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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아파트지구’는 당시 단독주택 건설 위주의 주택 공급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되는 주거지는 아파트에 한정하여 건축하

고, 토지 이용의 증대와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해 주거시설과 기타 생활기반 시

설이 함께 개발되도록 유도한 제도적 성격을 갖는다. ‘아파트지구’ 도입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 설정

을 위해 서울시가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등 주거환경

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주거지계획 수립의 기초를 마련한 점에서도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지구’의 도입과 결과에 대해 현재 학계의 평

가는 대부분 비판적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아파트지구’가 근린주구 이론에 

기반한 자족적인 아파트단지의 구성과 근린주구별 주구중심 배치기준을 획일적

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재의 자족적, 폐쇄적 아파트 단지계획을 관행화하는데 일

조했다는 비판적 견해를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파트지구’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단지 만들기’

라는 전략과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라는 결과론적 현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

나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존 ‘아파트지구’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밀도 관리수단으로서 한정되어 다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대단

위 공동주택 주거지개발과정에서 ‘아파트지구’ 제도를 통해 실현된 다양한 계획

과 주요 내용을 새롭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 본 연구는 ‘아파트지구’의 제도화 과정과 적용 그리고 근거법 삭제 이후 

현재까지의 경과를 고찰한다. 특히 ‘아파트지구’ 도입 의도와 작동 아이디어가 

우리나라 대규모주거지계획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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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당시 주요 주거단지 개발계획과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비교분

석을 통해 ‘아파트지구’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지구’ 제도는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우

리나라 대규모 주거단지계획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1979

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이 규정은 1991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될 때까지 단지계획과 관련된 유일한 

제도였다. 기존의 지역지구제가 개별 건축물의 행위를 규제하였다면 ‘아파트지

구’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통해 지구개발계획도서에 

건축규제 계획과 주구 및 지구중심 계획도를 의무 계획 내용으로 명시하여 마

스터플랜 수준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아파트지구’를 가장 먼

저 도입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수립한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은 계획의 

수립절차, 계획되어야 할 내용의 명시부터 당시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의 문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디자인 전략 모색 차원의 계획 개념, 계획요소, 지침 등

을 제안하였다. 

둘째, 공동주택이 중심이 되는 한국형 대규모 주거단지 계획의 틀을 마련하

였다.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은 시설의 종류와 면적 기준을 중심으로 한 

원칙적인 근린주구이론 적용 방식에서 보다 발전하여 고층 고밀의 아파트 중심

의 주거환경에서 보행중심의 공간이 조성되기 위하여 공동주택 위주의 생활권 

계획의 기본 틀을 제안하였다. 

또한 계획가들은 기존의 여의도와 잠실지구의 개발계획을 참고로 하여 근린

주구계획, 생활편익시설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주거동 계획을 중심으로 

개념과 요소를 설명하였는데 이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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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에 반영되어 이후 수립되는 주거단지계획의 기본 틀로 작동하였다. 우선, 

근린주구계획에서는 영동아파트지구가 고층 고밀의 주거지로 조성되어보행집중 

공간의 조성이 가능하고 한국의 성인사회 커뮤니티 형성이 근린주구이론이 태

생한 서구의 특성과 다른 점에 착안하여 주구 중심을 상업시설로 제안하였다. 

생활편익시설 계획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이미 확정된 도로구조와 공

공시설 면적으로 기반시설의 확장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계획적인 차원에서 해

결하기 위하여 보행을 기반으로 시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기준을 제시하였다. 교통계획에서는 주민들이 각 단지의 시설들을 보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여의도지구와 잠실지구 계획에서 시도되었던 보행녹도 혹은 

보행자전용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공원녹

지계획에서는 주거지의 상징적인 이미지 창출과 대규모 지역에 동일한 건축물

이 연속되는 경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관 관리를 위한 스카이라인 

조성방안을 제안하였다. 경관계획의 주요 개념과 지침은 다이어그램을 통해 설

명되었는데 이후 과천신도시에서도 유사한 지침과 표현 기법이 그대로 적용되

었다. 주거동 계획에서는 공원녹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계획이 다시 등장하는데 

공원녹지계획에서의 경관계획이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이었다면 

주거동 계획에서는 연속된 주거동 배치 금지, 입면 색상과 발코니 계획 지침 

등 건축적인 차원에서의 경관계획 개념과 요소가 제시되었다. 

셋째, ‘아파트지구’는 도시계획 차원의 새로운 관리체계의 기반을 제안하였다

는 실행차원의 의의가 있다.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은 ‘아파트지구’ 지정의 근거가 

삭제된 이후에도 재건축 사업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

다. 또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과는 추구하는 목표와 작동방식이 유

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당시 지구단위계획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지 않았

던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실행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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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매우 유사한 관리요소와 작동 방식을 이미 제안하여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시는 1970년대를 전후로 개발된 아파트단지들

의 재건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개발압력을 도시계획 제도를 기반으로 관리하

기 위한 대안 마련을 시작하였는데, ‘아파트지구’의 경우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관리 방안으로 결정하였다. 

특히 서울시가 주민공람을 위하여 공개한 지구단위계획이 영동아파트지구종합

개발계획의 목표와 작동방식과 유사한 것을 통해 제도의 삭제 이후에도 ‘아파

트지구’ 재건축 과정에서 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 아파트지구,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 반포지구, 대규모 주거지

계획, 아파트 단지

학  번 : 2010 - 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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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 일본인 도요타 다네요(豊田種松)에 의

해 세워진 서울 충정로의 유림아파트1)를 시작으로 광복 이후 1950년대에는 행

촌아파트(1956), 중앙아파트(1956), 종암아파트(1958), 개명아파트(1959) 등 민

간 아파트가 서울 시내 곳곳에 건립되었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는 단독 건물 

형태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가까웠다. 현재 우리가 아는 ‘아파트단지’와 흡사한 

아파트는 1962년에 대한주택공사가 준공한 6층 10개동 규모의 마포아파트 단

지를 기점으로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박철수, 2009). 이후 1976년 대규모 주

거지를 개발할 때 아파트단지 건설을 의무화하는 ‘아파트지구’가 도시계획법 개

정으로 도입되면서 당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던 반포동, 압구정동, 청담동, 

도곡동 등 서울 강남지역 대부분의 주거지가 아파트단지의 형태로 조성되기 시

작하였다. 

‘아파트지구’는 당시 단독주택 건설 위주의 주택 공급 방식만으로는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롭게 개발되는 주거지는 

아파트에 한정하여 건축하고, 토지 이용의 증대와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해 주

거시설과 기타 생활기반 시설이 함께 개발되도록 유도한 제도적 성격을 갖는

다. 또 ‘아파트지구’는 현재 아파트의 개념이 건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층 

공동주택’2)보다는 고층 고밀의 ‘단지화’된 공동주택을 의미하게 되는 계기가 되

기도 한다(정헌목, 2016: 박인석외, 2012; 양희진, 2017). 80년대 택지개발촉진

법의 등장 이후 ‘아파트지구’ 지정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서울시는 

90년대 이후 저밀도 아파트 단지 재건축사업의 중요한 관리 수단으로 ‘아파트

1) 박철수(2009)는 일제강점기에 서울 충정로에 세워진 유림아파트를 해방 전 한국 최초의 아파트

로 보고 있다. 

2) 아파트는 건축법상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출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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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제도를 활용하였다. 또한 지구 지정을 위한 근거법이 2003년에 삭제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는 다시 ‘아파트지구’에 대한 관리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아파트지구’의 도입과 결과에 대해 현재 학계의 평가는 대부분 비판적이다. 

공동주택연구회(1999)는 아파트지구가 특정지역을 용도 지정하는 방식으로만 

운용하여 주변 환경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적인 단지계획 수립 방식

을 일반화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도시조직을 고려하지 않은 지구 지정 방

식(박인석외; 1997), 빈곤한 계획 개념의 적용(이상헌, 2012) 또한 주요 비판의 

대상이었다. 무엇보다도 다수의 연구들은 ‘아파트지구’가 근린주구 이론에 기반

한 아파트단지의 구성과 근린주구별 주구중심 배치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

로써 현재의 폐쇄적 아파트 단지계획을 관행화하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적 견해

를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다(한국공동주택연구회, 1999; 김용국, 2003; 김진욱, 

2010; 서울연구원, 2010). 

박철수(2013). 박인석(2013)이 ‘단지화 전략’의 시작이라고 주장한 바와 같이 

‘아파트지구’는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현재와 같은 단지 형태로 고착화 된 계기

가 되며 또 이를 근거로 아파트지구에 대한 비판적 견해의 연구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단지 만들기’의 관점에서 ‘아파트지구’를 평가

하는 연구 경향이 지배적이 되면서 ‘아파트지구’의 도입이 가지는 근원적 의미

와 가치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주거지계획에 미친 다양한 영향들이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규모 주거지개발과 계획에 있어 

과연 ‘아파트지구’가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아파트지구’는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토지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도시계

획법상의 지역지구에 아파트지구라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추가하여 지정한 것이

다. 이는 가구 단위의 단지가 아닌 지구를 대상으로 집단적인 주택건설을 유도

하고, 개발자에게는 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여 대량의 아파트를 공급하게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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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인구급증에 따른 주택난 발생이라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신속히 타개하기 

위한 시도로서의 가치도 있다. 또 아파트지구 도입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

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 설정을 위해 서울시가 영동아파트

지구 종합개발계획을 현실화하게 되는 등, 근린주구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근

린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주거지계획의 기반을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파트지구’가 우리나라 대규모 주거지개발 역사와 계획

에서 가지는 의미를 기존 선행연구들이 집중해 온 단지라는 물리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국한하지 않고, 제도의 도입 배경과 적용

과정 및 실행 그리고 1970년대 대단위 주거지개발 계획과 법제도와의 영향관계

로 확장하여 ‘아파트지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아파트지구’의 제도화 과정과 서울시의 ‘아파트지

구’ 지정 및 실행과정을 고찰하여, 당시 법제도와 주거단지계획 환경에서 ‘아파

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연구 내

용으로 서울시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 방향성을 담아 수립한 영동

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을 1970년대 대단위 주거지개발계획과의 비교

를 통해 심층 분석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의 

차별적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아파트단지계획의 발전 맥락에서 해석하여 대규

모 주거지개발수단으로서 ‘아파트지구’ 제도가 우리나라 주거지계획과 법제도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1960-70년대 근린주구 계획개념의 도입으

로 다양한 실험적 시도가 가능했던 시기, 아파트지구 제도의 도입과 적용이 우

리나라 대규모 주거지계획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 아파트지구의 지정 중단 이후에도 일련의 아파트지구개발계획이 

아파트재건축 사업에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들 계획들이 

제시한 주거지계획 형태와 구체적인 지침 및 기준이 갖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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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향을 밝힘으로써 실무자들의 구체적인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은 물론 향후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을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차원의 관리 지침3)으로

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첫째, 아파트지구의 도입과 제도화 과정, 제도화 이후 현재까지 

아파트지구의 실행과정을 고찰하고, 둘째, 1970년대 대규모 단지계획 사례와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의 의도와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

발계획을 비교 분석하여 계획 특성을 도출하며 셋째, 영동아파트지구 계획 특

성에 근거하여 대규모 주거지개발수단으로서 아파트지구 제도의 계획적, 실행적 

차원의 영향과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연구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질 대상은 도시계획법상의 제도로서 ‘아파트지구’

와 ‘아파트지구’ 제도가 의무화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 규정’에 따라 

지구별 개발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세부 계획내용들을 제시한 최초 사례인 ‘영동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다. 

연구의 분석 범위는 아파트지구의 제도적 탐색과 관련해서는 제도화와 실행 

과정에서 생산된 공문서, 공식 회의록, 용역보고서 등의 문헌자료와 제도화 과

정에 참여하였던 관련자와의 면담내용이 해당된다. 표 1-1의 내용과 같이 제도

는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과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를, 서울정보소통광장에 공개된 아파트지구 관리방

3) 서울시는 2016년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지구

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리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존에는 단지별 재건축을 위해 

수립한 정비사업 중심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통해 관리했다면, 주거지뿐만 아니라 

교통, 기반시설, 상업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

'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2017.04.19자 서울시 

보도자료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운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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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대한 서울시 공동주택과 계획방침과 회의록을, 서울시가 발주한 ‘아파트 

지구관리방안’과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영동지구와 관련한 용역 보고서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아파트지구의 실행사례 분석과 관련해서는 영동아파트지구

개발계획과 ‘반포고밀아파트지구’에 대한 현장관찰조사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계획적 측면 뿐 아니라 실행적 측면에서 아파트지구의 법제도적 영향

을 밝히기 위해 아파트지구 지정 중단 이후의 아파트재건축 방식과 양상 역시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2018년도 서울시에서 공고한 반포아파트지구 지

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계획결정(안) 열람공고의 내용을 분석 자료로 하였다. 

한편,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과 1970년대 대규모 주거지개발계획 사례

를 비교 분석하여 아파트지구가 가지는 당시의 계획적 의미와 현재까지의 영향

을 밝히기 위해 마포아파트단지(1967), 남서울아파트단지(서울역사박물관, 

2018), 여의도 종합개발계획(한강사업소, 1971), 잠실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 

(서울시, 1974), 과천도시개발기본설계(대한주택공사, 1979)을 비교 사례로 선

정하였다. 계획 사례의 위치는 그림1-1과 같다. 

그림 1-1 영동아파트지구와 1970년대 대규모 주거지계획 사례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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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 분석 자료

아파트지

구의 

제도화 

과정

-아파트지구 제도

화와 실행 과정에

서 생산된 공문서, 

공식회의록, 용역보

고서 등의 문헌자

료

-아파트지구 제도

화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면담 

법 제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건설부훈

령 제464호, 1979.10.31.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건설교통

부훈령 제128호, 1995.12.15.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3762호, 2000.7.15.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016호, 2015.10.8.

용역

보고서

-주택시가지 주거밀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

원, 1995)

-아파트지구 관리방안(동해기술공사, 2015)

-영동1·2지구 실태분석 평가 및 관리방안(서울시, 

2010)

-재개발 ·재건축의 제도 변천 연구(서울연구원, 2006) 

제도화 

이후 

아파트지

구의 경과

관련자

면담

-윤혁경(현 ANU 사장, 당시 저밀도아파트지구 재정

비계획 수립 담당팀장) 

-권영덕(서울연구원 책임연구원) 

-건설시대의 서울(서울역사박물관, 2015) 

-우리나라 국토·도시 이야기(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40주년 역사서 발간위원회, 2015) 

회의록
-서울특별시 저밀도 아파트지구 밀도변경에 관한 공

청회(서울특별시의회, 1996)

공문서
-아파트 지구 관리방안(공동주택과 방침-9079, ‘14.6)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주택정비과-2882, 13.12.27)

1970년대 

대단위 

주거지 

계획

-1970년대 주거지 

계획 사례 : 마포

아파트단지, 남서울

아파트단지, 여의

도, 잠실, 영동아파

트지구, 과천 

-아파트지구 중단 

이후 아파트재건축 

방식과 양상

계획

-마포아파트단지(1967)

-남서울아파트단지(서울역사박물관, 2018)

-여의도 종합개발(한강사업소, 1971)

-잠실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 (서울시, 1974)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

(천일기술단, 1976) 

-반포 고밀 아파트기본계획 변경안

(서울시, 1986)

-과천도시개발기본설계(대한주택공사, 1979)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계획결정(안)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912호)

아파트지

구의

영향과 

의미

표 1-1 연구의 범위와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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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구성과 방법 

①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으로 각 장을 구성하여 진행된다. 

2장은 분석의 틀로 먼저 ‘아파트지구’ 및 아파트단지와 관련한 선행연구 분

석을 통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제도적 관점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구축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영동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특성 

도출을 위한 비교분석을 위해 1970년대를 전후로 수립된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

계획 중 계획사적 관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사례를 선정하였다. 한편, 분석 

항목은 주거지계획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종합한 분석 항목이 현재

와 같은 일정한 체계와 원칙을 가진 주거지계획 수립 이전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공동주택 단지계획 수립 시 적용하는 법적 틀에 적합하도록 

주요 용어와 적용 범위를 재조정하였다. 

3장은 ‘아파트지구’의 제도적 고찰로 제도화 과정과 제도화 이후의 경과 그

리고 서울시의 아파트지구 적용과 실행과정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아파트지구’

의 도입배경, 목적 등 제도화 과정과 제도화 이후의 경과는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제도로서 아파트지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

키고자 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아파트지구 적용과 실행과정은 서울시가 생산한 

제도, 계획, 용역 결과보고서, 공식 회의록의 내용을 제도의 정비 등 변화 경과

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문헌 중심의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 당시 서울시 ‘아파트지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던 일선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4장에서는 2장에서 선정한 1970년대 대단위 주거지개발사례의 주요 계획을 

본 연구의 분석항목인 근린주구, 생활편익시설, 교통, 공원녹지, 경관, 주거동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특히 이 중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에서 나타나

는 새로운 시도들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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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에서는 4장에서 주목한 영동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새로운 시도들이 

당시 대규모 주거지개발계획과 비교해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분석항목의 

도식화를 통해 시각화함으로써 계획개념. 계획기준, 시설 기준 등에 있어 ‘아파

트지구’와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의 특성이 당시 대규모 주거지 계획에 끼친 영향

과 우리나라 대단위 주거지계획의 발전 맥락에서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이 실제 실현되었는가

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계획이 적용된 사례 중 ‘반포고밀아파트지구’에 

대한 현장관찰조사를 병행하였다. ‘반포고밀아파트지구’는 계획의 핵심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존 선행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사례로서 

의미를 갖는다. 

또 계획적 차원의 아파트지구의 영향 뿐 아니라 아파트지구 지정의 중단 이

후에도 아파트재건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아파트지구기본계획

의 작동양상과 특성을 종합해 실행적 측면에서 현재까지도 유효한 아파트기본

계획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②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1976년 도입된 ‘아파트지구’와 서울시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

계획’이 우리나라 대규모 주거지개발의 역사에서 가지는 현재적 의미를 새롭게 

밝혀보고자 관련 기록 및 문헌 그리고 사례의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한다. 구체

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①문헌분석, ②전문가 인터뷰, ③사례연

구, ④현장조사이다. 문헌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아파트지구의 도입과 제

도화 과정, 그리고 제도화 이후 아파트지구의 실행 과정을 제도의 변화 경과에 

주목하여 탐색한다. 또 실행사례로서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의 심층 분석

과 현장 조사를 통해 아파트 지구가 우리나라 대단위 주거지개발에 미친 영향

과 지정의 중단 이후에도 아파트재건축 방식에서 작동하고 있는 아파트지구기본

계획의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의 전개는 그림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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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구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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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표1-2와 같으며, 관련한 법과 규

정에서 정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현대 주거단지계획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

는 의미를 반영하여 재정의하였다. 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

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로 규정하지만 주거지계획에서는 여러 동의 

건축물이 집합되어 있는 일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근린주구는 주민들에게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도보 공간 내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

위’로 규정하였다. ‘아파트지구’는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할 때에 지정

한 지구를 말하며, 지구 지정 이후 의무적으로 수립된 기본계획의 명칭이 아파

트지구기본계획이며, 서울시에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성한 

마스터플랜 성격의 계획이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이다. 

용어 개념

단지

한 동의 건축물이 아니라 여러 동의 건축물이 집합되어 있는 일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법률에서는 단지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

용되는 일단의 토지”로 규정한다. 

근린주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에서는 페리의 이론에 기반하여 한

국의 근린주구를 ‘주민들에게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도보 공간 

내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로 규정하였다. 

아파트지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해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할 때에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한 지구

를 말한다.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아파트지구지정 이후 의무적으로 수립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 

서울시가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영동아파트지구를 대상으로 수립한

종합개발계획을 말한다. 

표 1-2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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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2.1.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 연구논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연구 제목에 ‘아파트지구’를 포함

하고 있거나 연구 내용에 ‘아파트지구’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검색한 결과 일

부 한정된 범위에서만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

구를 ‘아파트지구’를 직접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와 ‘아파트지구’를 직접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아파트 중심 주거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배경으로 ‘아파트지구’를  있는 연구로 분류하여 기존 연구들의 경향을 파

악하였다. 

2.1.1. ‘아파트지구’ 관련 연구

선행 연구 중 ‘아파트지구’ 관련 연구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오동훈, 박병길, 2001; 박동준, 2003; 정규대, 2004; 한지원, 

2004; 조장희, 2005; 장영수, 2006, 이옥희, 2012)와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

역의 향후 관리 방향을 위해 서울시에서 수행된 현안검토 보고서와 정책방안 

마련 보고서(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서울연구원, 2008; 서울연구원 2010; 

서울특별시, 2014)들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아파트지구’의 방재계획 요소로서 

새로운 역할에 주목한 연구(황보람, 2018)가 수행되었다.4) 각각의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서 ‘아파트지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대단위 단지개발 수단으로서 ‘아파트지구’ 

19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정부는 대량 주택공급을 위

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였고, 아파트 단지개발을 의무화시

4) 김용국(2009)은 연구 제목에 ‘아파트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연구의 범위를 2003년 ‘선

계획-후개발 체재’ 이후 공공이 주도한 수도권지역의 32개의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진 

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도시계획법의 용도지구 상의 ‘아파트지구’ 

제도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이를 연구의 내용에서 설명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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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아파트지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서울도시계획사 관련 연구들은 ‘아파트지구’를 서울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등

장한 사건이자 수단으로 설명하였다. 손정목(2003)은 서울 도시계획의 역사를 

행정역량이 부족하던 시기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부터 시작하여 대단위 신도

시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기까지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 과정

에서 생산된 서울시의 행정체계와 제도들의 기술 중 강남이 아파트 단지 중심

으로5) 개발되는 과정에서 ‘아파트지구’가 소개되었다. 단지계획사 연구들에서도 

‘아파트지구’의 실질적 계획 내용과 구체적 의미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한

국 공동주택 계획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공동주택연구회(1999)의 연구에서 

‘아파트지구’는 서울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언급

되는 것에 그쳤다. 

연구 제목 연구 내용 및 특징

박인석외(1997)

택지개발제도의 변천과정과 주거단지 계획
에의 영향

• 택지개발제도와 주거단지계획과의 관계 설명 
• 도시기반시설의 양과 형태를 결정함으로써 

주거단지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공동주택연구회(1999)

한국공동주택계획의 역사

• 한국 공동주택의 시작과 변화, 발전 과정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정리 

• 주택계획론 정립의 중요성 강조 
• 한국 공동주택의 시작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제도로 

‘아파트지구’ 역할 설명 

손정목(2003)

서울도시계획이야기

• 서울시의 행정체계와 제도들의 등장배경 설명 
• 강남이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아파트지구’ 소개 

표 2-1 대단위 단지개발 수단으로 ‘아파트지구’에 대한 내용 

5)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통해 대량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주거용지를 마련하고 택지를 매각

하여 도로건설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장경석, 2006). 이듬해 8월 강변도로 

축조, 공유수면 매립, 여의도 개발을 골자로 하는 「한강개발 3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치수와 

도로건설, 택지조성의 목적을 겸하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이 한강변을 따라 본격화되었다(손정목, 

2003:309-316). 한국에서 아파트 주택양식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결정적 계기는 1970-80년

대 소위 서울시 강남 아파트단지 개발이다(진필수, 2012). 1974년 반포아파트 단지를 시작으

로 1975-85년 잠실, 1976-9년에는 민간기업인 현대건설이 압구정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함으로써 강남 개발의 주요 거점들이 형성되었다(공동주택연구회, 1999; 손정목, 2003; 진

필수, 2012). 1968년 말 개통된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수원 간 개통으로 인해 개발된 영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은 한국의 공간구조는 물론 서울의 공간구조와 한강변 아파트경관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장경석, 2006; 진필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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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 관리 대상으로서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를 직접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재건축 관리대상으로

서 아파트지구를 조명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사업이 도

시 및 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과 개발사업의 타당성, 수익성을 비롯해 용적률과 

세대밀도 등의 재건축 기준에 대한 연구까지 포괄하고 있다.  

오동훈, 박병길(2001)은 아파트 지구 기존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을 비판하면

서 재건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박동준(2003)은 고밀 반포아파트지구를 중심

으로 향후 ‘아파트지구’ 재개발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환경적으로 양호한 

주거유형을 제시하였다. 정규대(2004)는 1978년부터 지정된 12개소의 대구시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 4개소와 해제된 8개소 중 2개소를 선정한 후 비

교 분석하여 개발 실태와 양상을 살펴보고, 개발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대구시 사례를 연구한 정규대(2004) 외에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에 주목하고 있어 2000년대 초반에는 압

구정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 적용 시 주요 고려할 사항(한지원, 2004), 

오픈 스페이스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한 향후 재건축 사업의 방향성(조장희, 

2005)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2000년대 후반에는 잠실주공3단지사업을 사례로 

사업이익과 배분, 청산 및 조합원 입장에서 본 수익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재건

축사업에서 수익성을 좌우하는 결정요인을 파악한 장영수(2006)의 연구가 있다. 

이밖에 최근에는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 사업 뿐 아니라 고밀도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10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실

행 측면에서 제안한 이옥희(2012)의 연구가 있다. 

그런데 이들 선행연구들은 아파트지구의 재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의 연

구를 진행하면서 정작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대상지의 특성을 세밀하게 해석하

는 시도는 그리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 중 오동훈, 박병길

(2001)의 연구가 반포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의 방향 설정 시 기존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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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사업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가 ‘아파트지구’를 연구 대상지로 설정하였을 뿐 ‘아

파트지구’ 제도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나 해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연구 제목 연구 내용 및 특징

오동훈, 박병길(2001)

아파트지구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 분석과 

대상조합원의 셀링포인트에 관한 

연구-반포 저밀도아파트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 아파트 지구 기존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을 비판

• 아파트지구 재건축 방향 제시 

• 저밀 반포아파트지구 대상 

박동준(2003)

고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 

반포지구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아파트지구’ 재개발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환경적으로 양호한 주거유형을 제시

• 고밀 반포아파트지구 대상 

정규대(2004)

대구시 아파트지구와 해제지구의 개발실태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지구지정 4개소와 해제된 8개소 중 2개소를 선정한 

후 비교‧분석

• 대구시 아파트지구 대상 

한지원(2004)

아파트재건축에서 지구단위계획적용에 관한 

연구 :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중심으로

• 지구단위계획 적용 시 주요 고려할 사항을 검토

• 압구정아파트 지구 대상

조장희(2005) 

한강변 주거 및 수변공간 기본계획 : 

서울시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중심으로

• 오픈 스페이스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재건축 

사업의 방향을 제안

• 압구정아파트 지구 대상

장영수(2006)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의 수익성 

분석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재건축사업에서 수익성을 좌우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연구 

• 잠실저밀아파트지구 중 잠실주공3단지 대상 

이옥희(2012)

고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서초구를 

중심으로 

• 고밀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10가지 문제점을 

제시

• 서초구 고밀아파트지구 대상 

황보람(2018)

방재계획 요소로서 아파트와 한강변 

아파트지구의 출현

• 아파트지구’의 방재계획 요소로서 새로운 역할에 

주목 연구

표 2-2 ‘아파트지구’를 재건축 관리 대상으로서 다룬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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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연구원과 서울시에서는 ‘아파트지구’에 이루어진 개발행위에 대한 

정책 평가 중심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서울연구

원, 2008; 서울연구원 2010; 서울특별시, 2014) 강남지역의 저밀 아파트지구에

서 높아지고 있는 개발압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재건축 

이후 공간에 대한 영향력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이 중 권영덕외(1994)는 ‘아파

트지구’ 중 개발압력이 높은 강남지역의 저밀지구를 대상으로 현행방식에 의한 

재건축이 일어났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 문제

를 최소할 할 수 있는 실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10여년 뒤 권영덕(2008)은 

주거환경의 질 개선과 주택공급의 효과 제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 유도라는 관

점에서 강남의 대규모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계획수립과정에서의 공공의 

대응방법을 파악하는 정책 연구를 통해 현재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밖에 2010년에는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아파트의 개발 양태에 따른 개

발 밀도의 특징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제도와 정책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서울연구원, 2010), 2014년에는 서울시 차원에서의 ‘아파트

지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정책연구에서 ‘아파트지구’에서의 재건축단

지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하였다(서울특별

시, 2014).

연구 제목 연구 내용 및 특징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

주택시가지 주거밀도에 관한 연구
•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을 위한 밀도 체계 검토 

권영덕(2008)

대규모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 대규모 저밀도 아파트 지구의 재건축사업의 

이전과 이후를 평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2010)

영동 1·2지구 실태분석 평가 및 관리방안

• 영동지구 개발과정 기록 

• 영동지구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적 과제 도출 

• 영동지구 개발 과정에서 ‘아파트지구’ 제도 설명 

서울특별시(2014)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 ‘아파트지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관리방안 

제시 

표 2-3 서울연구원과 서울시의 재건축 관리 대상으로서 ‘아파트지구’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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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아파트 단지 중심 주거문화 연구 

아파트지구와 관련한 또 다른 연구의 흐름은 아파트지구의 도입에 따른 단지

계획의 고착화와 그 결과가 낳은 사회적 양상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담은 연구

들이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를 단지 중심

의 개발로 인한 문제로 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논의는 단지 중심의 폐쇄적인 주거문화 형성에 대한 비판으

로, 우리나라 주거단지의 핵심 문제점을 폐쇄적 도시공간구성으로 정의하고, 이

러한 결과를 낳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연구들

은 주요 원인을 주거단지의 폐쇄적 공간구성을 강화하는 계획규제로 보고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 계획 관련 법규와 설계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

석하였다(박인석외 5인, 1997; 공동주택연구회, 1999; 박인석, 2013). 

특히 공동주택연구회(1999)의 연구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에 따른 ‘아파

트지구’의 도입이 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면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가 

양산되었다는 점과 ‘아파트지구’ 제도의 영향으로 단지계획 시 주변 환경과의 

정합성 확보보다는 단지 내의 공간구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졌

고 자족적이고 배타적인 단지계획방식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계획된 공간구조 속에 일부 블록을 아파트 

지구로 지정하는 방식을 운용함으로써 단독 필지 중심의 저밀도 주거지에 고밀 

아파트 단지들이 여기저기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둘째, ‘아파트지구’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를 매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성격이 강

하기 때문에 주거지를 도시 차원에서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졌고 따라서 단지계획에서 집중하는 공간범위가 단지 내부공

간으로 한정됨으로써 주변지역 환경과는 격리된 자족적이고 배타적인 형태의 

계획방식을 정착시키는 상당한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공동주택연구회(1999)의 연구는 ‘아파트지구’에서의 단지계획 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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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특성이 이후 자족적, 폐쇄적인 아파트 단지계획을 관행화시키는데 유일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 설명하였고, 근린주구론의 유

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이후 택지개발방식이 갖는 구조적 문제 등 다양한 문

제들이 복합되어 있다는 점을 재차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관련

주제 연구(김용국, 2003)와 정책 보고서들은(김진욱, 2010; 서울특별시 도시관

리과, 2010; 서울특별시, 2014) 공동주택연구회가 제시한 이 비판적 관점을 그

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대부분 보이고 있다. 

2.1.3.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파악한 ‘아파트지구’ 관련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지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때 아파트지구기본계획 수립

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주거단지계획을 상세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

한 최초의 제도이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아파트지구’를 아파트를 단지중

심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고안한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데 그쳐 ‘아

파트지구’ 제도 자체에 의해 새롭게 등장하게 된 우리나라 대규모 주거지계획

의 내용적 특성을 조명하는 것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주택단지개발을 위한 수단적 관점에서의 ‘아파트지구’ 연구는 2000년 대 이

후 ‘아파트지구’의 새로운 관리전략을 제시한 서울시(2014)의 보고서와 ‘아파트

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방향 정립을 위하여 수행된 일련의 정책 연구들(권영

덕, 2008; 서울시, 2009)에서도 계속되어 주택공급 측면에서 ‘아파트지구’ 제도

를 평가하고, 재건축 대상지인 ‘아파트지구’의 적정한 개발 밀도를 논의하는 연

구 등으로 이어졌으나 여전히 ‘아파트지구’ 제도가 의무화한 기본계획의 작동방

식과 새로운 계획적 아이디어에 대한 세심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대부분의 논의들은 ‘아파트지구’가 주거지계획 혹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고 한정적인 관점으로 국한된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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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특히 아파트지구 제도가 단지내부 공간구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여건

을 만들어 주거지의 공간 범위를 내부로만 한정하는 단지계획방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 한국공동주택연구회(1999)의 비판적 관점이 한국의 공

동주택 역사를 조명하는 대부분의 후속 연구들(김진욱, 2010; 박철수, 2013; 

박인석, 2013; 도광훈,2015; 양희진, 2017)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재생산되며 

다른 관점의 논의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파트지구’를 다룬 선행연구가 ‘단지 만들기’라는 전략과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라는 결과론적 현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아파트 재건축 과

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존 아파트지구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밀도 관리수단으

로서 한정되어 다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대단위 공동주택 주거지개발

과정에서 ‘아파트지구’ 제도를 통해 실현된 다양한 계획의 주요 내용을 연구의 

대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 본 연구는 ‘아파

트지구’의 제도화 과정과 적용 그리고 근거법 삭제 이후에 걸친 현재까지의 경

과를 고찰하고 특히 ‘아파트지구’ 도입 의도와 작동 아이디어가 우리나라 대규

모주거지계획에 미친 영향을 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당

시 주요 주거단지 개발계획과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비교분석을 통해 

‘아파트지구’의 역할과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2.2. 분석의 개요 

2.2.1. 비교 계획 사례의 선정 

1970년대는 폭발적인 인구 성장에 따른 주택난 해결을 위하여 대규모 아파

트 공급 정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택지개발제도, 주택공급제도가 검토 도입

된 시기이다. 특히 이 제도들은 도시기반시설의 양과 형태를 결정함으로써 주

거단지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박인석외, 1997). 

또한 이 시기는 새로운 제도의 적용 뿐 아니라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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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다양한 계획적 실험들도 가능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당시 계획 환경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였고 이로 인해 계획적 실험의 양상을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는 주거지 사례를 중심으로 1970년대 대단위 주거지계획

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선정된 사례는 1960년대 마포아파트단지, 남서울아파트단지, 

1971년 여의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여의도시범단지, 1974년 잠실종합개발계획

에 의한 잠실아파트단지, 1976년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반포고밀

지구, 1979년 과천도시개발기본설계에 의한 과천신도시이다. 

구분 마포 남서울 여의도 잠실 반포고밀 과천신도시

분석

대상
-

남서울

아파트 

단지계획

(1971)

여의도

종합개발

계획

(1971)

잠실

종합개발

계획

(1974)

영동

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

(1976)

과천

도시개발

기본설계

(1979)

사업

주체

대한

주택공사

대한

주택공사
서울시

서울시/

대한주택공사
서울시

대한

주택공사

사업

개요

-우리나라 

최초 아파

트 단지

-주택지

조성사업

-강남 최초

아파트단지

-전면매수

-시범아파트

단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근린주구 이

론 적용

-아파트지구

지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

획 수립

-전면매수

-도시 차원

계획 수립 

밀도

인구밀도 인구밀도 인구수 인구밀도

-642세대

2500명

-72세대/ha -700 인/ha

(주 간 인 구 

18만명, 

  야 간 인 구 

4만명)

-고밀도

800인/ha

-중밀도

600인/ha

-저밀도

250인/ha

-10,000~

  15,000 인 

-고밀도 

350인/ha 

-중밀도 

230인/ha

-저밀도(단독) 

150인/ha

가구 730×750

280×440 500×520

560×

500~1300
360×200 

490×330

획지 340×400
240×420/180

×240

표 2-4 비교 계획 사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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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분석의 항목 도출 

1970년대 대단위 주거지계획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은 세 가지 단계를 

통하여 도출하였다. 

우선 주거단지 계획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주요 분

석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 유형화 작업을 통해 주거단지 계획의 핵심 

분야를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이 과정을 통해 도출한 분야가 본 연구의 대상

인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계획들이 집중하고 있

는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인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화되는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앞서, ‘아파트지구’의 현대 주거단지계획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용어 사용과 분류 체계를 주택건설기준 및 공

급에 관한 법령에서 정의한 내용과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그림2-1 분석의 항목 도출 과정 

분석 항목 도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 참고한 주요 선행연구들과 각각의 분석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한효덕(2001)은 우리나라 주거단지에서 적용되는 계획개념과 기법의 도입 및 

변천과정을 계획단위 설정과 중심시설의 배치, 동선체계, 주동배치와 형태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최두호(2007)는 단지계획이론의 변화에 따라 계획요소의 특성이 어떤 연계 

속에서 발현되어 왔는지를 고찰하였다. 이에 계획적 개발사례와 실험적 시도가 

이루어진 단지를 선정하고 생활권 계획, 공원·녹지·도로계획, 주거동 계획, 상가·

공공시설 계획으로 구분하여 변화 과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권혁삼 외(2008)는 생활권 개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주거지 사례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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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생활권 내의 학교, 근린공원, 상업시설 등의 배치관계와 보행 및 녹도, 대

중교통체계 등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였다. 

신예지(2009)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주거단지의 변화과정과 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대별 사례지의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주거단지 계획요소의 유형과 변

화를 파악하였는데, 계획요소는 생활권, 주동배치, 공원・녹지, 교육시설, 동선 

계획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종화(2009)는 생활권 개념의 변화에 따른 주거지 계획의 특성을 생활권 공

간구조 개념, 가구 규모와 형태, 인구 규모와 밀도, 지원시설(상업시설, 교육시

설, 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배치, 동선체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김용국(2009)은 공공부문 대규모 주거지를 대상으로 지구의 계획개념을 밝히

고, 단지계획과 건축계획의 각 분야별 계획항목을 추출하여 각 항목별 계획기

법과 계획경향을 분석 고찰하였다. 

김진희(2010, 2011)는 잠실지구 기본계획의 계획사적 의의와 질적 발전 양

상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과정, 계획 적용방식, 계획 내용 등

을 분석하였다. 또 계획 내용은 도시기능, 도시형태, 주거용지, 공원녹지 용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계획에 적용된 계획 수법들을 분석하였다. 

도광훈(2016)은 근린주구 계획개념의 적용과 변용의 경로를 밝히기 위해 관

련법령과 계획도면을 대상으로 계획개념에 나타난 주구의 크기와 위계 구성, 

주요 시설 설정, 교통체계 및 주구 경계, 위계적 구성 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이지은(2019)은 보행과 관련한 근린의 물리적 환경요소의 조직방법을 분석하

였다. 근린의 물리적 환경요소는 근린 공간구조, 근린 가로, 근린 시설물로 분

류하였으며 <근린 공간구조>에서는 커뮤니티 구조, 블록 구조를, <근린 가로>

에서는 도로망 위계, 국지도로, 보행축을, <근린 시설물>에서는 녹지시설, 상업 

및 서비스시설, 학교시설을 세분화, 도식화의 작업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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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선행연구체계와 항목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가 최종적으로 도출된 항

목들의 유형은 근린주구, 생활편익시설, 교통, 공원녹지, 주거동이다. 각 항목의 

세부요소는 다음과 같다. 

근린주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가구계획, 생활권계획, 계획 단위, 근린 공간구

조 등으로 설정한 세부 내용들이 근린주구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정하였다. 생활편익시설은 공공시설, 중심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지원시설 

등 선행연구들의 다양한 분석항목들을 ‘주택건설기준등에 의한 기준’에서 정의하

고 있는 상위개념의 용어로 통칭하였다. 교통계획은 선행연구에 나타난 도로, 

대중교통, 보행동선 등의 세부항목과 계획사례에서 다루고 있는 교통계획을 통

합하였고, 공원녹지 또한 계획사례 모두 동일하게 주거지 계획요소로 다루고 있

는 점에서 분석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주거동은 계획 사례에서는 건축계획이라는 

항목으로 개념과 요소를 설명하고 있으나, 선행연구들이 이를 주거단지 계획이

라는 특정분야에 적합하게 주거동 혹은 주동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거동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를 적용하였다. 

세부 분석 항목과 계획 사례와 검토한 내용은 표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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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분석 항목

김진희

(2010)
가구계획 공공시설 도로계획 공원녹지 -

한효덕

(2001)

계획단위

설정

중심시설

배치
동선체계 - 주동배치

최두호

(2007)
생활권

공공

시설
상가 도로 공원·녹지 주거동

권혁삼외

(2008)
- -

상업

시설

대중교통

체계

근린공원, 보행 및 

녹도체계
-

신예지

(2009)
생활권 교육시설 동선 공원, 녹지 주동배치

이종화

(2009)
생활권 공간구조 지원시설 동선체계 - 배치

도광훈

(2016)

주구의 크기와 

위계구성
주요 시설 설정 교통체계 - -

이지은

(2019)

근린 공간구조 근린 시설물 근린 가로 근린시설물 -

커뮤니티 

구조

블록 

구조
학교 상업

도로망, 

국지도로, 

보행축

녹지 -

계획 사례 계획 항목 

마포아파트

단지(1961)
- - - - -

남서울아파트 

단지계획안

(1971)

- 시설물배치 - - -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1971)

토지이용
교통

토지이용
-

주거지구 - 공원녹지

잠실지구

종합개발기본

계획(1974)

토지

이용
주구 및 중심지시설 교통 공원녹지 -

과천도시개발

기본계획

(1979)

토지이용 단지조성 교통
생활환경 및 

조경
주택 및 건축

영동아파트

지구종합개발

계획(1976)

근린주구 중심시설 교통

공원녹지

건축
공원 경관

본 연구 근린주구

생활편익시설

교통 공원녹지 주거동
학교 상업

공공

시설

표 2-5 분석의 항목 도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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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계획 사례간의 비교분석 : 도식화(Diagram) 체계 

본 연구에서는 계획 사례 간에 나타나는 계획 개념과 원칙을 비교하기 위해

서 배치계획과, 실제 완성된 도시 형태, 승인된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하여 계

획의 구체적 형태를 단순한 도형으로 다이어그램화 하였다. 도식화는 토지이용

을 포함하여 가로, 대지 등의 결합으로 형성되는 물리적 계획의 패턴을 면과 

선 등으로 표현하였다. 도식화는 첫째,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에서 나타나

는 새로운 계획적 시도들과 동시대 주거단지 계획과의 상호관련성을 쉽게 이해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둘째. 계획의 패턴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통하여 거시적 측면에서 주거단지계획의 의도와 질서를 파악하는데 용

이하며, 개별 계획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통일된 맥락에서 사례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과 1970년대 계획 간의 비교와 도식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 사례 중 사료의 부족으로 개별 주거동의 계획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마포아파트단지와 역시 ‘대한주택공사 20년사’와 주택공사연구

원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한 ‘주택’에 게재되었던 자료 외에는 근거자료로 적합한 

사료가 없는 남서울아파트단지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여의도지구 종합개

발계획,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 영동아파트개발지구기본계획, 과천도시개발 

기본계획 등 아파트 단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나머지 사례

들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의 비교는 앞의 2.2.2.에서 도출한 분석 항목인 근린주구, 생활편익시설, 

교통, 공원녹지, 주거동 계획을 중심으로 각각의 계획 개념, 계획 기준, 시설 기

준 등을 상세히 비교하였다. 이 중 계획 개념은 계획에서 제시된 시설 전체 계

획의 방향성과 계획가가 주로 다루어야 할 주안점을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

하였고, 도형화된 계획요소들을 통해 도식화함으로써 각 계획 간의 개념 비교를 

시각화하였다. 계획 기준은 계획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원칙들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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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질적 차원에서 계획이 추구해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시설기준은 계획

에 활용된 물리적 환경 요소인 계획 요소와, 요소별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 요

소간의 적정 배치 거리 등과 같은 양적인 측면의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도형화한 주요 계획요소들은 근린주구, 생활편익시설, 교통, 공원녹지, 주거

동이다. 이 중 생활편익시설은 정의한 바와 같이 학교, 상업, 공공시설로 구분

하였고 교통은 보행동선과 일상생활동선으로, 보행동선은 다시 보행로, 보행자

전용도로, 녹도가 동일한 도형으로 표현된다. 공원녹지는 주구 단위 내에 설치

되는 근린공원과 어린이 놀이터를 동일한 계획 요소로 도형화하였다. 

분석항목 도식화

근린주구

생활

편익시설

학교

상업

공공시설

교통

보행동선

(보행로, 보행자전용도로, 

녹도)

일상생활동선

공원녹지 
근린공원

어린이 놀이터

주거동

표 2-6 분석 요소의 도식화(Diagram) 체계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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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지구’ 제도화와 실행 과정

3.1. 아파트지구의 제도화 과정 

3.1.1. 아파트지구의 도입 

(1)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후 복구를 위해 산업화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 이후 폭발적

인 인구성장을 겪게 된 서울은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주택정책의 현안이었다. 그러나 체계적인 주택정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

던 1960년대에는 국가경제정책인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 주택부문의 일부로 

주택건설 및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그쳤다. 

1970년대에 들어 정부는 주택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1972년 당시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밝힌 내용6)과는 별도로 장기적인 주택건설계획

인 <주택건설10개년계획(1972-1981)>7)을 수립한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주택

건설촉진법’이 제정되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서울시, 2014). ‘주택

건설촉진법’은 정부가 공공주택은 물론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주택도 개

발계획, 시공계획 및 분양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특히 민간부

문에 의한 주택건설 및 공급의 촉진 차원에서 대형 민간건설업체가 주택개발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였다. 

1972년에 제정된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그 예로서, 이 법에 

의해 국민주택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간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실시

했던 세금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고 주택건설과 토지거래에서 발생된 부동산

투기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면허세 등도 1978년까지 

3년간 면제하였다. 이는 당시 대단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영동, 잠실

6) 제3차 경제개발계획 중 주택부문은 5년간 8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1976년에는 주택보급률

을 78.9로 높이고자 했다.

7) 1972년부터 1981년까지 모두 2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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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주요 내용

집단 체비지 확보 규정 마련

(1975)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체비지 중 그 일부를 집단으로 정할 수 있음

-근거법 : 「토지구획정리법」

‘아파트 지구’ 도입

(1976)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해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한 때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

-근거법 : 「도시계획법」

최초 아파트지구 지정

(1976)

-잠실, 반포, 청담·도곡, 화곡, 이촌, 서빙고, 이수, 압구정, 

여의도, 원효 

-건설부고시 제131호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 수립

(1976)

-영동아파트지구의 종합적, 장기적 개발계획으로 최초의 

아파트지구 계획

-77.3 건설부 승인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건축조례 제정

(1977)

-적용 사례 : 신반포 준공, 압구정 준공, 잠실(주공5,장미3,15) 

준공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제정」

(1979)

-아파트지구계획 수립 의무화 

-근거법 : 「주택건설촉진법」

표 3-1 아파트지구 제도화 과정(김진희, 2011; 서울시,2014 참고 저자 재작성)

지구의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들이 주택건설에 더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2012, 국토연구원). 

이상과 같이 민간주택건설 지원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과 서울 강

남지역 개발에 민간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제정 등 정부의 정책 변화에 부응하여 서울시는 <주택건립7개년계획

(1975-81년)>을 마련하고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위주의 주

택건설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당시 택지개발의 주요수단이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개별필지 환지방식과 체비지8) 확보를 통해 재원을 조달

하는 방식에 그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부족이 심화된 시기 아파트 건

설과 같은 대량의 주택공급을 위한 집단 택지 조성에는 용이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박철수, 2013, 104쪽). 

8)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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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대규모 집단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1975년 12월 아파트용지 확보를 위한 집단체비지 지정을 골자로 하는 토지구

획정리사업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단독주택용지 

형태의 체비지를 집단화해 확보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인수해 공동주택 등을 건

설하는 집단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김진희, 2013; 박철수, 2013; 서

울시, 2014). 

또 당시 ‘도시계획법’9) 제18조의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에서 정하는 지구 이외의 지구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1976년 1월에는 개발자에게 아파트단지 건설을 의무화하는 것이 가능

하도록 ‘도시계획법’상의 지역지구에 아파트지구를 추가하는 ‘아파트지구 제도’

를 도입하였다(박인석 외, 1997, 239쪽). 이후 우리나라의 주거단지개발은 종래

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위주에서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급격하게 바뀌게 되

었다.

(2)아파트단지 건설의 의무화

서울시는 영동 일대의 집단택지에 대규모 아파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강북

인구를 강남으로 유입시키는 가장 확실한 정책이 된다고 확신했고. 도시 현대

화와 강남개발, 강북인구의 강남유입을 위한 영동개발의 핵심목표로 ‘아파트도

시화’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가 아파트 이외에는 건축이 안 되는 아

파트단지 건설의 의무화로 이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이었던 김병린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 당시 영동구획정리지구가 두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야. 

하나는 저지, 하나는 고지. 그러면 저지대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홍수

가 나거나 벼락이 치면 (배수펌프장) 전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

로든지 정전이 되면 한강 홍수위에 다다르기도 전에 내수로 침수돼서 그

9)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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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물이 다 차게 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양택식 시장이 고민 고민하

다가 고육책으로 강남지구의 저지배수구역은 3층 이상 집을 지어라. 여의

도도 5층 이상 집을 지어라...(중략). 그런데 나는 그런 건축통제를 계속 

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침수) 지역에 아파트만 

지어라.” 라고 하고, “아파트 1층은 주거용으로 쓰지 마라, 그 공간은 필

로티로 남겨 놔라.” 이렇게 건축통제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침

수지역을 ‘아파트지구’로 지정했지요..

.-김병린, 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즉, 현재도 상습 침수 지역인 반포 저지대가 홍수로 침수되었을 때를 대비해 

당시에는 3층 이상의 주택에 한하여 허가하는 건축허가 지침을 운용해왔지만, 

이러한 건축 규제로 오히려 주택이 건립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고층아파

트라는 새로운 건축형태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아파트지구가 

한강변 저지대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지정된 까닭에 대해 “반포 저습지만 

아파트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정 이유가 저지대이기 때문이라고 하여 시민들이 

주거지로 선호하지 않을 것이 우려되어 영동지구 내 침수되지 않는 고지대도 

함께 지정해서 저습지라는 생각을 없애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황보람, 

최막중, 2018). 

또 김병린은 아파트단지 건설 의무화의 다른 배경으로 단독필지 위주의 일정 

구역에 무조건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보급율을 향상시키고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도시의 평면적 확장을 억제하고자 한 당시 행정의 

의도가 있었음을 밝혔다. 

...거기에는 (침수문제 외에) 철학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는 국토가 적은 나라입니다. 남한 땅의 70% 이상이 다 산지인데 그나마 

하천 있고, 도로 있고... 주택용지로 할 수 있는 땅은 10% 미만이야. 농사

도 지어야 하잖아. 도시가 10% 미만인데, 그 가운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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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30%밖에 안되요. 단독주택을 지어서는 서울시내 전역에 집을 깔아

도 천 만 인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어

요. 아파트를 지으면 고밀도 주거가 되면서 지상에 넓은 용지가 생기니까 

도시환경이 좋게 되기 때문에, 또 에너지 공급이 효율적이 되지. 사용하는 

에너지는 줄어든다 이거야. 동선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상 아

파트를 지어야 그나마 넓은 조경을 할 수 있는 대지가 나온다. ... 그래서 

아파트지구를 지정했어요. 이거는 아직 법에 없는 것이었어요.

-김병린, 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2012)

그림 3-12 서울시 아파트

지구지정 내부 결제 문서

(서울시-도계415)

그림 3-13 아파트지구 지

정 요청 공문

(계조01-3939)

그림 3-14 아파트지구 승

인 건설부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

그런데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영동지역의 필지는 규모가 작아서 

고층아파트를 짓기 부적합하였고 아파트를 건설하기 적당한 필지 조건으로의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 촉진을 위하여 용지 매수가 완

료되기 전이라도 건축 가능한 크기의 면적을 확보하면 재환지해서 아파트 부지

를 마련하고 지역 내 세도로는 따로 모아서 학교용지나 공원 또는 체비지로 확

보하도록 하는 등 건축부지 규모를 아파트 배치가 가능하도록 조정해 주는 행

정편의까지(표3) 제공하였다(서울역사박물관, 2015). 이에 따라 ‘아파트지구’로 

선정될 경우 기존의 필지분할은 무효화되고 초기에 세분된 필지들이 합쳐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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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아파트단지를 형성하게 되는데(정인하, 2012, 194쪽) 기존의 토지구획정

리사업에 의한 영동지구의 작은 필지들은 너비 560m에서 깊이 500m~1300m

의 16개 슈퍼블록으로 합필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정 과정 세부 내용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초록색 동그라미는 

단독주택지구이고 붉은색 영역은 

영동지구 개발 사업 초기부터 

아파트 단지로 지정된 곳 

자료 : 서울연구원, 2016 

-영동지구 방침관계철 : 

주택건설촉진지구 지정(서울시 

1977)

-영동지구 전체 면적의 약 1/4에 

해당하는 779.4만㎡를 

아파트지구로 지정 

자료 : 서울특별시, 2010 

-영동아파트지구 근린주구계획

-16개 근린주구 

-560*500~1300의 16개 슈퍼블록 

형성 

-주구반경 약 400m

-주구단위 10,000-15,000인

자료 : 서울특별시, 1976

표 3-10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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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의 제도화 

(1) 지역지구제 관리 방식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행정적 방안 중의 

하나이며, 토지이용계획을 질서 있고 합리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서(오동훈외, 2000, 100쪽), ‘용도지역지구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역지구제는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주거, 상업, 공업 등 허용되는 

용도를 구분 지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데 근본 목

적이 있다(정희남외, 2003, 2쪽).

지역지구제는 크게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

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용도지역제’와 용도지

역제를 보완하는 성격의 ‘용도지구제’로 구분된다. 이 중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

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

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

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서울시 도시계획포털).

그런데 지역지구제에 따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계획법’에 의

해 이루어졌으나 그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건축법에서 규정해 왔고10)(정희남외, 

2003), 행위규제 내용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해왔다. 이에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 하여 건축법에서 

규정하던 지역․지구 안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직

접 규정함으로써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역․지구의 지

정과 관리방식은 ‘도시계획법’으로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정희남외, 

2003, 조준범, 2003). 

(2) 아파트지구 관리방식 

10) 지역지구제 실행 수단은 용적률·건폐율·건축선 등의 밀도규제와 특정행위의 허가․불허가 등의 

행위규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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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 또한 초기에는 건축조례

에서 규정한 건축행위 규제를 통해 토

지이용을 관리하였다. 아파트지구 내 

건축물 기준은 1976년 4월 15일 ‘건

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조례로 

위임되었고, 1977년 7월 1일 ‘아파트

지구 건축조례’가 서울시 조례 제1174

호로 제정되면서 이에 근거한 건축행

위 규제가 시작되었다(서울특별시, 

2014).

‘아파트지구 건축조례’의 목적은 아파

트지구 내 건축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증진과 주거생

활의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1977년의 제정안은 건축물을 일단의 아파트와 아파트 이외의 건축물로 구

분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아파트는 3,000㎡, 건폐율 25%, 용적률 

200% 이하로 규정했으며, 아파트 이외의 건축물은 대지면적 최소한도 300

㎡, 건폐율 50%, 용적률 100% 이하로 할 것을 정하였다. 

1978년 개정을 통해서는 인동거리, 아파트의 규모 제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

계, 건축물의 형태 등 규제내용이 추가되었다. 아파트와 기타의 건축물 용적률 

규제는 200% 이하로 동일하게 하고, 인동거리는 공동주택 높이의 1.25배 이상

으로 하도록 했다. 또 동일대지 안에서 공동주택과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

리는 당해 건축물 높이의 0.625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으로 하였다. 아파트 

규모에 대해서는 지구 내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길이는 건축물 높이의 4배에 해

당하는 길이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고, 건축물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

그림3-4 서울시 아파트지구 건축조례 

제정을 위한 내부 결제 문서 

(법무181.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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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다. 

한편, 서울시 ‘아파트지구 건축조례’는 1979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

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으며, 1980년 ‘서울특별시 건

축조례’로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구분 1977년 제정안 1978년 개정안 

구분 아파트
아파트 이외 

건축물
아파트 아파트 이외 건축물

대지면적 3,000 ㎡ 300 ㎡ 3,000 ㎡ 300 ㎡

건폐율 25% 50% 25% 50%

용적률 200% 100% 200% 100%

인동거리 - -
공동주택 높이의 

1.25배 이상

건축물높이의 

0.625배에 

해당하는 거리이상

아파트의 

규모 제한
- -

공동주택의 길이는 

건축물 높이 4배에 

해당하는 길이를 

초과하지 못함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

폭 8미터 이상 도로 

또는 공지에 2개소 

이상 접하여야 함 

- 

건축물의 형태 - -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 

표 3-11 건축조례 주요 내용과 변천

자료 : 서울시 ‘아파트지구 건축조례’ 1977, 1978 저자 재정리 

(3)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1979년 10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이 건설부훈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아파트지구에서의 건축행위는 건축조례에서 나아가 토지이용 및 

단지계획적 차원에서 규제되기 시작했다.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은 1979년 11월 건설부훈령 제 464호로 공포되었고, 개발기본계획수립 의

무화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1항의 규정은 아파트단지를 개발하기 위

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

을 동 규정으로 정하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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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내용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1979)

공동주택의 

종류별 

건설계획

1. 연립주택 : 40내지 60세대/ha

2. 저층아파트 : 120세대/ha

3. 고층아파트 : 170세대/ha

공동주택의 

배치계획

1. 공동주택의 배치계획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소음관계,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2. 공동주택의 종류별로 집합설치 되도록 계획 

3. 공동주택과 수평거리 5미터 이내에 접한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주차장의 

설치는 당해 건축물 최외곽 부분의 길이를 수평으로 합산한 길이의 1/2 

이내로 하여야 한다. 

표 3-12 1979년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내용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은 근린주구이론에 따라 근린주구, 

주구중심, 지구중심 등으로 지역을 설정하고, 근린주구이론에서 다루는 6가지 

원칙에 기반 한 물리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기준의 적용 범위는 단지 단위에서

는 건축물, 중심시설, 공공시설, 주구단위에서는 중심시설, 공원녹지, 토지이용, 

지구단위에서는 중심시설, 공공시설 교통계획(도로계획)이었다.

주요 규정내용은 공동주택 건설 시 연립주택은 40-60세대, 저층아파트(5층 

이하)는 120세대/ha, 고층아파트(6층 이상)은 170세대/ha 이하로 계획하도록 하

였고, 배치는 토지이용율, 소음관계,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주택

의 종류별로 시설배치가 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시장, 학교시설, 주차장, 공공

문화시설, 의료시설, 공원 등의 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보도의 포장계

획, 경관미화를 위한 수경시설, 벤치 등 옥외가구류, 조경물 등을 설치하도록 유

도하는 방안 등 개별 단지에 대한 계획부터 전체 아파트지구 단위에서 고려해야 

하는 계획까지 규정되어 있다(권영덕, 1994). 

분야별 세부규정은 주구의 크기와 면적, 주구를 구성하는 주요 시설과 위치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근린주구의 반경은 400m, 밀도는 3000세대 이내로, 주구중심

은 근린주구면적 2/100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지구중심은 3/100이상, 

30,000㎡ 이상 면적의 3개 이상 주구가 구성되는 지구에 계획하도록 규정하였다.

11)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제2조에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항과 건축법시행령 제155조의 2의 규정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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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제정안 1982년 개정안

-주구의 크기 : 반경 400m이내, 3000세대 

이내  

-주구중심시설 : 주구면적의 2/100 이상

-지구중심시설 : 주구가 3개 이상일 때, 

1개소에 지구 중심설치, 3/100 이상

-구획도로: 25m이상 

-주구의 크기 :반경 400m이내, 1000세대 내지 

3000세대

-주구중심시설 :주구면적의 1/100 이상 

5/100미만

-지구중심시설 :주구가 3개 이상일 때, 1개소에 

지구 중심설치 ,1/100이상 3/100 이상미만

-분구중심 :주구중심으로부터 200m이상 이격

-분구중심면적의 합: 3/100미만 

표 3-13 규정에서 정한 근린주구의 크기와 구성 시설의 종류와 위치 기준

자료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1979, 1982 내용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또 근린주구는 25m 이상의 도로로 구획되어야 하며 근린주구 내 계획 범위

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운동시설, 노인정, 유치원, 학교시설, 설비시설 

외 별도로 주구중심과 지구 중심의 건축 가능 용도를 규정하였다. 

1982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의 전면개정으로 이전까지 

규정과 건축조례로 구분되었던 아파트지구 내 건축규제는 일원화되었고, 현재 

규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게 된다(권영덕, 1994). 개정으로 새롭게 신설된 내용

은 주거기능에 필요한 소매점의 입지가 가능한 ‘분구중심’의 설정, 토지이용의 

고도화,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경관의 제고, 동선·녹지·공공시설·공급처리 

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일조·통풍·사생활권 보호·공해방지 등을 고려한 생활환경

의 향상 등이다.

또 이와 함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작성해야 하는 도서의 종류와 

작성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현대 도시계획 체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계획도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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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도면의 축척이 명시되었으며, 도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내용이 규정되었다. 구획의 결정 및 건축기준은 요소의 변화보다는 요

소별 세부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변화하여 초기 제정안에서는 밀도와 지구, 주

구 중심의 면적 상한선만을 제시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하한선이 추가되었다. 

3.2. 제도의 경과 

3.2.1. ‘아파트지구’의 지정과 사업 

(1) 아파트지구 지정

강남 신시가지개발과 주택부족 해소를 위한 대량의 주택공급 수단이었던 아

파트지구는 주로 한강변 저지대를 따라 지정되었으며, 일부 고속도로변과 청담·

도곡지구 등 내부 블록에도 지정되었다. 아파트지구가 한강변 저지대  뿐 아니

라 다른 지역에도 지정된 까닭에 대해서는 3.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포저

습지만을 아파트지구로 지정하면 시민들이 주거지로 선호하지 않을 것을 우려

하여 고지대를 포함하여 지정한 결과이다. 또 지구 면적의 1/4에 달하는 7,794

천㎡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영동지구의 경우,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된 필지 분포로는 개별 필지 규모가 작아 부족한 아파트지구 대상지를 확보하

기 위해 침수우려가 없는 영동지역 고지대 중 개인이나 법인이 1,000평 이상 

소유한 토지를 모두 조사하였다(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40주년 역사서 발간위

원회, 2015, 155쪽).

그림 3-5 연도별 지구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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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파트지구는 1차로 1976년 8월 잠실, 반포, 청담·도곡, 

화곡, 이촌, 서빙고, 이수, 압구정, 여의도, 원효 등 11개 지구가 지정되었고, 이

후 1979년 가락, 암사·명일지구와 1983년 아시아선수촌지구를 마지막으로 총 

15개(고밀/,저밀아파트지구로 구분 시 18개 지구), 11,267천㎡의 아파트지구가 

지정되었다. 

지구 명 면적(천㎡) 단지수 지구지정일 최초계획 수립

잠실지구 1,379 5 1976. 8.21 -

반포지구 1,123 10 1976. 8.21 -

청담․도곡지구 619 13 1976. 8.21 -

화곡지구 368 3 1976. 8.21 -

암사․명일 304 3 1979.11. 7 -

계 3,793 34 -

표 3-14 저밀아파트지구 지정 현황(서울시, 2010: 서울시, 2014 참고 저자 재작성)

지구 명 면적(천㎡) 단지수 지구지정일 최초계획 수립

반포지구 1,592 52 1976. 8.21 1976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

서초지구 1,187 23 1976. 8.21 1976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

잠실지구 964 9 1976. 8.21 -

청담. 도곡지구 493 11 1976. 8.21 1976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

서빙고지구 853 31 1976. 8.21 -

여의도지구 551 11 1976. 8.21 -

이수지구 82 8 1976. 8.21 -

압구정지구 1,151 24 1976. 8.21 1976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

이촌지구 44 8 1976. 8.21 -

원효지구 27 1 1976. 8.21 -

가락지구 111 2 1979.11. 7 -

암사.명일지구 236 2 1979.11. 7 -

아시아선수촌지구 183 1 1983.7. 6 -

계 7,474 183

표 3-15 고밀아파트지구 지정 현황(서울시, 2010: 서울시, 2014 참고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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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파트지구 사업

일단 아파트 지구로 선정이 되면 기존의 필지분할은 무효화되고 대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만이 개발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에 세분된 필지들

이 합쳐져서 커다란 아파트 단지를 형성하게 되었고, 16개의 슈퍼블록으로 합

필이 되었다. 

그런데 영동지구 기본계획상의 필지 규모와 형태는 저밀지구와 고밀지구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기본계획에서는 평균 45,500㎡로 계획되었으나, 공공에 의

해 주로 개발된 저밀아파트지구는 개별 단지의 필지 규모가 대형화되었고 민간

개발사들에 의해 개발된 고밀아파트지구는 소규모 단지로 개발되었다. 

영동지구

기본계획

평균 대지면적 45,500㎡

주구의 크기 284,821~ 

778,734

기본계획

재정비

(고시안)

-저밀지구 (좌측)

평균 대지면적 90,604㎡

평균세대수 1,808세대

세대밀도 157호/ha

-고밀지구(우측) 

평균 대지면적 19,251㎡

평균세대수 346세대

세대밀도 193 호/ha

표 3-16 영동아파트지구 기본계획상의 필지규모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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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아파트지구 사업은 미국의 PUD12)와 근린주구의 개념을 도입한 대단

위 공동주택 건설을 통해 일정 수준의 주거환경과 주민편익시설의 확보, 대량

의 주택공급을 목표하였는데 저밀도지구는 분양면적 10평대 위주의 소형주택을 

AID 차관으로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반면 고밀도지구는 중대형 평형위주의 

민간개발에 거의 의존한 것이 특징이다(김진희, 2011). 

한편 현대건설이 서울시가 한강변에 조성한 택지를 사들여 중산층을 위한 중

대형 평형의 대단지 고층아파트(40동 3000세대, 최대 15층)를 건설하기 시작한 

이후 여타 민간건설업체들 역시 소지주들의 환지받은 토지를 구입 합병하여 대

규모 택지를 확보함으로써 압구정 아파트지구 외 잠원지구, 대치동, 방배지구 

등 민간건설업체의 고층 아파트단지 건설 사업은 본격화 되었다(손정목, 1995; 

박인석외, 1997, 이상헌, 2012). 

3.2.2. ‘아파트지구’ 지정의 중단 

1980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아파트지구’ 의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규

모 아파트 개발을 위한 별도의 지구 지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배경은 

영동지구 개발을 통해 성장한 민간건설사들이 스스로 대규모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당시 주택 200만호 정책에 의한 신도시 

개발이 이미 대단위 아파트단지 개발을 전제로 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있다(서울역사박물관, 2015). 또 당초 단독주택 위주의 건설 경향을 탈피

하기 위해 추진되었지만 점차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투자

가치도 높은 주거형태가 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아파트지구 지정의 불필요

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도 지구 지정 중단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PUD(Planned Unit Development)：계획단위개발은 토지이용규제 대상단위를 개별 필지나 기

존의 지구가 아닌 하나의 계획단위로 파악하여 그 지구 내에서 벽면선후퇴(Setback), 고도제한 

등의 입지규제나 토지이용의 혼합 등과 같은 토지이용규제에 있어 훨씬 많은 유연성을 부여함

으로써 대단위 토지개발을 촉진하려는 토지이용규제수법의 하나로, 대상지 전체를 일체적이고 

유기적으로 계획설계하여 개발한다는 개념이다.(권영덕외,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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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아파트지구’ 지정에 의한 집중적인 아파트 공급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짐에 따라 정부는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하면서 부

칙에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삭제하였고, 같은 해 11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령’을 ‘주택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상의 아파

트지구도 삭제하게 된다. 

현재 아파트지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주택법’ 부칙, ‘서울시 아

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와 같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유지·

관리 되고 있다.13) 그런데 이를 다시 검토하면 관계법령에서 ‘아파트지구’가 삭

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례

로 정비계획의 변경 없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대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13) 2002년 12월 30일 ‘도정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5조(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

조치)에서는 ‘주촉법’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국계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은 ‘도정법’에 의한 주택건축구역으로 보며, 아파트지구개

발기본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신설함. 2003년 5월 29일 ‘주촉법’에서「주택법」

으로 개정되면서는 부칙 제9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도시계

획법에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개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를 마련함. 

그림 3-6 아파트지구의 제도화와 경과(서울시, 2014,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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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주택법’ 부칙 제9조의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되므로 ‘아파트지구’의 삭제 이후에도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은 여전히 재

건축사업의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상위계획으로 현재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 서울시의 ‘아파트지구’ 실행 과정 

3.3.1. ‘아파트지구’ 적용과 기본계획의 수립 

(1)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

영동지구는 1966년 12월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로 결정되었으며, 한남대

교와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로 구체화 되었다(손정목, 1988, 10-11쪽). 영동지구

는 영동1지구와 영동2지구로 나뉘는데 영동1지구는 1968년에, 2지구는 1971년

에 각각 사업시행 허가가 이루어졌다(서울특별시, 1990, 서울토지구획정리백서, 

1190쪽).

영동지구 개발은 1970년 11월 양택식 서울시장이 발표한 남서울개발계획에 

의해 윤곽이 잡혔다. 남서울개발계획은 영동지역에 인구 60만 명이 거주할 신

시가지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영동 제2지구를 중심으로 상공부를 비롯한 산

하기관 이전 추진, 남서울의 중심으로 이상적이고 현대적인 신시가지 본격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논현동 공무원아파트, 청담지구 차관

아파트 등의 거점을 우선 개발하였으나, 당시만 해도 생활의 근거지였던 강북

도심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나빴고 생활인프라 시설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

지 않아 인구유입에 있어 큰 효과는 볼 수 없었다(서울연구원, 2016).

서울시는 영동지구 개발촉진을 위해 강북개발억제와 강남개발촉진책을 동시

에 추진했다. 강북개발억제책으로는 도심지 내 신규건축 금지(1970년), 강북전

역에 백화점 및 유흥환경 위생업소 신규허가 불허 및 시장허가 조건 강화(1972

년), 강북지역 학교 신설과 확장 불허(1974년), 강북지역 대중목욕탕 및 주요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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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지(1976년), 강북지역 아파트 신축금지(1977년) 등을 실시하였다(서울연구

원, 2106, 80쪽). 이와 함께 제시된 영동개발촉진방안은 1970년대 번영과 근대

화의 표상으로 선진국 수준의 신시가지를 영동지구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

았고, 이를 위해 선진 수준의 공공시설 확보와 시가지 전역의 계획녹화, 무공해

와 화재 없는 이상적인 주택 건설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서울연구원, 2106, 

81쪽). 또 1970년대 후반에는 영동지구의 인구유입 촉진을 위해 중상층의 관심

을 끌 수 있는 현대적인 편익시설을 갖춘 대단위 아파트건설과 명문 고등학교 

이전 배치도 추진하였다(한종수외, 2016). 

1차로 영동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지구’를 지정한 서울시는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수립배경에 대해 권

영덕(서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제성장으로 도시 선진화와 현대화에 대한 요

구,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중산층을 유입하기 위한 

현대적 주거단지 개발계획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영동아파트지

구종합개발계획에서는 선진도시 구현의 일환으로 신도시건설계획 수준의 중심

시설계획과 공원녹지계획, 공급처리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음도 밝혔다(권

영덕 인터뷰).

1976년 11월 서울시는 영동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천일기술단 김익진에

게 의뢰하였다(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40주년 역사서 발간위원회, 2015, 156

쪽). 영동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잠실지구 계획을 통해 이미 검증받은 근린주구이

론을 기반으로 밀도체계, 토지 이용 계획의 핵심 방향을 결정하였는데 근린주

구이론이 영동지구에 다시 도입된 배경에는 기존의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을 보완하면서, 강남의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인 주거환경으로 조성하려는 의

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서울특별시, 1990, 620쪽; 윤은정외, 2009). 

영동지구 개발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이미 준공된 반포저밀지구를 제외한 

반포 고밀지구, 서초지구, 압구정지구, 청담·도곡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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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획의 전제, 계획 배경, 기본계획으로 구성되었고 계획의 전제에서는 계획

의 필요성, 중요성, 계획 목표, 영동 아파트지구의 미래상이 제시되었다. 

영동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강남지역 개발을 추진했으

나 영동지구의 단지 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구 개

발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강조하였고, 서울시의 제한된 토지공간을 효

율적으로 개발하고 다양한 생활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주거환경을 조성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중요성을 설명

하였다. 또 계획 목표는 표1과 같이 효율적인 공간구성의 창출, 생활환경 개선, 

사업계획의 합리화로 설정하였다. 특히 효율적인 공간구성을 위한 세부목표로는 

토지이용 고도화, 오픈 스페이스 보존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근린주구의 

정립, 효율적 공간이용, 생활환경 보호, 미적 요소 부여가 세부 목표로 제시되었

다. 사업계획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아파트지구 건설, 공공의 선제적 개

발로 민간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림 3-7 영동 아파트지구 기본계획도 

(서울특별시, 1976 )

그림 3-8 영동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공간 위계 구성(서울시, 1976,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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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계획

목표

효율적인 공간 구성의 창출 토지이용 고도화, 오픈 스페이스 보존

생활 환경 개선 
근린주구의 정립, 효율적 공간이용, 

생활환경 보호, 미적 요소 부여 

사업계획의 합리화 
조속한 아파트지구 건설, 공공의 선제적 개발로 민간개발자를 

적극적으로 유도 

계획

개념

근린주구체계 확립을 통하여 

효율적인 공간 구성
토지이용의 고도화, 동선 및 공간녹지계통의 합리화, 도시미관 조성

근린주구체계 확립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충분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공공시설 및 공급처리체계의 효율성 

제고, 환경 보호 

미

래

상

생활공간의 입체화 -단순 고층, 고밀화가 아닌 입체화를 통한 효율적인 공간구성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보행자 전용도로 

-중심시설의 합리적 배치 

-근린공원 및 아동공원 

충분한 공간녹지의 확보 

-한강과 접한 자연적 공간 조성 

-계획배치 공간 : 건폐율 약20%로서 각 건물 사이에 여유있는 

오픈 스페이스

-자연적 공간과 계획배치 공간의 조화를 통하여 단지 내에 

생동감을 주어 종래의 아파트 지구에 대한 이미지 쇄신

영동의 특성을 주는 

랜드마크

-신규 주거지 상징 요소 : 30m 폭원의 신건설 도로, 고층 건물 

집단, 스카이 라인 등 

보도권의 체계화
-근린주구 단위로 계획함에 있어서 일상생활동선은 몰로 연결되어 

도보권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표 3-17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계획 목표와 개념, 미래상

자료 : 서울시, 1976 내용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한편, 영동 아파트지구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다섯 가지의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공간의 입체화이다.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고층화와 고밀화를 

추구하지만 단순히 고밀된 주거군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중심시설의 합리적 배치, 근린공원 및 아동공원을 배치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자연적 공간과 계획배치 공간의 조화로 단지 내에 

생동감을 주고, 종래의 아파트 지구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도록 충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도록 제시하였다. 넷째, 영동지역이 새로운 주거지임을 드러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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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30m 폭원의 새로운 도로, 고층의 건물군, 스카이라인 등과 같은 상징요소

들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보도권을 근린주구 단위로 체계화하고 일상생활 

동선이 몰로 연결되어 도보권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은 주구별 아파트지구기본계획 수립과 단지별 사

업을 전제로 개별 주구 혹은 단지들이 적용해야 하는 지침들을 제시하였고, 지

침 내용은 주로 주구별 세부계획에 상세하게 실려 있다. 세부 블록별 계획에서

는 주구 단위의 층수, 건축면적, 건폐율, 건축연면적, 용적율의 기본 목표치를 

제시하였는데 목표치는 계획에서 설정한 인구수를 기반으로 산정되었다(그림3). 

또한 사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초기에는 저밀도 주거지를 전제로 제자리 환지 및 공공시설 계획이 이루어졌으

나 아파트지구의 지정으로 주거밀도와 주거형태가 달라진 이유로 재환지 계획

이 이루어졌다. 

1-2 블럭

(현반포래미안)

그림 3-9 블록별 계획안과 주요 내용 설정 방식(서울시, 1976,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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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환지계획 재환지 계획

그림 3-10 아파트지구 환지계획(서울시, 1976, 96쪽)

(2)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의 수립 

영동지구아파트개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지구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

다. 1977년 반포 고밀, 청담‧도곡, 서초, 압구정 지구에 최초로 아파트지구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승인되었다. 잠실저밀과 고밀지구는 1년 뒤인 1978년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고, 반포저밀지구는 2002년도에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최

종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 

지구별 개발기본계획은 지구의 현황, 종합개념도, 토지이용계획도, 가로망계

획도, 건축규제계획, 중심시설 건축계획, 공급처리 시설계획, 기존건축물 처리계

획, 개발사업의 시행계획, 기타의 순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구의 현황은 지구명, 위치, 면적, 주구구분, 사업의 근거, 지형 및 주변현

황, 도시계획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주변지역을 포함한 현황도를 작성하

고 대상지의 위치를 지도에 표현하였다. 

종합개념도에는 주구분할계획,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공원녹지계획이 다루

어야 하는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획구상도의 작성으로 지구개발계획의 

목표 및 종합적이고 개략적인 상황과 그 상호관계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계획

구상도는 그림 3-6과 3-7과 같이 공간을 구성하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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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영동1주구(반포고밀) 종

합개념도 공간구성 다이어그램(서

울시, 1986, 4쪽)

그림 3-12 영동2주구(압구정) 

종합개념도 공간구성 다이어그램

(서울시, 1991, 2쪽)

지구 내의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용도별 면적 및 구성 비율, 도시계획시설, 공

원, 녹지시설, 세대밀도가 전체 주구에 대한 총괄표와 함께 주구별로 제시된다. 

가로망 계획도는 도로계획과 주차장, 기존 도로 현황으로 구성되며 도로 유형, 

폭원, 기능, 기점-종점, 사용형태를 표시한다. 건축규제계획은 용지별 용도, 건

축선의 지정, 건폐율, 주택용지 용적률, 세대밀도, 건축물의 높이, 공동주택과 

이격거리, 주택단지안의 녹지 확보,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이 제시되었다. 중심시

설건축계획은 적용범위, 지구중심, 분구중심, 주구중심 건축계획으로 구성되고 

획지의 면적, 용도, 층수, 건폐율, 이격거리, 대지최소면적 등이 명시되었다. 공

급처리시설 계획도에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의 간선, 난방시설의 

설치방법 및 간선(지역난방에 한함), 오물처리시설, 공동구에 대한 내용이 제시

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는 공공투자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주구별 시행계획 등이 포함되었다. 

토지이용계획도

표 3-10 영동아파트 1지구(반포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서울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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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망계획도

주구중심의 

건축계획

개발사업의 

시행계획

표 3-11 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서울시,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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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1주구(반포고밀지구)(서울시,1977)

영동2주구(압구정지구)(서울시,1977)

영동3주구(서초고밀지구) 기본계

획(시정개발연구원,1995,100쪽)

영동4주구(청담도곡지구) 기본계

획(시정개발연구원,1995, 102쪽)

표 3-12 주요 지구별 개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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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의 재정비 

(1) 재정비 배경과 과정 

① 저밀도아파트 재건축 개발 압력 증가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도시계획용도지구 중 하나인 ‘아파트지구’에 속하고, 아

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상에서 저밀도로 지정된 ‘아파트지구’를 가리킨다. 아파트

지구는 대개 몇 개의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아

파트단지는 5개 층 이하의 아파트만 입지 할 수 있도록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

획에 의해 지정되어 있고, 평균 개발용적률이 93%로 토지이용도가 다른 아파

트지구보다 매우 낮은 특징을 갖는다. 

저밀도 아파트지구 대상지는 잠실, 반포, 청담, 도곡, 암사, 화곡지구 총 6개 

지구로 구분되며 약 5만 세대에 이른다. 이 중 강남 중심지 주변에 4만세대가 

집중 분포하고 있고, 분양면적은 대부분 전용면적 40㎡내외의 소형평형 위주로 

공공기관이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이나 도시 내 중간층을 위한 서민

주택공급 차원에서 건설하였다(권영덕외, 2008). 

그러나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아파트들은 지은 지 20여년을 넘어가면서 연탄

사용에 의한 주요 관의 부식, 벽체의 균열, 누수 등 주택관리 상의 문제가 발생

하였고, 1980년대 건설기술의 발전으로 상계동, 목동 등 대단위 주택단지와 신

도시 등에 고층아파트가 대량 건설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거지로 여겨지

게 되었다. 또 급격한 소득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저밀도 아파트지

구는 소형평형으로 개발되어 변화된 생활수준과 양식에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

황이었다(권영덕외, 2008; 오동훈외, 2001).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일대의 저밀도 아파트지구들은 재건축

을 할 때 가구수와 평형을 늘리기가 유리해 시세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에서 

1993년 2월 20년이 안된 아파트라도 재해방지가 필요하거나 도시미관 저해가 

우려될 때 또 연탄난방방식이거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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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주택은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 아파트들의 입주민들은 주민의식을 수렴하는 등 재건축에 적극 나서게 되

었다. 

② 아파트지구 재정비 기준 마련 

1993년 9월 10일 저밀도 아파트지구 주민들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재

건축 청원이 채택되면서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새로운 관리방안이 모색되기 시

작하였다(최근희, 2004, 142쪽). 뿐만 아니라 강남지역에 필요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재건축사업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서울시는 

대규모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재건축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다(윤

혁경 인터뷰). 해당 용역은 특히 재건축을 통한 공간 변화가 파급시킬 효과를 

검토하고 예상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의 적정밀도를 제시하고

자 밀도 체계의 재검토에 역점을 두었다. 

또 서울시는 저밀도 아파트 재정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이와 별도로 주민대표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논의 과

정을 거쳐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관련 기준을 합의했다(윤혁경 인터뷰).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당시 서울시 건축조례상의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400%이지만 사

업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은 300% 이하로 제한하여 여유 있는 생활공간을 만든다

는 취지 아래 270%의 용적률과 인센티브 용적률 15%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1996년 11월 14일 논의를 통하여 합의된 재정비 기준(표5)을 발표한 서울시

는 아파트지구별로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주택단지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1997

년 각 지구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상공모를 실시하였다. 1997년 5월부터 

1998년 3월까지 현상공모를 통해 5개 저밀도지구 개발안의 구상이 마련되었고 

이후 관계부서의 검토, 관련규정의 적용,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와 전문가 자문

을 반영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안)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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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표한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안)은 1996년 11월 주민

합의과정을 거쳐 나온 재건축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용적률이나 소형평형 확

보 기준, 세대밀도, 인센티브 적용 등도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건폐율을 일

반적 기준인 30% 이하에서 25% 이하로 정해 개방적 경관을 확보한 것과 상자 

모양의 아파트가 천편일률적으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의 입면적을 제

한하였다. 이후 서울시는 1999년 7월에 발표된 기본계획(안)을 1개월간 주민에

게 공람·공고하였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또한 1996년 주민합의 발표 당

시 건설경기의 과열로 개발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입장이 1999년 계획

(안)의 발표 시점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재건축 사업의 조기 착수로 변화되면서 

이후 전세난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다시 단계적 추진방안이 거론

되기도 하였다. 

그림 3-13 저밀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변경 추진절차(서울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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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협의 전

합의 결과
서울시(안) 주민주장

용적률 270% 300-400% 270%+15%(인센티브)

높이제한 평균 12층
20-30층

(높이제한 폐지)
경관심의 기준 적용

평형제한
18평 이하를 

기존 세대수만큼 확보
일반기준 적용

일반기준 적용
(합의 당시 30%)

세대밀도 375세대/ha 폐지
일반기준 적용

(200-400세대/ha)

공공시설
공공용지 25%확보

(도로 15%, 공원 5%, 
학교5%)

공공시설에 대한 
시에서의 투자

관계법령 기준에 따라 
주민이 확보, 교통영향평가 등의 

결과에 따름

표 3-13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정비 합의 결과(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구분 내용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70%+15%(인센티브)

-인센티브 내용: 소형평형 15%/공공용지확보 10%

건축물의 높이 및 
경관

‘서울시공동주택건축심의규칙’에 따름
-단 화곡지구는 공항고도제한 기준에 따름

건축한계선과 
주거환경

간선도로변에 폭 10m 떨어진 곳에 건축한계선 지정
녹지율을 공원면적 외외에 대지면적의 30% 이상 확보

소형평형(전용 60㎡ 
이하, 25평형)

건립세대수의 30% 이상

공공시설

도로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간선도로율 5.4%-9.1%로 증가

공원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반영

-주구당(3,000세대)까지 10,000㎡ 이상 확보
-주구당 3,000세대 이상 3,000세대 초과 세대당 2㎡씩 추가확보

학교신
설

교육청 협의 결과 반영
-초등학교 4개소(잠실2, 화곡1, 암사·명일1)

-고등학교 1개소(잠실1)

공용청
사

-동사무소 1개소 신설: 청담·도곡지구
-기존의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등의 위치 및 면적 

조정(한강홍수통제소, 강동교육청은 존치)

중심시설
(상가, 종교, 의료, 

업무시설 등)

-주구면적의 2.5% 이상 확보
-기존의 중심시설의 2.5% 이상일 때 기존시설 수용

표 3-14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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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밀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① 개발 방향

서울시는 현상공모 당시 참여자격을 도시계획기술사와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

는 엔지니어링 업체와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적 계획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제한

하였다(서울시, 2000, 화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3쪽). 당시 건설기술공모의 

목적 및 계획범위(표6)를 보면 서울시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평면적인 

토지이용 계획과 더불어 건축적인 검토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제시

하고자 초기 단계부터 기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모 결과, 잠실과 암사·

명일지구는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화곡지구는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

구분 주요 내용 

추진 배경 및 

목적

·기존 아파트지구 내 저층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시행에 대비하여 광역적 도시관리 

차원에서 개발밀도, 교통, 환경, 경관, 공공시설 등의 재건축 기준을 검토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의 개발 유도 

계획 범위 

· 건설기술공모 계획범위 

    : 기초조사분석 

    : 기본구상 / 공간체계, 토지이용, 교통처리, 공급처리시설과 도시경관, 주택 

및 공공시설의 배분, 배치, 규모 등에 대한 구상안 작성과 타당성 검토  

· 기본계획용역 계획범위

: 토지이용, 도시경관, 주택 및 공공시설의 배분, 배치, 규모 등과 교통, 

공급처리시설, 공원녹지, 운영관리 등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수립 

공모 지침 내용 

·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효율화 ·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 도시경관의 제고 · 근린주구체계의 확립

· 동선, 녹지, 공공시설, 공급처리체계의 효율성과 극대화 

· 일조, 통풍, 사생활권보호, 공해방지 등을 고려한 생활환경의 향상

· 환경친화적 계획 요소의 도입 

· 기본구상은 처음부터 교통,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수립

자료 :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보고서, 청담, 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보고서, 

화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보고서, 암사, 명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보고서

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표 3-15 건설기술공모의 목적 및 계획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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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 청담·도곡지구는 하우드엔지니어링과 두산엔지니어링이 당선되었다. 반포

지구는 건축규제 계획 중 규모별 공급비율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5개 저밀지

구 중 유일하게 기본계획 확정이 지연되었다(오동훈, 박병길, 2001).

그림 3-14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재정비 대상(반포는 재정비계획이 수립되지 못하였음) 

② 주요 내용 

저밀아파트지구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보고서는 각 지구별로 구성과 내용이 

지구의 특성에 맞게 수립되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개발기본계획 변경 절차 추

진을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개발기본계획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개

요, 개발여건분석, 기본계획안 제시, 개발기본계획안 조정, 개발기본계획 확정 

순으로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개요에서는 추진배경과 목적, 개발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추진되는 과정을 설

명한다. 개발여건 분석에서는 토지이용, 교통, 자연환경, 주변 환경과 같은 물리

적 여건과 관련법규와 계획을 포함한 인문 여건을 분석한다. 개발기본구상안에

서는 건설기술공모 당선안을 설명하고 개발기본계획안에서는 기존구상안을 바

탕으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를 받은 내용들을 반영하여 

재수립한 내용들을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람공고안의 작성 후 최종 개발

기본계획안은 조정자문위원회의 조정과정을 통해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각 지구의 기본계획변경안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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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존의 노후되고 폐쇄적인 슈퍼블럭 단지를 새로운 도시구조로 재편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시 사회 제도적 여건 및 주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골격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세부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단일용도 

지구제인 아파트지구로의 단순개발방식보다 성장하는 도시기능을 담당할 새로

운 복합용도개발을 통해 활력 있는 지구로 조성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를 위해 

영동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세부목표로 설정하고 생활권 및 역세권 기능보강 등

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단지내부 주거군과 시장, 근린

생활시설 용도에 대한 처리방안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입체적인 새

로운 단지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단위사업주체간의 도시계획

적, 건축적 조화를 도모하고 정합성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본계획변경안

의 세부 계획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환경친화적인 단지 조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하 주차 공간 비율이 확대되면서 지상부에 확보 가능한 녹지 공간이 증가하

고, 보차분리형의 아파트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된 점이다. 

한편 기본계획변경안은 아파트지구 개발 시 공공공시설용지 제공을 통해 공

공기여 요소의 설치를 촉진시켰고 주거환경개선성을 위한 수단으로 용적률보상

제(인센티브)를 운용하였다. 잠실지구 재정비계획안은 인센티브 운영목적을 보

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종합적, 일체적 단지계획 실현 및 자발적, 능동적 

공공시설 제공과 기부채납 유도, 지구환경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한다고 밝혔

다. 

또 인센티브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제적 지침과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유도적 지침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규제적 지침은 규제의 실

효성을 부여하기 위해 심의나 허가 단계 시에 이를 평가하는 단계를 마련하였

고, 유도적 지침은 권장사항으로 설정하여 개별 단지 계획 반영 시에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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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최종공고안 

표 3-16 잠실 저밀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서울특별시, 2000)

현상공모 당선안 실무위원회 최종공고안 

표 3-17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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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1)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의 제시

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사회여건 변화와 주택공급 측면에서 ‘아파트지구’

라는 용도지구를 별도로 구분하여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없어짐

에 따라 ‘아파트지구’라는 용도지구는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령’에서 2003년 삭제되었다.(서울시, 2014, 3쪽) 이후 아파트지구는 ‘도

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주택법’ 부칙, ‘서울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

립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유지, 관리 되어왔다. 

근거 규정은 삭제되었지만 기존에 지정된 지구의 재건축 수요가 높아짐에 따

라 현재의 주거지 용적률 체계와 상이한 밀도체계, 체비지, 미집행 도시계획 시

설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근

거규정이 사라져 관련법 부칙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방

향설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논의 결과로 ‘서울시 아파트지구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 정비계획 체계로 전환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을 아파트지

구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지구의 관리방안은 첫째, 기존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 없이 시행하는 경우, 둘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계획으로 변경

하여 시행하는 경우, 셋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른 지

구단위계획 수립 후 시행하는 경우 3가지 방안으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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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으로 사업 시행

‘주택법’ 부칙 제 9조의 규정 적용

: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사업시행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시행

정비계획 변경 후

사업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조의 규정 적용

: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 적용하여 정비계획 변경 후 사업시행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 아파트지구는 폐지 또는 제척

표 3-18 아파트지구의 관리방안(서울특별시, 2014 내용 재정리)

특히 정비계획 변경 없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

우 주택법 부칙 제9조의 “종전규정에 따른다”라는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며, 지

역 및 사회여건의 변화로 더 이상 아파트지구로 관리하는 것 보다 도시관리계획 체

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

획을 수립하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의 세부내용은 지구 내 공간을 주택용지, 중심시설

용지, 개발 잔여지, 기반시설 유형으로 구분하고 공간별로 핵심 이슈 중심의 관

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용지에서는 반포 저밀아파트지구의 1, 2, 

4주구와 같은 통합개발 추진 단지들의 관리방안 설정이 핵심 이슈가 되었다. 

중심시설용지에서는 지구중심의 반포쇼핑, 뉴코아아울렛 등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용도지역 허용용도를 초과하는 판매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이 이슈가 되었

다. 반포지구의 개발 잔여지와 관련해서는 고밀지구에 다수 존재하는 소규모 

필지에 대한 관리방안 설정의 필요성을 지적되었고, 기반시설 유형에서는 미집

행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3개소의 현황과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지정된 한신상

가의 별도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은 정비계획 변경 시 주택용지는 ‘주택

법’을 기준으로 용도를 관리하고 높이는 한강변 관리기준을 준용하며 건폐율은 

50% 이하, 공공기여는 15%를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중심시설 용지의 경우 내

부 시설은 기존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기준을 유지하되, 반포 고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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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지구의 지구중심은 역세권 및 일반상업지역 인접지역으로 도시관리체계 상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아파트지

구 제척)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경

우 주민제안 시 일반도시계획시설 변경 기준을 준용하며,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주거환경 저해용도의 입지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반포아파트지구 현안사항

반포아파트지구 관리방안 

표 3-19 반포 아파트지구 현안사항 및 관리방안 설정(서울시, 2014, 237,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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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관리 

개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 된 ‘아파트지구’는 재건축 과정에서 개별사업단위 

로 정비계획이 변경될 때 전체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진다. 이 경우 개별 

단지 중심의 정비계획 수립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확보가 어렵고, 지구 전체의 기

본계획 취지와 기본 방향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서울

시는 ‘아파트지구’를 주거뿐 아니라 교통, 기반시설, 상업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2016년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1차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2017

년에는 반포, 서초, 여의도 지구를 2차로, 2018년에는 잠실지구를 후속 사업으

로 선정하였다. 이 중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1976년 현대 1~3차 아파트 준공을 

시작으로 강남권 민영아파트 개발을 선도한 서울의 대표적인 대규모 아파트단

지 중 하나로 현재 약 115만㎡에 걸쳐 24개 단지 1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하나의 블록에 학교·교회·병원·시장·극장·도서관 등 생활

편의시설을 갖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린주구이론에 기반 

해 계획됐지만, 이 때문에 주변지역과 공간적으로 단절되고 도심과 한강변 사이

에 장벽을 형성하는 등 도시공간의 유기적 연계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

었다. 또 지은 지 30~40년 이상 경과하면서 건물의 노후화, 주차 문제, 주변지

역 교통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생활편의 측면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재건

축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서울시 정책아카이브, 2016).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차원에서의 공간 구조를 재구성하는 것과, 내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 차원에서는 복합활

동거점 조성을 통한 강남 도심과 압구정을 연결하는 부도심축 강화, 반포와 잠

실을 연계하는 수변 공공문화 벨트 조성, 남북가로변 커뮤니티시설 배치로 한

강 접근로 강화의 목표가 제안되었다. 주거 공간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공

공간 확보 및 가로친화형 기능배치를 통해 주변지역과 소통 및 연계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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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심시설 용지의 가로변 재배치, 압구정역 역세권 기능 강화, 수

변부 공공공간의 적극적 도입,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주민 맞춤형 정비계

획 수립 등을 유도하는데, 특히 주거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

제 재정비가 추진될 경우 일률적인 판상형 아파트를 양산하는 방식을 벗어나 

현상설계 등을 거쳐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주거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또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초기단계

에서 지구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개발 완료시 세대수 증가

에 따른 도로 신설, 도로폭‧선형 변경 등을 통해 교통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계

획도 밝히고 있다(서울시 정책아카이브, 2016).

압구정 아파트지구 현안사항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

표3-20 압구정아파트지구 현안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안)(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 2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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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량의 아파트 공급방식을 선택하였

지만 기존의 택지개발 제도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는 대단위 택지를 즉각적으

로 대량 공급하기 어려웠다. 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아파트 건설을 위

한 두 가지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집단체비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를 통해 집단택지 확보가 가능해졌

고, 이후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정책이 기존의 단독주택 중심의 공급 방식에서 

대단위 단지 단위의 아파트중심의 공급방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는 아파트 개발을 의무화할 수 있는 ‘아파트지구’의 지정이었다. 주택

개발촉진법 제20조는 아파트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1979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이 규정은 1991년 ‘주

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될 때까지 단지계획과 관련된 유일한 제

도였다. 기존의 지역지구제가 개별 건축물의 행위를 규제하였다면 아파트지구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통해 지구개발계획도서에 건축

규제 계획과 주구 및 지구중심 계획도를 의무 계획 내용으로 명시하여 마스터

플랜 수준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규정에서는 지구 차원의 공간이 

달성해야 하는 계획 원칙, 구획 결정 및 건축기준, 구획도로의 설치기준, 공동

주택의 배치계획, 생활편의시설의 시설설치기준 등 기반시설계획에서부터 대지

에 들어서는 건물 형태, 규모 등 건축계획 차원까지 다루었다. 

‘아파트지구’제도를 가장 먼저 적용한 자치단체는 서울시였다. 서울시가 ‘아

파트지구’를 실행하는 과정은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의 재정비, 도시관리계

획의 재정비로 구분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강북도심과의 접근성 저하와 생활인

프라 시설의 미비로 인구유입이 부진한 영동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영동지

구를 ‘아파트지구’로 지정하고 중산층을 유입하기 위한 현대적 주거단지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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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이미 준공된 반포저밀지구를 제외한 반포 고밀지구, 

서초지구, 압구정지구, 청담·도곡지구이며, 효율적인 공간구성의 창출, 생활환경 

개선, 사업계획의 합리화를 계획 목표로 하였다. 기본계획은 계획의 기본방향, 

접근방법, 인구계획, 주구계획, 중심시설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급처리 

시설계획, 건축계획, 주구별 세부계획, 환지계획, 개발방안으로 구성되었고 특히 

각 지구별 기본계획수립에 적용해야 하는 지침들을 제시하였다. 

이후,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등

장하면서 아파트지구는 더 이상 지정되지 않았으나, 서울시는 대규모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서울시

정개발연구원에 재건축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향후 예상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의 적정밀도를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밀도 

체계의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이후 서울시는 저밀도 아파트 재정비 기준을 마

련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이와 별도로 주민대표와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기준

을 합의할 수 있었다. 

4개 지구의 기본계획변경안은 기존의 노후되고 폐쇄적인 슈퍼 블럭 단지를 

새로운 도시구조로 재편하고, 단일용도 지구제인 아파트지구로의 단순개발방식

보다 복합용도개발을 통해 활력 있는 지구를 조성할 것을 유도하였고 단지 내

부 주거군과 시장,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대한 처리방안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를 도모하는 입체적인 새로운 단지의 재구성도 목표로 하였다. 특히 변경된 기

본계획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아파트지구 개발 시 공공시설용지 제공을 통해 공

공기여 요소의 설치를 촉진시키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용적률보상제

(인센티브)를 제시한 점이다. 

2003년 ‘아파트지구’라는 용도지구가 모법에서 삭제된 후 서울시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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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주거뿐 아니라 교통, 기반시설, 상업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관리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16년 압구

정 아파트지구를 1차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2017년에는 반포, 서초, 여의

도 지구를 2차로, 2018년에는 잠실지구를 후속 사업으로 선정하여 현재 압구

정, 반포, 서초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열람공고한 상황이다. 

이상의 서울시의 ‘아파트지구’ 실행과 적용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서울시는 시기별로 아파트지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

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수단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개발 시대 양적

주거 확장을 위한 민간의 아파트단지 개발 가이드라인이었던 ‘아파트지구’ 제도

와 계획이 재건축 요구에 직면하자 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지역에 미치게 될 영

향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실행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체계로 전

환이 검토되고 있는 현재는 용적률과 층수를 통한 주거지 밀도 체계를 확립하

고 밀도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한 생활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 

그림 3-15 서울시 ‘아파트지구’ 적용과 실행 과정 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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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70년대 대규모 주거지계획 사례 특성

4.1. 사례의 개요 

4.1.1. 주거지계획 분석 사례 

(1) 마포아파트단지(‘61)

1960년대는 4.19이후 군사정권에 의해 본격적인 국토개발이 착수되었고, 빈

곤타파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업부흥에 주력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도시로 집중되는 인구의 수용을 위한 새로운 개발의 요구가 발생하였다. 

마포 아파트단지는 1962년 종래의 주택영단이 대한주택공사라는 새로운 사

업조직으로 변신한 후 수행한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의 첫 대상이었다. 대도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의 혜택을 주자는 정부의 구호 정책의 산물이기도 한 마포

아파트단지는 당시 마포형무소 농장부지였던 14,141평을 주택공사가 서울시로

부터 매입하여 6층 아파트 10개동 642호를 건설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

초의 아파트단지 건설사례이다. 마포아파트단지 이후 우리나라의 아파트 건설은 

본격화되었고, 넓은 대지에 고층의 주거와 공공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전형적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인식도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마포아파트단지(1961)에서 적용한 계획 항목들은 사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항

목들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관련 연구들과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에서 발

간한 자료 등을 통해 개별 주거동의 계획안에 집중하였다는 것 정도만을 확인

할 수 있다. 

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총세대수

463.5 5,056.2 31,206.6

11% 67% 642세대

140.2 평 1,529.5평 9,440.0평

표4-31 마포아파트단지 현황(진유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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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서울아파트단지(‘71)

서울시는 한강 침수 피해에 대비하고 한강연안의 도로 건설 및 하천부지를 

육지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강개발3개년계획과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

하였다. 대한주택공사는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통해 조성된 

택지를 일괄 매입하여 강남 최초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남서울아파트단지14)

를 건설하였는데 남서울아파트단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영동지역이 

개발되기 이전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지정되어 대단위 주택건설이 이루

어질 수 있었다.

남서울아파트 단지계획안(1971)은 공사 진행단계를 위한 종합조치계획을 수

립하였고, 시설물배치계획은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외부공간, 단지 내 도로

와 노선상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수립하였으며, 공동구 설치, 하수도, 전기수

도계획과 같은 공급처리시설계획은 전체 단지 차원에서 수립하였다. 이는 대단

위 주거지 계획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 시점에 대한주택공사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지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초기에 어떤 노력을 하였

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대지면적

(㎡)

주택용지

(㎡)

상가시설

(㎡)

공공시설

(㎡)

공원/녹지

(㎡)

도로

(㎡)

학교

(㎡)

563,670 285,640 25,470 9,551 30,804 173,662 38,543

표4-32 반포주공아파트단지 현황(대한주택공사, 1990)

(3) 여의도시범단지(`71) 

1916년부터 비행장으로 사용되었던 여의도는 ‘한강개발3개년계획(1967)’에 

의해 여의도 신시가지로 개발이 추진되었다. 개발을 위해 1967년 건축가 김수

근이 대표인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의해 종합계획이 수립된 바 있으나 구

상에 그쳤고, 1971년 ㈜도시및지역개발연구소에 의해 「여의도종합개발계획」

14) 남서울아파트단지는 현재 구반포아파트로 단지 명칭이 변경되었다(서울역사박물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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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수립되었다(서울역사박물관, 유물번호, 135). 

여의도종합개발계획(1971)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개

발계획으로 구성되었고, 토지이용계획을 상업업무지구계획, 주거지구계획, 공원

녹지계획, 공간밀도계획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개별 용지의 구상안을 제시하였

다. 당시 여의도 개발을 통해 시민아파트 및 지하철 건설재원을 마련해야 했던 

서울시는 주택공사가 건설한 한강 아파트의 인기에 편승해 여의도 시범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였으며, 중산층 아파트 단지라는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최초로 12-13층 편복도 고층 아파트를 채택함으로써(권용국, 2009) 우리

나라 고층 아파트 단지의 시작점이 되었다. 

총면적

(ha)

주거

(ha)

상업지구(ha)

학교

(ha)

공원녹지(ha)

도로

(ha)

기타(ha)

상업

업무

국회

의사당
시청

유보

녹지
광장

종합

병원

공급

처리

시설

288,2 63 57 33.1 5 10.8 2.1 39.9 65.7 6.6 5

100
%

21.9
%

19.8
%

11.5
%

1.7
%

3.7
%

0.7
%

13.8
%

22.8
%

2.3
%

1.7
%

표4-33 여의도지구 토지이용 현황(서울시 한강사업소, 1971)

(4) 잠실단지(`74) 

잠실지구는 서울시가 1970년대 초 강남개발의 일환으로 잠실지구 공유수면

을 매립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일부를 주택공사가 매수하여 

1975년에서 1978년까지 약 4년 동안 약 1,000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건설

하였다(강인호,2000). 1973년 수립된 종합계획에서 잠실지구는 반경 500-800m

의 근린주구 20개로 구성되었고, 원칙적 근린주구론의 적용, 철저한 녹지체계의 

도입, 다양한 단지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중정형 배치 등 계획기법상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김진희, 2010) 잠실지구 이후 우리나라 주거지 계획에서 

근린주구 이론에 기반한 가구단위 생활권 계획이 일반적 계획원리로 정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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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지구 택지 면적은 개발지 전체 면적의 42.9%로 대부분 50% 이상이었던 

이전 사업지구보다 낮은 비율로 계획되었으나(김진희,2011, 144쪽), 공공용지는 

전체 면적의 41%로 대부분 20~30%이던 이전 사업지구보다 높은 비율로 계획

되었는데 이는 학교,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이전보다 많이 확보한 것에 기

인한다. 

잠실지구는 그림 5-4와 같이 저밀과 고밀지구로 나누어 아파트지구가 지정

되었으며, 1978년에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

획(서울시, 1974)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주구 및 중심지시설계획, 공원녹지

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되었다. 

총면적
(㎡)

총택지
(㎡)

체비지면적(㎡) 공공용지 면적(㎡) 공공용
지율
(%)

감보율
(%)일반 시장 학교 도로 공원 녹지 기타 

11,223
,191

4,812
,932

1,805
,175

-
440
,826

1,662
,681

170
,456

170
,017

2,161
,104

41 52.9

100 42.9 16.1 - 3.9 14.8 1.5 19.3 19.3

표4-34 잠실지구 토지이용 현황(서울시, 1990)

구분 순밀도 용적률 면적 호수 인구수

고밀도 800인/ha 130% 99ha 15,800 79,200

중밀도 600인/ha 100% 146.3ha 17,500 87,000

저밀도 250인/ha 40% 310.1ha 15,500 77,500

계 555.4ha 48,800 244,500

표4-35 잠실지구 밀도 설정(서울시, 1973)

(5)영동아파트지구(`76) 

1976년 12월 서울시는 강북에 집중된 인구의 분산과 주택문제 해결 그리고 쾌

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강남일대를 부도심권으로 개발하는 ‘영동아파트지

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강남일대 아파트지구의 개발을 위한 영동아파트지

구개발기본계획은 서울시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 주도로 추진되었고(손정목, 2003, 

314-316쪽), 1977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계획이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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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1974년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에서 이미 

검증 받은 근린주구이론에 기반 하여 밀도체계, 토지이용 등 계획의 핵심방향

이 결정되었고, 이를 통해 토지이용의 고도화, 동선 및 오프스페이스 확보, 공

공시설 및 공급처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

는 것을 계획의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영동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주구계

획, 중심시설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건축계획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주

구계획에서 근린주구를 형성하는 기본 원칙과 중심시설, 공공시설, 단지가 구성

되는 기본 원칙을 검토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6)과천신도시(`79) 

과천신도시는 도시전체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위계별 가로망 계획, 중심상업지

역, 도시중앙공원 등이 계획되었으며, 주거단지에서는 도시보행자 전용로, 자전

거도로 등 도시 차원의 생활공간 구조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졌다. 

과천신도시의 이러한 계획개념은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공영개발방

식으로 개발된 목동신시가지(83) 상계신시가지(86)를 거치면서 계획개념 및 기

법상의 진전을 이루게 되고, 1980년대 말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 보다 정형화

된 형태로 적용된 이후 우리나라 대규모 주거지계획의 보편적인 계획방식으로 

정착되었다(공동주택연구회, 1999). 과천도시개발 기본계획(대한주택공사, 

1979)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주택 및 건축계획, 단지조성 및 정지설계, 공

급처리시설계획, 생활환경 및 조경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획되었다. 

구분 면적(㎡) 구성비(%)

주거 2,349 6.5

상업 158 0.4

보전 33,306 92.9

공업 0 0

관리 0 0

합계 35,813 100

표4-36 토지이용개요(과천시, 2005년)

  

구분
적용기준

밀도기준 인구배분

고밀도 300인/ha 이상 과천기존시가지

중밀도 100-250인/ha 이상 갈현동, 주암동

저밀도 100인/ha 이상 과천동, 문원동

표4-37 인구밀도 기준(과천시,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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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분석 대상의 구성체계와 세부 항목 

마포아파트단지와 남서울아파트단지는 ‘대한주택공사 20년사’와 주택공사연

구원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한 ‘주택’에 게재되었던 자료 외에는 계획 도면이나 

보고서가 남아 있지 않다. 본 연구의 핵심 분석 대상인 계획의 수립 연도, 발주 

주체, 계획 수립 주체와 책임 연구원, 계획의 세부 구성, 계획 중 주거단지계획 

내용의 구성 방식은 다음의 표4-8과 같다. 

마포아파트단지와 남서울아파트단지는 별도의 종합계획수립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문헌자료를 통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개별단지설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의도시범단지는 서울시 발주로 수립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잠실단지는 서울시가 발주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대한주택공사가 1, 2, 3, 4, 5단지를 개발하였다. 영동아파트지구는 3장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가 발주한 개발기본계획에 의해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건설사가 단지별로 개발하였다. 과천신도시는 건설

부 발주로 대한주택공사가 기본설계와 단지설계를 종합적으로 진행하였다. 

여의도시범단지와 잠실아파트단지는 각각 여의도지구 종합개발계획과 잠실종

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종합개발계획에서는 전체 지구를 대상으로 토

지이용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거용지계획에서 별도로 근린주구계획과 주거지 계

획을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는 계획 구조를 적용하였다. 여의도와 잠실지구 종

합개발계획이 토지이용계획의 하부항목으로 주거지역을 다루었다면 영동아파트

지구종합개발계획은 전체 주거지역만을 대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영동아파

트지구종합개발계획은 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제도의 도입과 적용의 과정에

서 수립되었으며,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주거용지만을 대상으로 보

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73

분석

대상

마포 남서울 여의도 잠실 반포고밀 과천신도시

-

남서울

아파트 

단지계획

1971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1971

잠실

종합개발계획

1974

영동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1976

과천도시개발

기본설계

1979

발주 -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서울시 서울시 건설부

계획

수립
-

대한주택

공사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
신도기술공사 천일기술단

대한주택공사

대지종합기술공사

책임

연구원
- - - 박병주 김익진 정무용

계획의

구성
-

-시설물

  배치

-여의도 개발

계획 대상

-토지이용계

획

-교통계획

-공급처리 시

설계획

-개발계획

-잠실지구 미

래상

-계획의 배경

-입지분석

-계획내용

-실시계획상

의 문제점

-계획의 전제

-계획의 배경

-기본계획

계획의 기본방향

접근방법 

인구계획

주구계획

중심시설계획

교통계획

공원 녹지계획

공급처리 시설계획 

건축계획

주구별 세부계획

환지계획

개발방안

-도시설계의 전제 

-도시개발 

여건분석

-시설내용 및 

규모설정

-건물배치계획

-교통계획

-단지조성 및 

정지설계

-공급처리 

시설계획

-생활환경 및 

조경설계

-도시건설의 운

영관리 및 제도

-결론 및 건의

주거

단지

계획

내용

구성

방식

-계획 

보 고

서 와 

도 면 

부재

-단지시공

을 위한 

기술 관 련 

계획 수립

-토지이용계

획의 일부로 

주거용지계획 

수립 

-토지이용계

획의 일부로 

주거용지계획 

수립 

-공동주택 주거

용지 조성을 위

한 계획 설명 

-두 가지 접근

-토지이용계획

상의 주거용지

계획 수립 

-개별 요소에서 

주거단지 조성

을 위한 별도 

내용 설명 

개 별 

단지계

획 및 

개발

대한

주택

공사

대한

주택

공사

-
대한주택

공사

민간 

건설사

대한주택

공사

표4-38 비교 분석을 위하여 선정된 사례의 세부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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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례의 특성 

4.2.1 마포아파트단지와 남서울아파트단지 

초기 주거지계획은 개별 아파트단지 개발 계획에서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례

로는 마포아파트단지와 남서울아파트단지가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식 아파

트인 마포아파트는 기존의 단일동 형식의 아파트가 아닌 대규모 주택용지에 여러 

동의 아파트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박철수,2009). 남서울

아파트단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한 국내 최초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 사

업이다(서울역사박물관,2019). 

(1)마포아파트단지(‘61)

대한주택공사가 1962년에 발간한 ‘주택도시 40년사’에서는 마포아파트단지의 

계획목표를 근대 서구 집합주택 계획에서 나타나는 적층주택에 의한 토지의 효

율적 이용과 풍요로운 외부공간의 확보 그리고 “녹지위의 고층주거(Tower in 

the park)” 개념의 도입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건설주체인 대한주택공사는 마포아파트 건설사업의 효과를 ①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 단지를 조성하여 고층화함으로써 약 3만평의 대지를 절약했으

며, ③ 도시미화발전에 기여했고 ④ 

주택난의 부분적인 해결로 국가시책에 

이바지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단지

식 건설에 의한 토지이용의 효율은 주

택도시연구원의 <주택 16호>에 게재

된 주종원(당시 대한주택공사 주택연

구소 연구원)의 글을 통해서도 거듭 

강조되었다15). 

15) 주종원은 ‘커뮤니티설계에 있어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이라는 글을 통하여 단독주택과 비교하여 

“14,008평의 대지에 대지 60평(도로포함)의 단독주택을 지었다면 233호 밖에 지을 수 없었고 

그림4-55 서울 마포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의 

비교도(자료 : '주택' 16호, 1966년 5월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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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6 마포아파트단지 배치도

(대한주택공사, 1992)

    
그림4-57 초기 조감도

(주택도시연구원, 1961)

① 근린주구 계획 

마포아파트단지는 근린주구계획 측면에서는 거주인구가 2,500명에 지나지 않

아 주구를 이룰 정도의 규모를 가지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근

린주구계획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생활편익시설 계획 

생활편익시설은 관리소1, 점포11, 미곡상1, 연탄상1, 병원1, 노인 회관1, 어

린이 놀이터1, 공원1, 저수조1, 변전실1, 상징탑 및 분수1개소 등이 조성되었

다. 주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시설들의 종류와 면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가들이 당시 생활상을 반영하여 적정 시설들

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교통 계획

교통계획에서는 차량보유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당시에도 장차 늘어날 차량을 

감안하여 중심부에 10m폭의 주간선도로를 두고 루프형의 도로를 통해 각 주동

의 현관까지 도로를 연결하였다(대한주택공사, 1992, 대한주택공사, 30년사, 

221쪽). 그러나 전체 단지가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지는 못하였으며, 

그나마 그 단지는 보행도로만 있을 뿐 놀이터 등 공간을 전혀 없는 단지가 되었을 것이다. 마

포단지를 사실상 약 3만평의 대지를 절약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주택도시연구원,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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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중심의 주 도로에만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조성되었다. 

④ 공원녹지 계획

단지 내부에 공원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원칙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지

만, 주거동의 인동간격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외부공간들을 어린이 놀이터 등으

로 활용하였다. 

⑤ 주거동 계획 

주거동은 1차로 Y자형 주동 A, B형을 각각 3동씩 건설하였으며, 2차로 일자

형 주동 4동을 건설하였다. 당초 엘리베이터, 중앙난방 시스템 및 수세식 화장

실 등을 갖춘 10층 높이의 고층아파트로 구상했으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

러도 안 되는 나라에서 국가가 나서서 호화판 대저택을 짓느냐”는16) 당시의 비

난 여론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개별 난방시스템의 6층 계단식 아파트로 변경 추

진되었다. 

(2)남서울아파트단지(‘71)

1971년 남서울아파트단지는 한강 공유수면매립 부지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

업으로 개발되었다. 남서울아파트단지의 건설은 단지계획안(1971)과 건설을 위

한 종합조치계획(계획 수립 시기 확인 불가능)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이들 계획

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주거지계획 내용은 근린주구 계획, 생활편익시설계

획, 교통계획, 주거동 계획이다. 

① 근린주구 계획 

남서울아파트단지는 전체 대지 면적이 170,000평이 넘는 지역(총 대지면적 

563,670㎡)이지만 단지 전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하였다. 전체 단지는 격

자 도로에 의해 7개의 블록으로 구분되며, 이후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이 수립되

16) https://salgustory.tistory.com/entry/1964년-11월-20일단지식-아파트의-탄생을-알린-마

포아파트-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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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3개의 주구로 구분되었다. 신반포로 북측으로 면한 블록을 제외하고는 개

별 블록의 중심부에는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된 공원이 배치되었다. 

② 생활편익시설 계획 

생활편의시설은 유치원, 동회, 파출소, 초・중학교 등의 공공시설 뿐 아니라 

노선상가, 관리소,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을 설치하여 단지 내에서의 생활에 불

편이 없도록 하였다17), 이 중 신반포로를 중심으로 계획된 노선상가는 반포아파

트단지의 핵심적 상징으로서 본격적인 노선상가 계획이 이루어진 반포1단지에서

는 주거지를 관통하는 간선도로 양측과 남북축의 도로, 단지 내 도로에도 각각 

노선상가를 배치하였다. 공공시설은 간선도로변 노선상가와 함께 단지 중앙블록

에 배치되어 단지의 중심이 지구의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교통 계획

교통계획은 동서방향으로 단지를 관통하는 대로를 계획하고 단지 내 서비스 

도로의 역할을 하는 소로를 격자형으로 연결하였다. 

그림4-58 남서울단지반포지구 내 

도시계획소로시설결정(고시 제133호-158호) 

  
그림4-59 반포아파트단지 배치도

(대한주택공사, 1987)

17)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편찬한 서울생활문화 자료조사 <반포본동>에서는 이를 계획 당시의 법규

에 의한 설치가 아닌 중산층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한 선도적인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서울역

사박물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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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원녹지 계획

공원녹지의 종류와 면적기준이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완

성된 배치도를 근거로 해석하였을 때, 계획가들은 어린이 놀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근린공원을 블록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계획한 것을 알 수 있다. 

⑤ 주거동 계획 

주거동 계획에서는 마포아파트단지의 주거동이 5층으로 계획되고 조망보다는 

남향을 우선시한 일자병렬로 배치되었던 점, 또 1960년대 후반에 건립된 시민아

파트가 주로 10-16평형으로 건설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반포주공1단지는 20평

부터 60평형까지 평형별로 다양화와 대형화를 이루었다(서울역사박물관, 2019). 

그림4-60 남서울아파트단지조감도

(대한주택공사, 1971)

  
그림4-61 반포 본동 전경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4.2.2 여의도시범단지와 잠실단지 

1970년대는 주택부족 심화로 인한 대량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아파

트단지 건설에 의한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시작되었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하

여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도 커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주거지계획은 여의도, 잠실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의 시작과 함께 단순

히 주거단지 차원이 아닌 지역 전체 차원의 생활환경시설 계획으로의 확장이 

강조되었고, 도시계획 차원의 종합개발계획 속에서 주거지 계획을 유도하는 방

향으로 발전하였다(김진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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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의도종합계획(‘71)과 여의도시범단지 

여의도 개발은 1967년 한강 개발 계획의 하나로 시작되었으며 1967년 건축

가 김수근은 660만㎡의 여의도 모래벌판에 제방을 축조하여 약 287만㎡의 인공

섬을 만들고, 그 가운데 도심과 영등포-인천을 연결하는 6차선 도로를 중심축으

로 건설하여 축의 서쪽에는 국회, 동쪽에는 서울시청과 대법원을 두고, 중앙부

에 상업・업무 지구, 그 남쪽과 북쪽에 주거지역을 배치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서울역사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1969년 토지이용계획

(한강영업소, 1969)

1971년 토지이용계획

(한강건설사업소, 1971)

표4-39 여의도 개발계획의 변경 

윤중제가 완공되면서 여의도 개발이 본격화되었는데, 김수근이 주도한 ㈜한

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마스터플랜은 현실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고, 경

인・경부고속도로 개통, 여의도를 통과하는 지하철계획, 여의도 대광장(5.16 광

장) 설치 등 핵심적인 개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계획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게 되었다. 이에 71‘년도에 실시계획 위주로 발전된 여의도종합개발계

획이 다시 수립되었고 이 과정에서 택지가 쉽게 매각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입

체적 계획이 평면적인 계획으로 수정되었다(한강건설사업소, 1971). 

여의도종합개발계획은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움 속에서도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하여 고밀화를 시도하였고, 원활한 자동차교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지 형성을 주요 계획 목표로 하였다. 특히 당시 여의도는 

도심의 중추기능을 이전시켜 제2의 도심을 조성하고자 개발되었기에 이상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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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대적인 신시가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자동차

전용시대에 대비한 넓은 도로 계획, 수퍼블록 형성과 고층․고밀 개발,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등 당시의 현대 도시에 대한 생각이 반영되었다(김진희, 

2011). 여의도종합개발계획은 이와 같은 계획 목표와 함께 토지이용계획, 교통

계획, 공급처리 시설계획, 개발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계획 내용으로부

터 주거지계획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① 근린주구 계획 

주거지의 근린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의 하부계획으로 구성되었고, 150인/ha 내

지 700인 ha의 인구 밀도계획을 수립하였다. 주거용지에서는 동선 체계, 커뮤

니티 시설, 교육시설의 기준이 제시되었다. 

② 생활편익시설 계획 

생활편익시설계획 중 상가는 전 주민이 균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배

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회, 집회소,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은 개별적으로 지

어지기 보다는 주거지구내에 통합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하나의 건물에 집약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커뮤니티 시설의 위치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통학거리를 500m이내로 설정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최종 제시된 계획

의 내용에는 단지의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다. 

또 여의도 시범아파트단지18)는 어린이용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였으며, 주거지계획에서는 단지 내의 어린이 놀이터와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할 것을 명시하였다. 

18) 사업 초기 여의도 택지 매각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

울시는 1970년 계획상 대법원 및 시청지구로 계획된 부지에 12층짜리 고층아파트 24동을 착

공하였다(손정목,1997). 71년 종합계획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동쪽 끝에 배치한 시청부지는 여

의도 시범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5․16광장 서측에 재배치되었으며 국회의사당과 시청사를 중심

으로 광장 서쪽을 상업업무지구로, 광장 동쪽을 주거지구로 배분하였고, 6개의 슈퍼블록으로 구

성하였다. 계획 당시에 이미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준공되었으나 71년도 종합개발계획에 따르

면 주거용지의 계획 원칙은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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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통 계획

교통계획에서는 간선도로가 폭 100m, 50m, 35m, 30m, 25m, 20m의 위계

를 갖는 넓은 격자형 가로망으로 계획되었고 이를 통해 440m, 280m의 대단위 

수퍼블록을 형성하였다(손정목,1977). 동선체계는 내부에 보행자도로를 두어 차

량과의 분리를 시도하였다.

④ 공원녹지 계획

공원녹지 계획에서는 공원을 5․16광장, 강변산책로, 아파트지구 내 오픈스페

이스, 근린공원으로 종류를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특히, 남북관통도로를 따라 

조성되는 5․16 광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규모는 폭280m~315m 길이 

1,350m, 면적 39.7ha로 전체 지구 면적의 13.8%에 해당할 정도로 넓게 계획

하였다(김진희,2011). 

⑤ 주거동 계획 

한편 여의도시범아파트단지는 중산층 아파트 단지라는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

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12-13층 편복도 고층 아파트를 채택한 점이 주거동 계

획을 통해 확인된다(권용국, 2009). 

조감도

배치도 B형 평면도

표4-40 초기 시범아파트 계획(서울특별시, 시기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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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준공 당시 주변 현황

자료 :  

https://m.blog.naver.com/PostView.n

hn?blogId=kics211&logNo=22104233

6992&proxyReferer=https%3A%2F%2

자료 : 서울역사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표4-41 최종 시범아파트단지계획

(2) 잠실지구종합개발계획(‘74)과 잠실 아파트단지 

잠실지구는 1970년부터 서울시 한강사업소에 의해 추진된 토지구획정리사업

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잠실지구 토지정비 사업의 완료 후 1973년 ㈜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잠실지구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서울시, 1974; 

김진희, 2010). 또 같은 해 10월, 청와대 지시에 의해 서울시는 70년대 안에 

영동․잠실지구를 선진 대도시 수준의 세계적인 이상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

로 하는 지침 성격의 ‘영동․잠실 신시가지 조성계획’19)을 발표하였다. 

1974년 7월에는 당초의 잠실지구 계획이 전면 수정되어 ‘잠실지구종합개발

기본계획’이 다시 수립되었고, 기본계획에서는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로 

19) 이 계획은 75년까지 영동지구 960만평에 60만명, 잠실지구 340만평에 20만명을 각각 수용

하여 ha당 200인의 이상적인 인구밀도를 넘지 않도록 하며 전 시가지를 계획녹화 또는 공원화

한다는 내용이다. 도로와 공원은 선진 도시보다 높은 비율로 계획하고 공공시설은 우선 설치하

도록 하였으며 지구 내에 들어설 건축물의 규모와 외관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제 방침을 확정

하였다. 부도심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택지면적, 건축물 높이, 건폐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가지 녹화 및 미화를 위해 건축물 건축선, 색채, 간판, 담장 설치에 관한 사

항, 간선도로변 및 상업지역의 미관지구 지정, 간선도로변 공원조성 및 건축물 주변 식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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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지조성 위주의 평면적 계획에 의해 단기간에 시가지를 확장하는 데만 치

중하는 것을 비판하고 철저한 계획에 의한 국제적인 신시가지를 조성하려는 새

로운 의도를 담고자 함이 그 배경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4-8 토지이용현황도(서울시, 2000) 

   

그림4-9 잠실아파트지구 현황 

그림4-10 완성 후 아파트지구 예시

(서울시, 1973, 3쪽) 

   
그림4-11 잠실지구마스터플랜 

(서울시, 1973, 3쪽)

① 근린주구 계획 

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서울시, 1974)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주구 및 

중심지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근린주구 계획은 대단위 주택지 개발과 고밀주택의 공급 요구를 충족시킬 물리

적 모델을 가지지 못했던 한국의 상황 속에서 미국의 공간구축 모델을 교과서

적으로 적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강부성외, 1999; 박철수, 2009; 양희진, 

2014). 잠실지구는 15,000인을 기준으로 반경 500-800m의 근린주구 20개로 

계획되었고, 하나의 가구를 근린주구 단위로 설정하고 근린주구 단위를 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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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경계로 하는 완결된 생활권으로 설정하였다. 

② 생활편익시설 계획 

생활편익시설 계획으로 각 블록마다 초등학교 1개소씩을 유치하고 단지중앙

에는 근린공원과 상가의 기능을 가진 커뮤니티 센터를 배치하였다. 본래는 상

가 이외의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의 공공시설을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자

금의 한계로 관리사무실, 은행, 상점, 학원 등의 근린생활시설 중심의 업종으로

만 구성되었다(주택연구소, 1975). 

③ 교통 계획

교통계획으로는 격자형 체계가 아닌 호수공원 및 중심업무지구를 향한 방사

상과 환상의 도로를 계획하였고 도로의 배치는 ‘지역간선-주구간선-주구분산-

주구세로’ 등 도로기능에 따라 도로체계를 구분하였다.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개

발된 1,2,3,4단지는 각 단지를 주구 간선도로인 25m, 30m 도로로 구획하였으

며, 단지내부의 간선이 주구 분산도로가 되도록 하였다. 또 가로망 계획은 주구 

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단지 내 교통처리의 집분산이 용이하도록 루프형과 컬

데삭 구조로 계획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식의 가로망 계획은 단지의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줄여 관리상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주택연구소, 1975). 

④ 공원녹지 계획

잠실지구의 공원녹지는 강변녹지~환상도로변 녹지~종합운동장 및 호수공원

의 녹지~주구 내 녹지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녹지체계가 중심 녹지 공간으로 

계획되었고(서울시, 1974 : 김진희, 2010), 세부 계획을 통하여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호수공원, 고수부지, 강변녹지, 잠실동 운동공원으로 공원녹지시설을 

구분하여 시설별 이용인구 및 규모, 유치거리에 따른 배치기준, 내부 시설설치 

계획 등 구체적인 설계 개념을 제시하였다. 

⑤ 주거동 계획 

종합개발계획에는 주거동 배치에 대한 별도의 계획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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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전체 단지 개발을 주도한 대한주택공사의 자료와 위성사진 등을 통해서 배

치 계획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1~4단지는 5층 규모의 저층아파트가 ㅁ자

형의 클러스터를 이루어 반복된 배치계획이 수립되었고 5단지에는 15층 규모의 

고층아파트가 향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서 배치되었다. 

그림4-12 잠실단지 배치도

(대한주택공사,1987)

  
그림4-13 준공당시 잠실아파트단지

(자료:국가기록원)

4.2.3 영동아파트지구(`76)

여의도지구와 잠실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립된 종합개발계획이 전체 지구

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먼저 설명하고, 하위 단계에서 주거용지 계획을 

설명하는 구조를 설정하였다면, 영동아파트지구에는 주거용지만을 대상으로 상

세 계획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앞서의 사례들과는 달리 영동아파트지구개발기본

계획은 대규모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물들을 주제별로 구분하

고 계획목표, 계획 방향 설정, 대안 검토, 계획 기준 설정의 순서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내용을 설명하였다. 

① 근린주구계획 

영동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이하 개발기본계획) 근린주구체계 확립을 통

해 효율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에 영동아파트지구의 밀도 체계와 토지 이용 계획의 큰 틀은 잠실지구종합개발

기본계획(1974)을 통해 검증받은 페리(Perry)의 근린주구이론을 기반으로 결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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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본계획은 밀도 체계에 있어서 질적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

구 26만 명의 거주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인구 목표 설정은 당시 서울시의 인

구 규모, 주거형식과 면적, 기존 아파트 단지의 밀도 체계 분석 등을 다각적으

로 고려한 결과였다. 

전체 지구는 16개의 근린주구로 구성되었으며, 560×500~1300의 슈퍼블록

이 계획되었다. 주구의 단위는 10,000-15,000인, 총 인구밀도는 500인/ha로 저

층 아파트지구는 500인/ha, 고밀 아파트지구는 1,000인/ha로 설정되었다. 또 

주구의 반경은 약 400m정도로 설정되어 당시 계획가들은 이를 보행이 이루어

지는 적정범위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4-14 근린주구 형성 개념 

(서울시, 1976, 30쪽)

그림4-15 영동아파트지구 인구배분계획

(서울시, 1976, 29쪽)

② 생활편익시설 계획 

개발기본계획에서 중심시설은 본 연구의 분석항목인 생활편익시설에 해당한

다.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계획가의 임무는 근린주구에 필요한 물적 요소

의 준비라는 전제 하에 학교, 커뮤니티 시설, 공원 등의 주요 시설들을 주민들

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배치하는 문제들을 핵심적으로 다루었음을 명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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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Perry)의 근린주구이론에서 주구의 중심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였지만 

영동아파트지구는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근린주구를 형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였다. 당시 계획가들은 성인의 커뮤니티 형성에 초등학교가 별다른 영향력을 미

치지 못하는 점을 문제제기 하였고, 영동아파트지구의 경우 인구밀도가 기존 개

발지보다 높게 설정되었고, 보차가 분리된 동선으로 계획된 지구라는 점을 적극 

고려하여 근린주구의 중심시설을 상업시설로 계획하였다.

③ 교통 계획

개발기본계획의 교통계획은 토지

구획정리사업에서 결정된 도로 체계

에 고밀의 가구를 적용하기 위하여 

강변도로 및 고속도로/지구 간선도

로/지구 내 도로/녹도 4가지 위계를 

적용한 교통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중 강변도로 및 고속도로와 지

구 간선도로는 교통의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였고, 지구 내 도로와 녹도는 

초기 개발 목표인 보행 중심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 반영된 계획 지침이 적용되었다. 

그림4-17 반포지구 고시

(도시계획-286, 1976)

그림4-18 아파트지구기본계획 

도로개념도

(서울시, 1986)

그림4-16 도로 위계에 따른 교통체계 구성 

다이어그램 

(서울시, 1976, 39쪽)



88

④ 공원녹지 계획

영동아파트지구는 그림 4-19에서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구조의 

틀이 확정된 이후에 아파트 지구 지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녹지공간을 

계획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개발기본계획은 공원과 녹지가 효율적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체계화 하는 것과 공원녹지 공간의 질적 수

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4-19 영동지구공원녹지

(1985)(서울연구원,2010,19쪽) 

   
그림4-20 반포지구 공원녹지 

체계(기본계획바탕저자 재작성)

이러한 목표하에 공원녹지 계획은 주요 시설의 종류와 시설별 배치 방식, 규

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도로공원

(Parkway)이 제시되었고, 추가로 공간의 형태에 따른 식수 계획의 원칙도 언급

하였다. 이밖에 강변도로, 고속도로변, 간선도로, 지구 내 세가로, 주차장 주변

에 경관형 녹지인 도로공원(Parkway)을 조성하여 새로운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한편, 개발기본계획의 공원녹지 계획은 아직 경관계획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

에서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인 녹지공간과 남산, 한강 등 주변 자연환경

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주구별로 확보해야 

하는 녹지 면적 규정에 따라 각 주구 중심에 점적 형태의 녹지공간을 분포시키

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 일체감 있는 변화를 주기 위해 강변에는 주로 고

층 아파트를 배치하여 단지내부를 아늑하게 조성하도록 하였고, 한강 이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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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 또는 통행자에게는 시각적 효과를 주도록 하였다. 

특히 남산의 자연적인 경관요소, 한강교의 수평적인 경관요소와 아파트 단지

의 변화 있는 공간이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역동적이고 경쾌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하도록 한 점이 주목할 만 하다. 

⑤ 주거동 계획 

주거동 계획에서는 아파트 배치 원칙과 기본 형태, 아파트의 평면, 아파트 건

축양식 및 의장 관련 요소들이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건축물을 그룹화하여 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단지 내부 차량 동선과의 관계, 외부 녹지공간 조성방식에 

따라 적용 가능한 4가지 유형이 검토되어 제안되었다. 개발기본계획 건축계획

은 아파트 평면과 관련해 가구당 적정 주거면적과 평형대별 평면 예시를 제시

하였다. 

또한, 건축양식과 의장을 통해 아파트 지구 전체로서의 ‘통일미’, 각 주구별 

단지로서의 ‘형태미’, 강변도로 및 주변 간선가로와의 ‘조화미’를 계획할 것을 

강조하였다. 각 지구에는 한강 등 해당 지구의 자연적 요소를 반영한 통일된 

디자인을 권장하였고, 각 주구별 단지는 분구규모 단위로 통일된 디자인을 추

구하되 단지규모가 작을 경우 전체 주구를 단일한 디자인으로 계획하여도 무방

하다고 하였다. 또 강변도로 및 주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주거동의 경우 3동~5동

(200m~400m) 이상은 같은 디자인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강변의 경

우 한강의 청색과 시설 녹지의 녹색이 조화될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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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과천신도시(`79)

과천신도시는 서울도심에 편중된 도시행정기능 및 인구의 분산을 위해 서울

과 30분 거리에 있는 전원지역에 고급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새롭

게 계획된 신도시이다. 기존의 도시지역에서 개발되던 여의도, 잠실, 영동지구

와는 다르게 과천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었으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되었다(대한주택공사, 1984). 

그림4-21 과천도시개발도

(주택공사, 1979, 3쪽)

   
그림4-22 개발기본설계

(주택공사, 1979, 3쪽)

① 근린주구 계획 

과천 신도시는 개발규모가 69만 6천 평인 대규모 신시가지로 기존 근린주구

론에 의한 단일한 계획단위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지구 전체

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기존 방식과 같이 개별단지의 집합이 아닌 1

개 중심지구와 4개의 근린주구가 구성되고 각 주구는 가로에 의해 근린분구로 

구분되는 단계적 공간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이규인외, 1997). 

② 생활편익시설 계획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유치원을 중심으로 하는 근린분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근린주구, 이들이 집합하여 구성되는 지구에 이르는 명확한 위

계의 공간이 계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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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3 근린주구배치 패턴

(대한주택공사, 1979)

   
그림4-24 근린주구배치 패턴

(대한주택공사, 1979)

③ 교통 계획

교통계획 측면에서 과천신도시의 가로망 구성은 도시의 성격, 기능, 주변여

건, 장래 도시발전에 대한 예측과 도시 활동공간 배분에 근거하여 3가지 위계

의 간선가로, 2가지 위계의 지구 및 블록별 가로망, 2가지 위계의 자전거 및 

녹도를 계획하였다. 이 중 도시 내의 분산도로는 루프형으로, 세가로는 보차분

리를 위한 쿨데삭으로 계획함으로써 상가, 공원, 놀이시설 등의 생활편익시설이 

보행자전용도로에 연결되도록 하였다. 

특히 과천신도시는 도시 내에 보차도를 완전히 분리하여 전 지역에 보행자전

용도로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차도에 의해 보행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차도와 

직교하는 부분에서는 차도와 보도를 입체 분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보행자

를 위한 적극적인 계획이 시도되었다. 

④ 공원녹지 계획

공원 녹지 계획은 도시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보행 우선의 오픈스페이스 네트

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관악산과 청계산의 도시자연공원이 과천신도시 내부와 연

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단지에서 중앙공원을 지나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접

근이 가능한 보행자 전용도로 2개소를 계획하는 등 도시공간 조직이 각각 근린

주구 중심의 단지공간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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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5 과천 공원녹지 계획

(대한주택공사, 1993)

   
그림4-26 과천 공원녹지 계획

(대한주택공사, 1993)

⑤ 주거동 계획 

주거동의 경우 도시 중앙부에는 고층아파트를 조성하고 주변부는 저층아파트

와 연립을 배치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시다운 상징, 시각축, 랜드마

크, 스카이라인 등 경관 형성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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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본 장에서는 1960-70년대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의 주거지계획 내용을 근린

주구, 생활편익시설, 교통, 공원녹지, 경관, 주거동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60년대 마포아파트단지는 최초의 아파트단지 계획으로 본격적인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남서울아파트단지는 근린주구이론이 적

용되기 이전의 대단위 단지로서 단지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되어 계획

된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 마포아파트단지와 남서울아파트단지 

사례는 당시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택형식을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단지계획 개념보다는 현대화된 설비와 공간을 갖춘 중산층용 주거공

간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일례로 마포아파트단지

는 수도, 전기, 수세식 화장실, 중앙난방, 엘리베이터 등 최신식 설비를 갖춘 새

로운 형태의 주거공간임을 강조하였고, 남서울아파트단지는 다양한 생활편익시

설들을 조성하였지만 근린주구이론이나 법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당시 중산층

의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선도적 장치였다고 해석된다. 

1970년대 서구의 근린주구이론이 주거단지계획의 가장 강력한 기본원칙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대단위 주거지 계획은 일정한 체계와 원칙을 

갖게 되었다. 여의도시범단지의 경우 근린주구계획이 토지이용계획의 하부계획

으로 다루어지면서 인구 밀도계획을 비롯하여 차량과 보행의 동선 체계, 커뮤

니티 시설, 교육시설 등의 생활편익시설 등이 계획되었다. 이후 잠실아파트단지

에서는 근린주구 계획개념이 보다 구체화되어 인구 15,000인을 기준으로 반경 

500-800m의 근린주구 20개를 계획하였고 근린주구 단위를 완결된 생활권으로 

설정하고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의 생활편익시설계획, 가로망 조성 등의 교통계

획, 연속적인 녹지체계 구축 등의 공원녹지 계획도 등장하게 되었다. 

잠실아파트단지의 근린주구계획개념은 이후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 건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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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1976년 영동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잠실종합개발계

획에서 이루어진 근린주구 계획을 적용하여 근린주구계획, 중심시설계획, 교통

계획, 공원녹지 계획, 건축계획 등의 계획체계를 비로소 갖춘 마스터플랜을 근

거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영동아파트종합개발기본계획은 마스터플랜과 같은 계획의 큰 틀은 잠

실아파트단지 개발을 통해 검증된 근린주구이론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기존 이

론이 갖고 있는 한계나 계획의 방향성과의 충돌 등을 고려해 근린주구이론을 

다소 변형하여 적용한 시도가 등장하며, 기존 계획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

운 시도로 파악할 수 있는 실험적 계획 또한 등장한다. 

영동아파트종합개발기본계획은 주구의 중심을 기존의 초등학교에서 상업시설

로 유도하였고, 보행동선과 연계한 생활편익시설의 통합적 설치로 보행자 중심

몰이라는 새로운 계획개념을 제시하였다. 또 기존의 도로체계 외 보행중심의 

공간 구현을 위해 초등학교, 상업시설 등 주구 중심시설을 연계한 보행자 전용

도로인 보행녹도를 계획한 점, 공원 녹지공간의 효율성 증대 전략 뿐 아니라 

녹지와 관련한 아파트 단지 경관형성의 개념과 계획 기준 등을 함께 제시한 

점, 가구당 적정 주거면적 산정과 평면 제시, 주거동의 그룹화, 강변로 및 주변 

간선가로와의 ‘조화미’를 고려한 주거동 건축양식과 의장을 제시한 점 등이 새

롭게 등장한 시도로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대단위 주거지 개발과 고밀주택의 공급 요구에 대

응할 수 있는 주거지모델을 가지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1970년대 서구의 근린주

구이론을 적극 적용한 일련의 주거지계획을 통해 당면문제를 해소하였으나, 반대

급부로 일정한 체계와 원칙에 의하여 조성된 완결적 가구 구성 방식이 발생시킨 

폐쇄적 아파트 단지에 대한 비판도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주거지 계획에서 

도시성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또 도시 차원의 계획 개념이 강조되기 시

작한 이 시기 과천신도시는 주거단지계획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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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신도시는 지구 전체의 기본구상을 기존의 개별단지 집합이 아닌 전체 도

시의 골격구조 형성 차원에서 고민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 공공공간 차원에서의 

토지이용계획, 도시의 활동 공간 배분에 근거한 가로망 계획, 도시공간의 조직

이 단지 내부로 연계될 수 있는 공원 녹지 계획 등 도시 차원의 생활공간 구조 

및 주거환경 계획을 제시하였다. 과천신도시에서 적용된 이러한 도시 차원의 

주거지계획개념은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된 목동신

시가지(83) 상계신시가지(86)를 거치면서 계획개념 및 기법상의 진전을 이루게 

되며 1980년대 말 수도권 5개신도시에서 보다 정형화된 형태로 적용된 이후로

는 우리나라 대규모 주거지계획의 보편적인 계획방식으로 정착되게 되는 계기

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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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특성과 의미

5.1.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계획적 시도 

5.1절에서는 4장 사례 분석을 통해 밝혀진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새

로운 시도들 즉, 근린주구이론의 변형적 시도와 기존 계획에서 나타나지 않았

던 실험적 시도들이 동시대 대단위 주거지계획과 어떠한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

는지 또는 독자적인 시도로서 당시 주거지계획 환경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를 각각의 계획안을 비교하여 고찰한다. 이를 통해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

의 시도를 우리나라 대단위 주거지계획의 발전선상에서 해석하여 그 의미를 밝

히고자 한다. 

5.1.1. 근린주구계획 

(1) 세부 계획 내용 

토지 이용 계획의 큰 틀로서 근린주구계획은 주구를 형성하는 기본 원칙을 우

선 설정하고, 설치 가능한 중심시설의 기본방향, 근린주구 내 공공시설의 배치 

방식, 단지의 배치 형태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

획에서도 근린주구이론의 원칙은 토지 이용 계획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주구 

내 단지의 배치 형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단지 배치의 형태에 있

어서는 시설과 동선 체계와의 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한 공간 구성 결정 요소임

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에서는 시설의 중앙부 집중 배치, 분산 배치, 시설 

간 연계형 배치, 학교 중앙 배치의 4가지 배치형태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배치

형태는 개별적으로 단지가 개발되는 경우에도 참조할 수 있도록 표5-1과 같이 

단지의 형태와 밀도에 따른 배치방식의 장단점과 효과를 공간 구성에 대한 이

미지와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계획보고서에는 최종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배

치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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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방식 내용 예시 이미지

중앙부 

집중 배치

- 단지가 작고 정방형인 경우 고밀화 할 때 

- 중심 시설물을 중앙부 배치 

시설배치의 집적으로 시설이용편익성이 제공

이질적인 기능을 가진 시설 간 분리가 어렵고 단지

형태에 따라 제약이 큼

분산 배치

- 단지가 좁고 긴 것을 고밀화 할 때 

적정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시설을 나누어서 배치

단지에 대한 적응도가 높고, 항상 시설물에 대한 적

정거리를 유지할 수 있음

시설 간 

연계형

배치

- 단지의 규모가 큰 경우 

- 중심부에 주된 시설을 두고 적정 위치에 보조 시

설을 배치, 강력한 중심부를 갖게 되나 지구의 분화

가 생겨날 수 있음

학교 중앙 

배치

- 저밀도로 개발할 경우 

- 초등학교를 중심에 두고 상업시설을 분리하여 배

치 : 주부에게 편리한 배치이나 초등학교 통학권이 

멀어짐

범례

중심시설

주요시설 

표5-1 단지 배치의 형태 및 개발방법 

(2) 계획 사례간의 비교 

1963년 대한주택공사연구소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서는 주택단지의 구성을 

인보구, 근린분구와 근린주구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근린주구 계획개념을 제시하였다(공동주택연구회, 1999; 한효덕, 2000). 그러나 

1970년대 대단위 주거지계획 중 1971년에 수립된 여의도종합개발계획에서는 

아직 근린주구계획 개념이 등장하지 않았으며, 근린주구 계획개념과 기준이 본

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잠실지구계획부터였다. 잠실지구는 인구 15,000명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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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근린주구 2개를 구성하고, 간선도로를 경계로 하는 완결된 생활권 단

위를 근린주구의 계획개념으로 제안하였다. 근린의 중심으로 초등학교이고 보행

권은 반경 500-800m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후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에서는 560×500~1300의 슈퍼블록 16개의 

근린주구를 보행권 반경 300m 단위로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근린을 구성하

는 것을 계획개념으로 설정하였고, 과천도시개발기본계획에서는 1개의 중심지구

와 4개의 근린주구가 구성되고 각 주구는 가로에 의해 2∼3개의 근린분구로 구

분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즉 잠실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 이후 1970년대 아파

트 단지의 구성은 인구밀도와 보행 반경을 기초로 한 근린주구 계획개념을 따라 

생활권 단위의 계획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

분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1971)

잠실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

(1974)

영동아파트개발지구 

기본계획

(1976)

과천도시

개발기본설계

(1979) 

계

획

기

준

-생활권 단위 : 

15,000인을 기준으로 

20개로 근린주구 구성

-경계 : 간선도로

-근린의 중심 : 초등

학교

-보행권:500-800m

-생활권 단위 : 16개

의 근린주구로 구성

-560*500~1300의 슈

퍼블록

-근린의 중심 : 상업

시설

-보행권 반경:300m

-생활권 : 4개의 근

린주구로 구성, 각 주

구는 가로에 의해 

2-3개의 근린분구로 

구분

-근린의 중심 : 초등

학교 

-도보권:1km

계

획

개

념

생활권 단위 미설정
생활권 단위 설정

(인구 및 보행권 설정)

생활권 단위 설정

(인구 및 보행권설정)

생활권 단위 설정

(인구 및 보행권 설정)

표5-2 근린주구 계획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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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 중심 근린주구 계획 원칙 : 주구중심 설정 

기본적으로 페리(Perry)의 근린주구이론에서 주구의 중심은 일반적으로 초등

학교로서 이는 학생의 안전과 통학거리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영동아파트지

구종합개발계획의 계획가들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성인의 커뮤니티 

형성에 영향력을 별로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

라 영동아파트지구의 경우 인구밀도가 기존 개발 사례지들보다 높게 설정되었

다는 점, 보차가 분리된 동선으로 계획된 지구라는 점이 적극 고려되어 다른 

지구들과는 다르게 근린주구의 중심시설을 상업시설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은 그림5-1과 같이 주구의 내부에 학교, 주구중심, 

공원을 집중하여 배치하였고, 이후 민간개발사의 요청에 의해 기본계획이 변경

되는 과정에서 주구 중심의 위치 변동과 중심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변동, 면적

의 증감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주구의 중심에 주요 시설을 집중시키는 집중 

배치 형태 원칙은 유지되어 그림5-2로 최종 고시되었다. 

그러나 고시된 기본계획상의 집중배치 형태의 원칙이 실제 개발 단계에서는 

고수되지 못한 사례도 있어 영동아파트지구 1-4주구인 잠원지구의 주구에는 

상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 개발기본계획이 의도한 상업시설 중심의 주

구중심이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5-1 영동아파트지구 1주구 

개발기본계획 

(도시관리과-1875, 1977.11.12.)

그림5-2 반포고밀지구 

기본계획과 주구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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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 반원상가주변

(2019.05.06. 촬영)

그림5-4 신반포상가주변

(2019.05.06. 촬영)

그림5-5 잠원역주변

(2019.05.06. 촬영)

5.1.2 생활편익시설계획 

(1) 세부 계획 내용 

영동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서는 근린주구 원칙 하에 중심시설을 배치하는 

과정을 별도로 설명하였다. 몇 개의 아파트가 그룹으로 조합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적정 단위의 녹지공간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으로 계획하며, 아파트 

그룹들이 모여서 이루는 단위가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 규모가 되면 

자동차의 통행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초등학교를 유치시키

고, 일정한 인구와 보행권을 고려한 단위에서는 중심시설로 상업시설을 인접하

여 배치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기본계획은 근린주구계획에서 설정한 계획 단위별 필요 시설

들을 일정하게 배분하는 방식이 아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들이 모여 하나의 

공간을 완성하고자 할 때 확보해야 하는 시설들을 설명하였고 또 보행권의 확

보를 전제로 이용률이 높은 동선을 중심으로 시설물들이 전체 공간에서 효율적으

로 작동하기 위한 전략으로 통합배치하거나 보행자몰을 형성하도록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배치방식은 크게 집중배치, 선형배치, 분산배치

의 세 가지 방안으로서 주민 편익의 증대를 위해서는 시설을 내부의 중심에 집

중시키는 집중 배치 형태와 선적으로 집중시키는 선형 배치를 기본 형태로 하

는 것이 효율적임을 강조하였다. 시설의 배치 방식의 예시이미지와 각각의 장

점과 단점은 표 5-3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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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방식 내용 예시 이미지

집중 배치

- 학교와 공원이 함께 배치된 형태 

- 인구밀도가 높은 경우로서 지구 내 차량교통으로부터 안전

성이 확보된 경우 가능한 형태 

- 공원 속에 학교시설과 함께 다른 근린주구 시설을 배치함

으로써 최대한의 커뮤니티 의식을 높일 수 있음

선형 배치 

- 공원이나 다른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일반적인 기능과 특

수한 기능을 가진 시설이 선형으로 배치된 것 

- 도보권이 어디서나 형성 가능한 고밀 단지에서 가능

- 커뮤니티 형성 측면에서는 집중배치안 보다 다소 불리하지

만 특수시설 분배에 대한 합리성은 높일 수 있음 

분산 배치

- 블록이 간선도로로 싸여 있고 관통도로가 있는 저밀도 블

록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형태 

- 보도권 유지를 위해서 근린주구 시설을 분산해야 하며 블

록 전체에 대한 시설지 외에 보조적인 시설지가 필요함

표5-3 시설의 배치방식 검토 내용(서울시, 1976 내용 기반 저자 재정리)

(2) 계획 사례간의 비교 

① 학교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에서는 초등학교는 가급적 보행거리 500~800m

를 기준으로 배치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초등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이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특히 보행동선과 

연계한 위치에 통합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점은 유사한 성격의 공간을 보행동선과 

연계한 위치에 인접 배치함으로서 공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보행 중심의 주거환

경을 조성하려는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기본 목표가 반영된 내용이다. 

학교시설 계획의 경우 여의도계획은 단지 인구계획에 기반하여 수용인원과 

학급수를 산출하고, 주거지에서의 통학 최대거리를 500m 이내로 설정한 것 외

에는 학교가 위치해야 하는 조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잠실계획에서는 학교시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되어 각각의 

적정 용지 규모가 개략적으로 제시되었고, 학교별 통학거리에 따른 배치기준도 

제시하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약 600m~800m,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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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학거리는 약 1,200m~1,600m로 정하고 있으며 되도록 녹지공간에 근접하

게 계획하여 학교가 지역의 서비스 기관의 역할을 하고 또 지역 환경이 학교 

환경의 일부로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과천신도시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유치원과 고

등학교를 포함한 학교시설 배치계획이 통학거리, 

학교 면적 기준 뿐 아니라 교사와 오픈스페이스 

배치 원칙 등까지 보다 세밀하게 제시되었다. 또 

이러한 지침을 적용한 학교시설 배치계획도를 통

해 학교를 생활권의 주요 동선 상에 인접시킨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영동아파트지구의 학

교시설 배치 방식이 이후 과천에도 지속된 것으

로 판단된다. 

구

분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1971)

잠실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

(1974)

영동아파트개발지구 

기본계획

(1976)

과천도시

개발기본설계

(1979) 

시

설

기

준

초등학교

(500m)

초등학교 

(600-800m)

중학교 

(1200-1600m)

초등학교( 500-800m) 유치원시설(200-400m)

초등학교(400-800m)

중학교(800-1,200m)

고등학교(1,200~1,600m)

계

획

기

준

-인구에 기반하여 

수용인원 학급수 

산출 

-용지 규모 제시

-학교의 적정용지 

규모 제시

-학교별 통학거리에 

따른 배치기준 제시 

-되도록 녹지공간에 

근접하게 계획 

-보행 동선과 연계한 

학교시설(초등,중) 통합 

배치

-보행동선(보행자전용도

로)를 통해 이동 

-학교시설을 일상생활동

선 상에 인접 배치

-교육시설은 생활권단위

로 계획하되 유치거리를 

감안하여 배치

-교사의 배치, 오픈스페이

스의 배치 등 보다 세밀

한 학교시설 기준을 제시

계

획

개

념

- 주구 중심 배치 시설 간 통합 배치 주요 동선 인접 배치

표5-4 학교시설 계획의 비교 

그림5-6 학교시설 배치계획

(대한주택공사,1979,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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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업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은 상업시설이 주부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동

선 상에 배치되도록 하였다. 여의도계획이 상업시설을 전 주민에게 균등하게 

편이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배치하는 간단한 원칙을 제시한 이후, 

잠실지구계획은 상업시설이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린의 중심

에 위치하도록 제시한 방식에 비하여 보다 상세한 계획 기준이 제시되었다. 

이 원칙이 반영된 계획 예시도에는 개별 단지 입구에 상업시설이 배치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과천의 계획 역시 단지 입구에 상업시설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예시도를 통해 보행녹도가 위치한 개별 단지의 입구에 상업시설이 배

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1971)

잠실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

(1974)

영동아파트개발지구 

기본계획

(1976)

과천도시

개발기본설계

(1979) 

계

획

기

준

-적정한 장소 상

점 배치 

-전 주민에게 균

등하게 편이 제공

-근린 중심 배치

-상업시설이 커뮤

니티 역할을 수행

-주부의 일상생활동선 

상에 배치

-개별 단지 입구에 배치

-보행동선(녹도)가 위치

한 개별 단지 입구에 상

업시설 배치

계

획

개

념

일상생활동선 

인접 배치

보행동선(녹도) 

인접 배치

표5-5 상업시설 계획의 비교

③ 공공시설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은 공공시설을 주민 이용률이 높은 곳에 통합 배

치하되 녹도와 연계한 위치에 배치할 것을 권장하였다. 여의도지구계획은 하나

의 건물을 다목적으로 이용하여 공공시설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그쳤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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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지구계획에서는 근린의 중심에 공공시설을 배치할 것이 제안되었다. 이후 

과천계획에서도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과 유사한 공공시설 계획원칙들이 

다시 등장하는데 녹도 주변으로 공공시설을 집중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주

요 공원과 연결된 녹도에 인접 배치되도록 하였다. 

구

분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1971)

잠실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

(1974)

영동아파트개발지구 

기본계획

(1976)

과천도시

개발기본설계

(1979) 

계

획

기

준

-하나의 건물을 다

목적으로 이용하여 

공공시설을 조성

- 근린의 중심에 배

치

-보행로(녹도)와 연계

한 위치에 배치

-주민 이용률이 높은 

곳에 통합배치

-생활편익 시설을 보행로

(녹도)주변에 집중 배치

-도시공원을 연결하는 보

행자 전용도로와 연계

계

획

개

념

- 근린 중심 배치
보행로(녹도)와 

연계 배치

보행로(녹도)주변 

집중 배치

표5-6 공공시설 계획의 비교 

(2) 보행중심시설 통합 배치 계획 기준 제시 

생활편익시설의 배치 원칙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잠실지구종합

개발기본계획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여의도계획에서는 생활편익시설의 배치 

원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오픈스페이스가 단지 중심에 위치하도록 

권장하는 정도의 간단한 원칙을 설정하였다. 잠실지구에서는 근린주구 이론에 

기반하여 주거지 계획에 일정한 체계와 원칙을 부여하는 방식의 계획이 수립되

었다. 각 주구단위에서 설치해야 하는 시설들이 위계별로 나열되고, 설치 면적, 

배치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것이 잠실지구 종합개발계획이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

는 방식이었다. 생활권별로 별도의 초등학교, 수퍼마켓, 근린공원, 우체국, 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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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경로당 등으로 구성되는 커뮤니티 센터가 배치되도록 계획되었다. 센터의 

위치는 간선교통과 분리하여 주구 내 중심부에 배치된다. 선행연구들은 잠실계

획에서 제시한 기준의 영향으로 이후 노선상가 방식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으며 

각 가구들은 중앙에 상가와 학교를 구심점으로 하나의 공간 단위를 구성하게 되

었다고 평가하였다(최두호, 2007).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에서는 시설의 종류와 면적을 제시하는 기존 계

획 방식에서 보다 발전하여 시설들을 위계에 따라 체계화하고 배치 기준을 상

세하게 제시하였다. 여기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부분은 계획이 상세한 배치 기

준을 제시하게 된 배경이다. 영동아파트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도로 

등의 주요 기반시설들의 위치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

익시설의 양적인 확장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설

의 접근성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공공성이 특

히 강조되어야 하는 생활 편익시설과 공원녹지를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가정주부가 일평균 1회 이

상 이용하는 시설들은 지구 내에서 이용률이 높은 도로에 면하도록 권장하였

다.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이 도시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용한 

시설물의 주요 동선 상의 집중 배치 전략은 과천도시개발기본설계에서도 구체

적인 공간 계획 지침으로 반영되었다. 

그림5-7 주구 내 시설과 동선 연계 개념

(서울시, 1974, 50쪽) 

   
그림5-8 커뮤니티 센터 

(서울시, 1974,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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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9 초기 영동아파트지구

   
그림5-10 지구 생활동선과 

생활편익시설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에서는 단지 주 출입구변, 보행자 통로변, 공원 

주변으로 생활편익시설을 집중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이용률이 가장 높은 

동선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상업시설, 지구 중심시설들을 집중 배치할 것을 강

조하였다. 이 중 초등학교는 가장 상세한 배치기준이 제시된 시설로서 초등학

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해 통학할 수 있게 하였고, 위

치는 주구를 단위로 하는 블록의 중심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학

교시설들을 통합하여 보행 동선과 연계한 위치에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5-11 학교통합 배치위치 

지정(서울시, 1976, 35쪽)

  
그림5-12 반포고밀지구 내

학교와 상업시설 위치 

(3) 보행자 중심몰 계획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에서는 연계가 중요시 되는 몰의 개념을 주거지

에 적용하였다. 보행자 몰의 구성요소를 보행자 전용도로, 상업 및 관공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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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아파트군(단지), 학교, 근린공원, 어린이 놀이터로 설정하였다. 몰의 개념

을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 요소별 장소적 특징, 주요 역할과 장소를 연계하는 

방향등을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설명하였는데, 시설간의 용도가 상충되는 경우에

는 전용도로와 공원을 완충지대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공간 활

용 방안까지도 제시하였다. 

단독주택이 아닌 고층의 아파트가 집중된 영동아파트지구는 단순히 고층 고

밀화된 주거공간으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주거지의 생활공간 또한 입체적으로 

변화할 것을 목표하였다. 따라서 개발기본계획은 학교, 근린공원, 어린이 놀이

터, 상업 및 관공서시설 등의 생활편익시설이 보행자 전용도로, 보도, 아파트군

(단지)과 함께 보행자 몰을 형성하는 생활공간의 입체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보행자 몰은 적정 도보권이 되는 반경 500-800m 이내에 일용품 구매시설, 

초등학교, 공공시설,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등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

을 지원하며, 특히 보행자 몰을 형성하는 각 시설에 이르는 보도는 녹도로 연

결되어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가지며 커뮤니티 

의식을 향상시키게 된다. 기본계획에서는 보행자 몰을 구성하는 요소의 장소적 

특징, 주요 역할, 장소를 연계하는 방향 등을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

는데(그림36) 상업 및 관공서 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아파트군 등 시설 간의 

용도를 완충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와 공원을 적절히 연계하는 것을 배치의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과천계획에서도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개념도와 유사한 공공시

설 공간 구상 다이어그램이 등장하였다. 보행자전용도로를 중심으로 주구중심

(상업업무시설), 생활편익시설이 배치되도록 하고, 주거군 활동의 중심점들과 

다시 보행자전용도로로 연계되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주거지에 필요한 공공시설

은 4개의 근린주구 중심에 생활편의시설인 상가와 더불어 복합커뮤니티 개념의 

건물군으로 계획,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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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3 영동아파트지구 

보행자중심몰 다이어그램

(서울시,1976, 16쪽)

   
그림5-14 과천신도시 주거지구

기능배치도

(대한주택공사,1979,38쪽)

하지만 개발기본계획은 보행자몰의 공간 구성과 구성 요소들의 특성에 대해

서만 제시하였을 뿐 보행자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조성되어야 하

는지 구체적인 유형까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개발기본계획이 의도한 

보행자몰의 형태와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에 구현된 공간의 형태, 최종적으로 구

성된 공간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었다. 

영동아파트지구 1주구의 세부 계획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행자몰을 구현한 부분은 그림 20에서와 같이 1-3, 1-4주구이다. 

초기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에는 별도의 보행녹도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1-3, 

1-4주구는 강남고속터미널인 중심상업지역으로 향하는 현재의 잠원로 3길을 

보행 동선으로 설정하고 공원과 근린상업, 학교 등의 공공시설을 집중하였다. 

1-1주구는 주변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주구 내부를 연결하는 녹도체계를 

계획하였고, 1-5주구는 고속도로변의 경계부에 면해 있어 학교만을 중심부에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고시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에는(그림

5-15) 2가지 유형의 보행자 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5-7). 

유형1은 공원, 학교, 주구중심이 주요 동선이나 보행녹도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

이며, 유형2는 학교와 학교가 보행녹도에 연계 설치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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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5 반포 고밀지구 내 유형별 보행몰 조성 현황 

유형1 : 공원 + 학교 + 주구중심 유형2 : 학교 + 녹도 + 학교 

1-4 주구 상세계획(서울시, 1976, 77쪽) 1-5 주구 상세계획(서울시, 1976, 79쪽)

범례

표5-7 보행자 몰의 2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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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6 유형1 사례 

반원초등학교+근린공원+반원상가

(2019.05.06. 촬영)

   그림5-17 유형2 사례

신동초등학교+신동중학교 

(2019.05.06. 촬영)

5.1.3 교통계획 

(1) 세부 계획 내용 

영동아파트개발지구의 교통계획 또한 잠실지구와 유사하게 간선도로 및 고속

도로, 지구 간선도로, 지구 내 분산도로, 녹도 4가지 위계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녹도와 관련해서는 녹도의 폭, 배치 방식, 연계해야 하는 주요 시설 등 잠실지

구계획과 비교해 보다 상세한 계획 지침이 제시되었다.

위계에 따른 도로별 세부 조성방향은 표 5-8의 내용과 같다. 강변도로 및 

고속도로는 통과교통량이 많은 이들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내로의 

직접적인 진입은 배제하였고, 블록의 형태가 길어서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조도로를 두어 진입하도록 하였다. 아파트지구 각 블록 외부에 위치한 지구 

간선도로는 근린주구 개념을 바탕으로 단지 내 통과를 최대한 배제하고 단지의 

진입을 위한 교차점을 줄여 통행교통의 속도저하를 막도록 유도하였다. 

지구 내 도로는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 원칙을 강조하였는데 단지 내로 진입

한 교통이 단지 중간의 녹지대를 횡단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형 및 아파트 

배치형태에 따라 곡선을 적절하게 도입하여 보행자에게 경관적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또 보행자를 위한 공간인 녹도를 조성하고 초등학교, 상업시설 등 주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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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녹도의 주요 요소에 연계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제안하였고, 간선녹지 시

설은 아파트에 연결되도록 하여 보행자 중심의 공간을 형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도로의 종류 도로 조성 방향 

강변도로 및 

고속도로 

-통과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단지 내로의 직접적 진

입은 배제

-블록의 형태가 길어서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폭15m의 보조도로를 두어 진

입할 수 있도록 함. 

지구 간선도로 

-지구 간선도로의 단지 내 통과는 배제

-반포교 및 제3한강교로 연결되는 각 도로로부터의 단지 진입을 억제하여 통행

교통의 속도저하를 막고 교통사고를 방지함. 

지구 내 도로 

-각 간선도로에서 단지 내로 진입한 교통이 단지 중간의 녹지대를 횡단하지 않

도록 함

-지형 및 아파트 배치형태에 따라 곡선을 적절하게 도입하여 보행자에게 경관적 

변화를 주도록 함

-아파트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구 내 세도로를 적절히 배열하여 불

필요한 차량의 배회와 교통 혼잡을 억제함 

녹도

(보행전용도로)

-각 블록의 형태가 강변도로와 인접되어 있으므로 전용도로는 폭을 4-6m로 함

-각 블록과 평행으로 인접하여 배치함

-주구 중심시설은 녹도의 주요 요소에 두어 접근이 용이하게 함

-간선녹지 시설은 아파트에 연결되도록 하여 보행자가 우선되도록 함

표5-8 위계에 따른 도로별 세부 조성 방향 

(2) 계획 사례간의 비교 

여의도의 교통계획은 남북관통도로를 중심축으로 하여 상업업무지구, 주거지

구로 연결하는 동서방향으로 윤중제를 따라 도로를 계획하였다. 

그림5-18 여의도 도로계획

(서울시, 1971)

    
그림5-19 여의도시범단지 

보차분리(서울시,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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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여의도지구마스터플랜의 입체보행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단지 내

부는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분리되도록 계획되었다. 

잠실지구의 교통계획은 지역간선, 주구간선, 주구분산, 주구세로, 녹지 및 보

행로로 구분하여 도로의 위계를 갖추도록 계획하였다. 도로는 블록을 구분하는 

경계로 작동하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분리를 위하여 보행로를 통하여 각 

블록의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지만, 아직 보행로는 단지 내부에 정확한 위

치와 폭으로 계획되지 않고 개념도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그림5-20 잠실지구 도로계획

(서울시, 1974)

   그림5-21 도로기능에 따른 도로위계 

개념도(서울시, 1974)

과천도시개발기본계획은 3가지 위계의 간선도로, 2가지 위계의 지구 간선도

로, 2가지 위계의 자전거로 및 녹도를 계획하였다. 지구 내의 분산도로는 루프

형으로, 세가로는 보차분리를 위하여 쿨데삭으로 계획하였고, 녹도는 보행전용

도로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비록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여의도, 잠실지구에서부터 이미 등장하였던 보

행녹도, 보행전용도로의 개념이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는 블록 내부의 보행을 

연계하는 계획에 그쳤다면 영동아파트개발지구 계획에서는 보행녹도의 폭과 배

치는 물론 주요 시설과의 연계까지 계획내용이 구체화되었고, 이후 과천의 계

획에 이르러서는 차도에 의해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행전용도로가 차도와 

직교하는 부분에서는 서로를 입체 분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보차분리를 위

한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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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1971)

잠실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

(1974)

영동아파트개발지구 

기본계획

(1976)

과천도시

개발기본설계

(1979) 

시

설

위

계

-지역간선(동서)

-보행전용도로

-지역간선

-주구간선

-주구세로

-보행로(녹도형태)

-간선도로 및 고속도로

-지구간선

-지구내 도로

-보행로(녹도 형태의 보행

전용도로)

-간선가로

-지구가로

-자전거로 및 보행로(녹

도 형태의 보행전용도로)

계

획

기

준

-보행동선과 차

량동선의 분리

-보행동선과 차량동

선의 분리

-보행로를 통해 각 

블록을 연계 

-녹도의 폭(4-6m)

-녹도의 배치방식(각 블록

과 평행)

-간선녹지 시설은 아파트

에 연결되도록 하여 보행

자 우선을 강조

-전 지역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전

용도로 체계 확립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의 적극적 분리

-차도와 직교하는 부분

에서 보행전용도로를 입

체 분리 

계

획

개

념

보행동선 연결 보행동선 연결

표5-9 교통계획의 비교 

(3) 주변 단지와 연계를 위한 보행녹도 계획 지침 구체화  

영동아파트개발지구에서는 생활편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주변 단

지를 보행녹도로 연계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교통계획에서는 녹도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계획 지침이 설정되었으며, 녹도의 폭, 배치 방식, 연계해야 하는 

주요 시설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녹도(보행전용도로)는 토지구획정

리사업을 통해 이미 완성된 영동아파트지구의 도로구조에 새롭게 제안된 것으

로서 개발기본계획에서는 녹도를 보행전용도로의 형태로 제안하였으며 폭은 

4-6m로 각 블록과 평행으로 인접하여 배치하도록 설정하였다. 과천도시개발기

본설계는 도시 내의 분산도로는 루프형으로, 세가로는 보차분리를 위하여 쿨데

삭으로 계획하였다. 과천신도시는 보행전용도로를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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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과천신도시가 이전의 계획과 특징적으로 다른 것 중의 하나는 가구 사

이를 관통하는 이 보행전용도로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림5-22 과천 도로체계

(대한주택공사,1979, 68쪽)

   그림5-23 과천 입체 교차 예시도

(대한주택공사,1979,84쪽)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보행녹도, 보행전용도로의 개념은 비록 구체화되

지는 않았으나 여의도, 잠실지구에서부터 이미 그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하나의 

단지를 형성하는 블록 내부에서만 연계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영동아파

트개발지구 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된 계획기준이 설정되어 실제 공간으로 구체화

되기 시작되었다. 과천의 보행전용도로는 차도에 의해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차도와 직교하는 부분에서는 서로를 입체 분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보차분

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녹도의 형태와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중심시설과 인접

한 배치, 간선녹지시설과 아파트 단지와 연계를 통한 보행자 중심의 공간 형성 

등과 같이 간략한 설명으로만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계획에서 제시한 녹도의 

개념보다는 보행중심의 도로로 변형되어 조성되었다. 작은 단위의 단지가 산발

적으로 개발된 1-4, 1-5주구는 녹도의 변형된 형태가 잘 드러나는 지역이다. 

6m 도로의 경우(ⓐ, ⓑ) 한강변에서부터, 신동초등학교와 중학교, 잠원역 주구

중심, 고속터미널역으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보행 동선이 설정되어 있어, 등하교 

시간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학생들과 주부들의 이용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지구중심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보차혼용도로임에

도 불구하고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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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 ⓒ-3

표5-10 반포 고밀지구 내 조성 현황 

5.1.4 공원녹지계획 

(1) 세부 계획 내용 

공원녹지계획에서는 공원과 녹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체계화 하는 것과 공원녹지 공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의 두 가지로 목

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공간 계획 전략을 제안

하였다. 

첫째, 대부분이 새롭게 개발되는 신주택지이므로 지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단지계획적 측면에서 과감한 공원녹지 계획 수립을 유도하였다. 둘째, 보행 및 

차량통행 흐름의 중간에는 녹지대를 두어 각종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각 아파

트에서는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근접할 수 있는 위치에 공원, 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할 것을 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일상의 옥외생활이 자연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도를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먼저 근린공원은 상업시설과 함께 주민들의 커뮤니티 의식을 높여주는 역할

과 이질적 기능을 갖는 시설 간의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각 블록의 

중심부에 두어 주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학교나 상업시설 등 서로 다른 

기능의 공간이 지역 내에서 조화로운 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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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칙적으로 각 블록마다 1개소를 두는 것으로 하였으나 블록의 규모가 작을 

때는 2개 블록에 1개소를 배치할 것을 권장하였고, 인구 17,000명당 1개소의 

근린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어린이 공원은 5세-15세 정도의 아동

들이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치거리를 기준으로 배치할 것

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또 어린이 공원의 시설물들은 기능 및 성격에 따라 

유아, 유년, 소년공원을 따로 구분하여 배치하기 보다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물

을 한곳에 배치하여 다양성을 띠게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2) 계획 사례간의 비교 

영동아파트개발지구는 이미 완료된 단지구조로 인해 더 이상 녹지 공간의 양

적 확장이 불가한 점을 고려해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계획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녹지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블록 내 근린공원은 주

민들의 일상생활 동선상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향상시켜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

어지도록 제안하였다.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 등 유사한 성격의 시설은 한 

곳에 통합하여 배치하도록 제안하였다. 

여의도계획은 공원녹지를 5․16광장, 강변산책로, 아파트지구 내 오픈스페이

스, 근린공원으로 종류를 구분하여 계획하였고 공간조성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도록 하였다. 윤중제를 따라서는 녹지와 강변산책로를 계획하였고, 주거

지구에는 근린공원과 정원을 건축 밀도를 가정해서 도출한 공지면적에 기반하

여 계획하였다(김진희, 2011). 각 주거지구마다 어린이 놀이터와 공동정원을 포

함하는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남서울아파트단지계

획과 유사한 원칙이 반복 적용되어 단지의 중심에 근린공원 형태의 어린이놀이

터를 조성하도록 하였다. 

잠실지구 공원녹지계획은 공원의 성격에 따라서 위계를 설정하고, 위계별로 

시설의 종류와 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시설은 종류별로 유치거리, 수용인구, 

규모, 설치해야 하는 내부 시설의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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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4 잠실지구 녹지계통 형성 개념

(서울시, 1974, 10쪽)

   그림5-25 잠실지구 공원녹지계획

(대한주택공사, 1987, 27쪽)

과천도시개발기본설계는 주요 자연환경인 관악산과 청계산이 신도시 내부로 

연계될 수 있는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양재천 둔치를 녹지화 하

여 관악산, 청계산에 연계된 벨트형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였고, 보존 가치가 있

는 녹지나 경관 상 중요한 곳은 풍치지구나 경관보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시설 위계는 어린이놀이터, 아동공원, 근린공원, 지구공원, 운동공원, 

풍치공원, 자연공원으로 구분하였고 유치거리,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 등의 기준

이 제시되었으며, 영동아파트개발지구의 공원녹지계획과 유사하게 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는 배치 위치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시설의 특성에 따

라 대공원 등은 도시 관점의 간

선시설로 구분하고 지역 주민들

이 활용하는 시설들은 근린단위

로 설정하여 진입 및 접근 방식

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계획 원

칙을 제안하였다. 특이한 점은 

도시 전체의 공원녹지화를 목

표로 전체 오픈스페이스를 대

상으로 도시조경 종합계획 및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이

그림5-26 근린주구중심공간 예시

(대한주택공사,1987, 48쪽)



118

에 따라 세부 블록별로 건축물과 조경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

인 배치 계획을 통해 제시하였다.

구

분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1971)

잠실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

(1974)

영동아파트개발지구 

기본계획

(1976)

과천도시

개발기본설계

(1979) 

시

설

위

계

5․16광장, 

강변산책로, 

아파트지구 내 

오픈스페이스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공원(호수)

고수부지

강변녹지

운동공원

(올림픽공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도로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공원

근린공원

지구공원

운동공원

풍치공원

자연공원

계

획

기

준

-각 주거지구마

다 어린이 놀이

터, 공동정원을 

포함하는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 설

치  

-지역적 특성 고

려 : 윤중제 주변

은 녹지와 강변산

책로 조성, 주거

지구에는 근린공

원과 정원 조성  

① 녹지위계의 구상

② 각 위계별 시설

기준 제시 

- 어린이 놀이터 

300m 이내 

2,000-5,000인 주

민 대상 500평 

- 근린공원 각 주구 

1개소씩 600m 이내 

거리 2000평 규모

① 녹지공간의 효율적 이

용 : 주민들의 일상생활 

동선상에 배치하여 접근성 

향상 

② 유사한 성격의 시설 통

합 배치 : 어린이 놀이터

와 어린이 공원 등 기능 

및 성격에 따라 각 시설물

을 한곳에 배치

계획 목표 설정 

① 기존 자연환경을 근

간으로 하는 OPEN 

SPACE 구성

② 관악산, 청계산에 연

계된 벨트형 오픈스페이

스 계획

③ 풍치지구, 경관보전

지구의 지정

세부 기준 

유치간격, 시설배치, 공

간 활용 

계

획

개

념

위계별 시설 기준 

제시

시설 위계 체계화 

시설간 통합 배치
주변 환경과 연계

표5-11 공원녹지계획의 비교 

(3)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한 배치 기준 제시 

영동아파트지구의 공원녹지 시설 또한 생활편익시설과 동일하게 공간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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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활용을 위하여 주요 시설별 설치 기준과 함께 공원녹지 공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음의 전략을 함께 제시하였다. 

첫째, 공원녹지 공간은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원을 조

성할 때에는 인근 주거지의 놀이시설과 조경 공간 현황, 어린이 동선과 하교 이

후 어린이들의 시설 활용성을 함께 반영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어린이 공원의 공간구성 방식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림5-27과 같이 어린이 공원

이 없는 인접 주거지와의 관계, 방과 후 초등학교 시설의 이용과 같은 어린이 

동선과 활동 등을 고려해 공간의 효율성을 살리는 공간구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5-27 연접 주거지와 학교 시설, 어린이 활동을 고려한 시설 조성 방향 

다이어그램 (서울시, 1976, 44쪽) 

둘째, 유사한 성격의 시설은 통합하여 배치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어린이놀

이터는 개별 단지 내부에 조성되는 공간들로 통합 배치 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계획 원칙의 제시는 기존의 완결된 도시구조의 한계로 

인하여 양적인 녹지 공간의 확장이 불가한 점, 향후 민간 단지들이 개별적으로 

단지를 개발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통합된 공원녹지 시설을 주요 보행자 동선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녹지대 선상에 각종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각 아파트에

서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공원, 어린이 공원에 근접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을 

체계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공원녹지공간과 편익시설물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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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각 시설간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각 시설물들

은 주요 동선에 인접하여 배치하도록 계획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보행녹도를 

통하여 지구 내의 시설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지침을 제시하였다. 

과천에서는 보다 발전하여 시설간의 연결을 넘어서 광역 차원의 연계로 확장

되기 시작한다. 과천에서는 주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

하여 단지와 주변이 연결되는 방안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는데, 이는 연계의 

대상이 주변 자연 환경으로 확장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계획 내용에 반영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에서는 공원 녹지 시설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데 치중하였을 뿐 공원의 위치, 구성방안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 내

용을 제안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한신공영개발이 표5-13과 같이 서울시에 개별

적으로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서울시 내부 검토 등의 행정절차 등에 의해서 위치의 변경이 이루어졌

을 뿐, 통합 시설 배치 전략은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설

명하는 방식으로만 제시된 단지 내부의 오픈 스페이스 통합 배치 원칙은 상대

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변경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보행체계를 중심으로 근린공원을 배치하고 초등학교, 근린주구와 공원과 통합 배치

출처 : 좌 네이버 위성지도 우 2019.05.06. 촬영

표5-12 공원 주변 공공시설, 생활편익시설이 연계된 반원상가, 반원초등학교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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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
(서울시, 1976)

2.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과-1875)

3. 사업계획 변경 요청문서
(구정432.4:서울시 

내부결제문서)

4. 변경전 아파트지구기본계획
(도시관리과-1875)

5. 변경후 아파트지구기본계획
(도시관리과-1875)

6. 변경전 단지별 개발계획
(도시관리과-1875)

7. 변경후 단지별 개발계획
(도시관리과-1875)

표5-13 영동아파트지구 1-1주구 공원녹지계획 변경과정 



122

(4) 도로 공원 제안  

영동아파트지구에는 공원녹지의 한 종류로 도로공원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도로공원(Parkway)은 강변도로, 고속도로변, 간선도로, 지구 내 세가로, 주차장 

주변에 경관형 녹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형태의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

안으로 고안되었다. 도로공원의 조성 방향은 표16과 같이 도로 위계에 따라 기

능을 별도로 부여하는 형식으로 설정되었다. 강변도로와 고속도로의 경우 용지

가 도로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방음벽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기

능과 경관구성을 요구하였고, 간선도로는 도심과 연결되는 주요도로로서의 역할

을 고려할 것을, 지구 내 세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형태와 각 시설과 연계 및 

수종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구분 조성방향 

강변

도로 

강변도로의 가로수는 강변공원의 경관을 조성하는 동시에 방풍림대의 역할을 한다.

본 지구의 대부분은 아파트 용지가 강변도로보다 낮으므로 방음 및 경관구성을 고려하

여 가능한 수림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고속

도로변 

차량통행이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특히 소음방지에 효과가 있는 나무를 

식재한다. 

간선

도로

전 계통을 도심에 연계시키도록 하며 주요도로도 연결적인 도로공원을 조성하며 가급

적 자연적 양식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지구 내 

세도로 

이는 보행자 위주의 도로이므로 직선적인 형태보다는 곡선을 과감히 도입하여 각 어린

이 놀이터, 근린공원 및 학교, 쇼핑시설, 초등학교와 연결되도록 하며 부분적으로 도로 

수종에 변화를 부여한다. 

주차장 각 차량은 나무 밑에 주차시켜 차를 보호하고 인접도와 분리시킨다. 

표5-14 도로 위계별 도로공원 조성 방향 

이와 같은 도로공원의 개념이 실행된 도로는 올림픽대로변의 완충형 도로공

원과 지구 내 세도로인 잠원로 3길이다. 올림픽대로변의 완충형 도로공원은 표

12의 단면 예시도와 같이 강변도로–차단녹지–아파트 진입도로–아파트 단지의 

구성을 가지도록 제시되었는데 특히 아파트 진입도로 확보를 통해 강변도로의 

소음을 완화시키고 단지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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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도로에 면한 모든 단지들은 강변도로변으로 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차

단녹지–아파트 진입도로의 켜를 형성하였다. 실제 신반포 2차에 조성된 차단녹

지는 녹음이 풍부하여 경관적인 측면에서 양호하며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벽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완충형 도로공원은 단지 내 차량의 증가로 주차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진입도로와 면해 있다는 점, 접근이 쉽지 않은 지구 끝

단에 위치한 점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공원을 역할보다는 완충녹지에 가까운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반포2차 2019.05.06. 촬영 완충형 도로공원 단면 예시도(서울시, 1976, 45쪽)

표5-15 올림픽대로변 완충형 도로공원 현황과 단면 

지구 내 세도로인 잠원로3길은 20m 도로로 3주구의 주구중심인 잠원역, 2주

구의 주구중심, 지구 중심인 고속터미널역을 연결하는 고밀지구의 중심 생활 

동선이다. 특히 잠원로3길은 근린공원, 학교, 단지 내 상가 등이 계획되어 주민

들의 보행 이동이 많은 가로로 중심부에 조성된 연속적 수목대는 경관 측면에

서도, 보행자의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잠원로3길 2019.05.06. 촬영 잠원로 3길 단면

표5-16 공원 주변 공공시설, 생활편익시설 설치 규정이 적용된 잠원로 3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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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주거지 경관 관리 필요성 제시 

1970년대 우리나라 도시계획에는 경관관리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시

기였다. 초기 도시계획의 경관관리의 개념은 도심부의 중심성을 강조하기 위한 

고층건물군의 형성이었다. 중심업무지구가 포함된 여의도지구와 잠실지구 종합

개발계획에는 이러한 초기 경관관리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잠실지구 종합개발

계획의 경우 상업업무지역에 대하여 고밀한 분위기 형성 위하여 고층, 고밀 개

발을 전제로 초고층 건물을 지어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외부지역에서 시각적으로 중심부 초고층 건물들을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계를 확보하는 정도로만 간단하게 내용이 언급되었다.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경관관리의 필요성을 언급

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는 신규 주거지로서 영동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

법으로서 랜드마크 조성이다. 주민들이 영동지구가 새롭게 조성된 주거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부 고층 건물을 집단화하여 입체적인 공간이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는 동일한 형태의 아파트가 연속적으로 건설되는 것

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이다. 이에 두 가지의 전략을 제

시하였다. 먼저, 주변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 조성과 스카이라인을 설정하였다. 

주변 자연과의 조화로운 경관 형성에서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대상으로 남산

과 한강, 강변의 고속도로, 주변의 자연 환경을 우선 설정하였다. 남산과 한강

을 고려하여 파노라믹하고 경쾌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하도록 유도하였다. 조경지

역과의 일체감 있는 변화를 주기 위하여 강변에는 주로 고층 아파트를 배치하

고 지구 내부는 저밀 아파트를 배치하도록 하여 단지내부를 아늑하게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관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녹지에서 경관을 함께 다루었다. 

과천도시개발기본설계에서는 경관에 대한 내용이 지구별 종합배치 구상에서 

다루어졌다.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공간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결절점에는 상징적인 공간을 형성하도록 명시되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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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늘날 건축물의 높이 관리 체계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 내용이 등장하지는 

않았다. 

그림5-28 영동지구 스카이라인 : 남산과 한강변과의 관계 설정(서울시, 1976, 41쪽)

그림5-29 과천 스카이라인 예시도면 :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강조

(대한주택공사, 1979, 36쪽)

구

분

잠실지구종합개발

기본계획

(1974)

잠실지구종합개발

기본계획

(1974)

영동아파트개발지구 

기본계획

(1976)

과천도시

개발기본설계

(1979) 

목

표
도시다움의 추구 

전체적인 구성에 

부합되는 미적요소 부여

자연환경과 조화된 

전원적 도시 환경의 

주거형 도시

계

획 

기

준

개발목표 개발목표 공원녹지계획 오픈스페이스계획

- 입체적 공간구성

으로서 도시경관으

로서의 랜드마크

(부도심으로서의 

상징성 부여)

- 입체적 공간구성

으로서 도시경관으

로서의 랜드마크

(부도심으로서의 

상징성 부여)

① 주변 자연 환경과의 

조화로운 경관 조성 

남산, 한강을 주요 경관 

고려 요소로 설정 

② 안정감 있는 내부공간 

형성 

강변은 높고 내부는 낮아

지는 스카이 라인 형성 

-도시조형 및 이미지 : 

도시 진입로 변 방풍림

을 조성하여 겨울철 냉

풍 차단 및 도시의 위요

감 형성 

-결절점 및 분기점에 상

징적 구조물 설치로 랜

드마크 조성

-관악산 일대 녹지대 형

성, 양재천 둔치변 정비 

및 하천 공간의 녹지화 

개

념

주변 환경과 조화 도시 이미지 형성

결절점 상징성 부여 

표5-17 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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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주거동계획  

(1) 세부 계획 내용 

주거동계획에서는 아파트 배치 원칙과 기본 형태, 아파트의 평면, 아파트 건축

양식 및 의장 관련 요소가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우선 아파트 배치 원칙과 기본 

형태는 획일적인 건축물의 단순 반복을 막고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 주

민들의 커뮤니티 형성에도 효과적일 수 있도록 건축물을 그룹화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단지 내부 차량 동선과의 관계, 외부 녹지 공간 조성방식에 따

라 표5-18과 같이 총 4가지 유형이 검토되었다. 

구분 장점 단점

유형 1

-밀도 제고에 이상적이며 토

지이용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음 

-각 동에 고른 일조와 통풍이 

가능함

-변화성의 결여로 지루함을 줄 

수 있음

-대규모 단지일 경우 레지빌리

티의 결여로 혼란을 줄 수 있음

유형 2

-쿨드삭에 의해 보차분리가 

용이함

-연속적 배치로 효율성이 높

은 공간을 형성할 수 있음

-향에 대한 난점이 있어 인동간

격에 의한 보완이 필요함

유형 3

-어린이 놀이터의 보호와 감

시가 용이함

-주차시설의 확보가 용이하고 

배치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음

-대지형태의 영향을 많이 받음

-토지이용률이 낮아 고층으로 

계획되어야 함

유형 4 

-주어진 단지의 형태에 가장 

잘 적응됨

-물리적 제약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음

-보차분리 문제가 소홀히 취급

될 수 있음

-정적인 공간형성이 곤란함

표5-18 아파트 배치유형별 장단점 비교 분석(서울시, 1976, 58~59쪽 내용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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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은 단순한 평형배치로 인해 단조로워질 수 있는 공간 구성을 극복할 

수 있는 소극적인 공간 구성 방식이다. 도로를 중심으로 양변에 일직선, 사선 

혹은 요철형으로 아파트를 배치하여 차와 사람의 동선을 같이 취급하는 방법으

로 비교적 차의 통행이 적은 경우에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밀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이상적이며 인동간격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일조, 통풍에 최대의 이

점이 있지만 대규모 단지일 경우 레지빌리티(legibility)의 결여로 사람에게 혼란

을 줄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공간형성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유형2는 각 동이 쿨드삭에 의해 진입되는 형태로 보차분리가 최대한 이루어

질 수 있는 형태이다. 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인동간격이 이를 보완할 수 있고, 특히 단지의 모양이 길 때 연속적인 

배치로 효율성 높은 공간을 형성할 수 있으며 공간에 대한 소유의식도 어느 정

도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유형3은 주된 간선도로로부터 독립된 중층아파트를 배치할 때 사용될 수 있는 

형태이다. 중앙부를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할 경우 보호, 감시가 용이할 뿐 아니

라 성인의 접촉 장소로서도 이용될 수 있어 근린주구 형성의 기초가 확실히 될 

수 있으며 제한되는 도로 이용으로 노변주차가 쉽게 이루어지는 점을 강조하였

다. 또 대지 형태에 많은 영향을 받고 토지 이용률은 낮은 편이나 향에 대한 문

제는 중앙부의 충분한 공간으로 인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유형4는 단지 형태에 따라 가장 잘 적응될 수 있는 아파트 배치형태로 물리

적 장애에 대응해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고자 할 때 적절히 적용하면 주위 환경

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반면 향이나 보차분리 문제가 소홀히 취급될 수 있고 정

적인 공간 형성에도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개발기본계획은 아파트 배치 원칙과 배치 유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방식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획일적인 

건축물의 반복을 막고 다양한 공간을 형성하고자 한 건축계획의 의도는 구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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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다. 일례로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은 남북 

방향의 일자형 배치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외부공간이 조성되는 배치형태 유형

을 적용하였으나, 영동지구 1-1주구의 경우 일자형 배치계획을 담은 단지배치

도가 그대로 승인되어 최종적으로는 일자형 배치의 아파트가 준공되었다. 

일자형 배치가 아닌 다양한 방식의 아파트 배치유형은 80년대 이후 개발되

기 시작한 2, 3주구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개발기본계획의 

계획의도가 반영된 성과라기보다는 민간 개발자들이 각자 취득한 대지 형상에 

적합한 배치 유형을 별도로 적용하여 개발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영동아파트 1-1 주구 

(서울시, 1976)

변경전 단지별 개발계획

(도시관리과-1875)

변경후 단지별 개발계획

(도시관리과-1875)

반포 경남, 신반포 3차의 일자형 배치

(자료:네이버위성지도)

표5-19 민간 개발사 사업 변경 계획에 따른 아파트 배치 변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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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본계획 건축계획은 아파트 평면과 관련해 가구당 적정 주거면적과 평

형대별 평면 예시를 제시하였다. 당시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에서는 대한주택

공사형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공기법과 평면 등을 구상하고 있었

고 이를 위해 1975년에는 기존에 개발된 아파트 단지 현황 조사와 거주 주민

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20). 

설문조사 결과와 장래 호당 주거면적의 증가를 감안한 평면 구상에 근거하여 

개발기본계획에서는 영동아파트지구 공동주택 단지의 적정 주거면적을 20-29

평형 정도로 계획하였다. 

20) 1958년에서 1973년 사이에 서울특별시, 대한주택공사, 민간건설사가 건축한 아파트단지 60

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별로 11세대의 가구당 주거면적, 주거면적과 월 생활비, 가장의 연령, 주

거면적과 가장의 연령, 주거면적과 생활공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주구와 3주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배치 방식 등장(우:네이버위성지도)

표5-20 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개발 가능 평면 예시(서울시, 1976, 6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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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파트 색채는 우리나라의 전통색에 대한 친밀감을 고려해 강렬한 원색 

대신 혼합된 부드러운 색을 쓸 것을 강조하였고, 건축양식은 동남향의 창이 많

을 수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되 발코니는 동남향의 일광 및 통풍을 필요로 하는 

것과 서북향의 서비스 공간에 부합한 것을 구분하여 디자인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건축 양식 및 의장의 원칙 또한 최종적으로 

완성된 반포 고밀아파트지구에서는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반포고밀지구에서 

사업을 가장 많이 진행한 한신공영개발이 1980년대 개발한 신반포 3차, 4차, 7

차 등은 발코니 쪽으로 유사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고 단지별로 색채만 다르

게 적용하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통일된 외관을 추구하였다. 

신반포3차(한신공영) 신반포4차(한신공영) 한신7차아파트(한신공영)

표5-21 반포고밀지구 내 한신공영 개발 단지의 유사 입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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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 사례간의 비교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에서는 별도의 장을 통해 대지 및 건축규모, 건물 

배치, 외부공간과 건축물과의 관계 설정 등을 설명하였다. 건축계획에서는 아파

트 배치 원칙과 기본 형태, 가구별 주거형태, 주거면적과 생활공간, 아파트 평면 

예시, 양식 및 의장 관련 요소로 구분하여 주거동의 계획 방향이 제시되었다. 

여의도지구와 잠실지구의 건축계획은 주로 상업용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의도 지구의 상업용지는 현대적인 도시의 분위기를 고층건물 건설 등 토지의 

고도 이용에 의해 형성하기 위하여, 건축면적, 평균 용적률, 높이 기준 제시를 

통하여 고층, 고밀 개발을 유도하였다.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밀도뿐만이 아

니라 형태, 기능, 배치 원칙 등을 제안하였다. 잠실 지구의 상업용지 또한 용지

에 대한 상세한 건축계획 기준이 제시되었다. 건축물의 용도, 배치 및 형태, 동

선 등 건축차원의 상세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두 지구 모두 주거동에 

대해서는 주거형식의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과천신도시는 행정기능지원도시를 목표로 한 계획도시로 주택용지 뿐만 아니

라 정부청사용지, 중심상업용지, 연립주택용지 등의 토지이용이 함께 적용되었

다. 이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건축적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중심상업용지와 주

구중심은 각 필지별로 상세한 건축 배치계획까지 제안하였다. 

주거동 계획의 경우 주동

을 배치하는 원칙을 단지의 

위치 특성에 따라 정리하였

는데 정부청사 진입로 변은 

미관을 고려하여 건물을 직

각으로 배치함으로써 오픈 

스페이스화 함과 동시에 외

부로부터의 개방성을 확보
그림5-30 종합배치계획도

(대한주택공사,1979,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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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였다. 또 도시 중앙부는 15층의 고층아파트, 주변은 2~5층의 저

층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 배치하여 시각축, 랜드마크 등의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거동 배치와 관련해서도 상업지역이나 업무지역의 건축물 배치 기준과 유

사한 수준의 상세한 계획 기준을 제시하였다. 2개의 건축물을 서로 90°가 되

도록 배치하여 단순한 공간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건물 간의 각을 둔

각으로 배치하는 경우 건물들이 서로 연속되고 동시에 둘러싸인 공간으로 조성

할 것을 명시하였다.

구

분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1971)

잠실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

(1974)

영동아파트개발지구 

기본계획

(1976)

과천도시

개발기본설계

(1979) 

목

표 
주거형식의 다양성 

건물의 그룹화 

입면 관리 

단지 특성별 

배치 개념 제시

계

획

기

준

① 주거동 배치 원칙 제시 

② 생활 기준에 따른 면적 

산정 방식과 평면 예시안 

제시 

③ 주거동의 건축 양식과 

입면 관리 방안 마련 

① 주거동 배치 기준 제

시 

: 도시 중앙부는 고층아

파트, 저층아파트 및 연

립으로 배치

② 건축 양식, 입면, 지

붕 계획 기준 마련 

계

획

개

념

일자형 배치 중정형 배치 주거동 배치 다양화 일자형 혼합배치

표5-22 주거동계획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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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체적 건축계획 검토와 입면 양식 가이드라인 제시 

1960년대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은 도로배치, 주거용지 조성, 공공시

설 배치, 용도지역 지정 등 평면적인 계획이 주를 이루었다. 1970년에는 기존

의 평면적인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체적 검토가 시도되었다. 여의도

와 잠실지구의 입체적인 건축계획에 대한 검토는 주로 상업지역의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주거지역에도 입체적인 

건축계획에 대한 검토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있다. 특히,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외관요소의 미적인 부분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당시 계획가에게 동일한 형태와 입면의 건물군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중요한 계획과제였음을 기본계획의 필요성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건축적 양식과 입면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일

미, 형태미, 조화미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색채, 건축 양식, 발코니 공법 및 

외부 창호에 대한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과천신도시에서도 주거지역에까지 다양한 유형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중심상업용지와 주구중심은 상세한 각 필지별로 상세한 건축 배치계획까지 제

안하였다. 주거용지의 경우 주동을 배치하는 원칙을 단지의 위치 특성에 따라 

정리하였다. 단독 연립 중층 및 고층 아파트 등의 주택유형과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소득계층혼합과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단

지의 생태적인 여건과 지형을 고려한 단면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하였다. 

그림5-31 단지의 생태적 여건을 고려한 단면계획 예시(대한주택공사,1979,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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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계획 차원의 의의 

(1) 계획의 특성과 영향 

5.1에서는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계획적 시도들과 아파트지구 제도 

이전의 대규모 주거지개발계획과 이후의 계획이 갖는 연관성 및 영향관계를 주

요 사료와 도면의 분석, 현장 관찰을 통해 파악하였다. 각각의 계획사례는 4장

에서 도출한 근린주구, 생활편익시설, 교통, 공원녹지, 주거동 계획의 5가지 분

석 항목에 따라 비교 분석되었으며, 분석 결과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특성과 영향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한국의 공동주택의 밀도체계와 커뮤니티 특성을 감안하여 근린주구의 

중심을 상업시설로 계획할 것을 제안하였다. 당시 계획가들은 잠실지구에 적용

된 근린주구이론을 영동아파트지구에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영동아

파트지구가 근린주구이론과 달리 고층, 고밀의 주거지로 조성된다는 점과 초등

학교가 성인의 커뮤니티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한국적 특성을 고려

하여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에서는 주구중심을 기존의 초등학교에서 상업

시설로 계획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둘째, 보행중심시설 통합 배치 계획 기준을 제시하였고, 보행자 중심몰을 주

거지 계획에 적용하였다. 이는 확정된 도로체계와 공공시설 용지 면적으로 생

활편익시설과 공원녹지시설의 양적 확장이 불가능했던 영동아파트지구가 생활

편익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세운 전략이었다. 보행중

심시설 통합 배치 전략의 가장 큰 영향은 근린주구 이론에 기반 하여 그동안 

주구의 한 가운데에 두었던 시설들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일상생활동선상

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 계획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또 이 기준은 이후 

과천신도시개발계획에서 학교와 시설을 보행자 동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에서 강

과 주변 자연을 연결하는 보행동선체계를 우선 설정하고 이 동선체계를 중심으

로 생활편익시설들을 배치하는 계획 기준으로 진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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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보행녹도를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지침을 

제시하였다. 보행녹도 혹은 보행자전용도로의 개념은 이전 계획에서도 등장하였

지만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에만 그쳤던 반면.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은 생

활편익시설과 마찬가지로 양적 확장이 불가능한 단지 조건에서 공원녹지를 확

보하고자 교통계획 중 하나로 보행녹도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 시기 보행녹도 

계획지침은 이후 과천신도시에서는 보행녹도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의 처리방안 

등 보다 세부적인 계획 형태로 발전되었다. 

넷째, 공원녹지계획에서는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주거지 경관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특성이다. 계획가들은 동일한 형태의 건물이 대

규모 지역에 반복되면서 생기게 될 아파트지구 경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의 조성과 새로운 주거지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형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미개발지역에 조성된 과천신도시 또한 공원녹지계획에서 주변 자연 환

경과 조화로운 주거지 경관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과천신도시는 주변

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영동아파트지구와 같이 새로운 주거지를 상징하는 스

카이라인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는 아니었지만, 스카이라인 설정 방식과 

유사한 다이어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이 경관 관리 

방안을 설명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동 계획에서는 입체적 건축계획 검토와 입면 양식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였다. 이는 동일한 형태의 건물이 대규모 지역에 연속적으로 나타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계획 방향과 동일

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그동안 상업지역 건축물에 상징적인 경

관을 조성하기 위해 검토되었던 건축물의 입체적 계획과 지침 부여가 영동아파

트종합개발계획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단지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주거지 형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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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2 계획분야별 영동아파트지구동합개발계획의 계획적 시도

(2) 계획 차원의 의의 

① 공동주택 중심의 한국 맥락에 부합하는 주거단지 계획의 틀 제안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계획차원의 첫 번째 의의는 고층, 고밀의 공

동주택이 중심이 되는 한국의 주거단지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의 기본 원칙과 틀

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페리의 근린주구이론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존의 

주거지 공간구조를 계획가의 의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계획된 형태로 탈바꿈시

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이지은, 2019). 제시된 개념과 계획 원칙은 그대

로 활용되거나 지역의 상황에 맞춰 변용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밀의 인

구밀도를 근린의 단위로 설정하고 개별 단위별로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와 

면적을 일정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잠실지구에 최초로 적용되었다. 

이후 수립된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은 단순히 근린주구이론에 입각한 

계획원리의 적용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고밀 고층 아파트 중심의 생활권 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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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틀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최근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

하여 보행친화환경, 가족친화환경 등의 주요 계획 개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생활가로의 초기 형태를 제안하였으며, 단지간의 연계를 위하여 근린주구 

중심시설들의 배치 기준을 주민들의 주요 보행 동선 상에 위치하도록 제안하였

다. 이후 과천신도시개발계획에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연계나 전체 지구를 연계

하는 도시차원의 동선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한 계획 개념과 용어, 다이어그램

을 통해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영동아파트지구

(서울시, 1976)

과천신도시

(대한주택공사,

1979)

목동단지

(공동주택연구회, 

1997)

분당신도시

(공동주택연구회, 

1997)

표5-23 공동주택 중심 생활권 계획 모형들 

또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은 주거단지계획이 다루어야 하는 요소를 5가

지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기존의 여의도지구와 잠실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작성된 종합개발계획은 전체 토지이용계획의 하위 항목으로 주거용지계획을 설

명하였으나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은 종합개발계획이 다루고 있는 전체 

요소들을 모두 적용하여 공동주택이 중심이 되는 주거지역을 근린주구계획, 생

활편익시설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주거동 계획으로 설정하는 틀을 제시

하였다. 이 요소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1979)에 계획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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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물론이고 계획 분야에 반영되어 이후 등장하는 주거단지계획의 기본 틀로 

작동하였다. 

구분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

(서울시, 1976)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서울시, 1976)

계획

원칙

1. 효율적인 공간 구성의 창출

토지이용 고도화, 오픈 스페이스 보존

2. 생활 환경 개선 

근린주구의 정립, 효율적 공간이용, 

생활환경 보호, 미적 요소 부여 

3. 사업계획의 합리화 

조속한 아파트지구 건설, 공공의 선제적 개

발로 민간개발자를 적극적으로 유도 

1. 토지이용의 고도화

2.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3. 도시경관의 제고

4. 근린주구체계의 확립

5. 동선․녹지․공공시설․공급처리체계의 극대

화

6. 일조․통풍․사생활권보호, 공해방지 등을 

고려한 생활환경의 향상

7. 지구의 조속한 개발유도

계획 

분야 

1. 지구의 현황도

2. 종합개념도

근린주구계획

공원녹지계획
3. 토지이용계획도

교통계획 4. 가로망계획도

주거동계획 5. 건축규제계획

생활편익시설계획 6. 주구 및 지구중심계획도

7. 공급처리 시설계획도

8. 기존 건축물의 처리계획

9. 개발사업의 시행계획

표5-24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1979) 

       세부 내용의 비교 

② 일상생활 동선 중심의 시설 배치 기준 제시 

최근 공동주택 단지계획에서는 아파트 단지와 도시공간이 단절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활가로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활가로란 기

존의 아파트단지가 가지고 있는 단지 중심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주거단지

계획에서 가로를 주요 공공공간으로 인식하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조성한 것을 말한다. 생활가로는 그 개념이 도입된 2000년 이후21) 주거단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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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계 및 뉴타운 계획안 설계 지침 등을 통해 단지계획의 주요한 대상으로 발

전해왔다(유해연 외, 2005).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 초기 생활가로의 개념을 한강 맨션과 남서

울아파트단지의 노선상가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대단위 주거지 계획이 본격적

으로 수립되기 이전에 개발된 한강 맨션과 남서울아파트단지에서는 도시계획적

으로 생활가로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용된 개념을 도출해 내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취지로 도시주거단지에 특히 대규모 주거단지에 일상생활 공간

이라는 개념이 적용된 가로공간이 요구되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에는 적

절한 사례가 아니다. 

계획가들이 왜 노선상가를 제안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보고서와 공공문서

는 남아있지 않으나 당시의 계획 상황을 설명하는 선행연구들(이상헌, 2018)은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가로변 아파트의 저층부 노선상가를 서양에서 발전된 

도시건축의 전형인 주상복합건축물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특

히 남서울아파트단지계획에 의해 노선상가가 설치된 신반포로는 계획 당시에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과의 연결보다는 단지 내부의 중심 

서비스 도로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노선상가는 주민들

을 위한 생활편익시설들의 종류와 면적, 배치 기준 등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계획가들이 당시 도시공간의 맥락을 고려하여 일종의 건축적 시도로서 보는 것

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반면에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은 영동아파트지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 

맥락이자 한계점인 기반시설의 양적인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행 중심의 시설들을 집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동네 환경 조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초기의 근린주구이론에 기반한 계획

들이 주로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반면, 영

21) 유해연(2005)은 우리나라의 생활가로의 개념적 시작을 용인 신갈지구의 새천년 주거단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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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은 보행을 통해 동네를 이용하는 주부들의 생활방식

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일부 연구자들은 2000년대 이후 등장한 목동신시가지와 같은 단지계획

에서부터 생활가로의 시도와 그 취지를 찾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

과 보행 중심의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보행자 중심

몰과 보행녹도 계획 지침을 제시한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시도는 생활

가로의 조성 측면에서 다시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주거지 경관 계획의 도입과 적용 

1970년대는 대량의 아파트 공급에 의해 형성된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주거지 

경관이 갖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시기이

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은 주거지 경관 관리 방안을 

기존의 토지이용차원의 지침에서 발전하여 3차원적인 도시설계 차원의 검토와 

지침을 제안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필지별 구체적인 건축물 계획의 방향성을 

담은 건축계획을 시도하였고 특히 아파트 주거동의 평면적 계획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입체적 차원에서의 건축계획을 시도하였다. 

또한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은 새로운 주거단지라는 상징적인 이미지와 

도시의 미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배치계획에서는 연속적인 주거동 배

치를 금지하였고, 건축계획에서는 입면의 양식, 색채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공원녹지계획에서는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이라는 기

준을 제시하였다. 이 세 가지 방향의 계획 요소 설정 방식은 과천신도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아파트지구’에 적용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이 세 가지 

관점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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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근거법 삭제 이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작동 양상

5.2에서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중단 이후에도 아파트재건축 과정에서 지속적

으로 적용되고 있는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의 작동양상과 특성을 종합해 법제도의 

실행 차원에서는 현재도 유효한 아파트지구계획의 의미와 가치를 도출한다.

5.2.1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관리 방식 

(1)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사업

1999년 ‘주택건설촉진법’ 제23조의 개정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위임되었다. 서울시는 2000년에 ‘서울특

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과 수립절차를 정비하였다. 

2002년에는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의 주민들을 위하여 당시 

아파트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참고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의 주민은 당해 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당해 지구에서 최초로 제안을 하는 자는 지구 전체의 토지이용계획과 공공시설 

배치계획 등 공공분야계획안을 함께 제안하도록 개정하였다.22) 2003년 ‘아파트

지구’가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삭제된 이후에

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주택법’부칙, 자치단체 조례(‘서울시 아파트지

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 부칙으로 유지·관리 되어 왔다. 

22)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

[시행 2002.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3957호, 2002. 1. 5.,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아파트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일반주

거지역의 종을 세분하도록 한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종 세분

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자치구에 시달(2001.6.23)하여 종 세분을 추진하고 있는 등 지속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정책의 전환에 따라 아파트지구안에서도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이의 취지에 맞게 지구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기타 현행 규

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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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시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은 재건축단지 개발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기 수립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정

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

경 정비법’ 부칙에 따라 별도의 정비계획 수립 없이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필요에 의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정비계획 변경절차를 

거치게 된다. 서울시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3)과 법률자문 결과 또한 기 수립

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에 해당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서울시, 2014).

그림5-33 ‘아파트지구’ 재정비사업의 2가지 진행절차(서울시, 2014)

다시 말하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정비계획 변경의 절차를 적용 받아 

재건축 사업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설치, 개발밀도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계획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23)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주택정비과-2882, 13.12.27)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 및 『주택

건설촉진법』의 종전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

택재건축구역이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정비계획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

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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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보존을 위한 실행계획 지침을 정하는 공공계획으로서 주변지역과 조화되

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으로 건전한 

도시기능의 확충·보완 및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다(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1-2-2).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

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 

예정시기, 세입자 주거대책 등이 포함되어 수립되며(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서

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계획 수립 절차 과정에서 관련 부서 협의

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관리 수

단들이 마련된다. 

그림5-34 정비사업 절차와 정비계획 수립절차(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 재작성)   

(2)아파트재건축 사업의 관리수단

구체적으로 사업 과정에서 제시되는 관리 수단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

반포3차, 경남단지 통합 재건축의 정비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신반포3차, 경남단지는 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안을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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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이루어졌다(표5-25). 이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

설 계획이 추가되었다. 도시계획심의의 쟁점은 기반시설(도로,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과 한강변관리기본계획(높이계획, 한강수변 공공용

지 확보, 한강 접근성 등)과의 정합성이었다(윤혁경외, 2017).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시계획시설인 단지 내부의 근린공원의 위치가 반

포대로변으로 변경되었다. 반포지구의 생활가로에 해당하는 신반포로에 분구중

심과 연계하여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또한 역 출입구 

변으로 오픈 스페이스가 추가로 조성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는 단지 통합 

배치로 인하여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됨에 따라 반포대로를 더 중요한 동선으로 

해석하고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공원녹지 배치와 시설 조성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신반포3차, 경남단지 통합 재건축의 정비계획안이 사업별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관리되는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두 단지의 통합 개발이 추

진되는 과정에서 반포고밀지구 아파트개발기본계획상의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

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단지들이 하나로 합쳐져 큰 규모의 단지가 탄생하였으

며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인한 강변으로의 접근통로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사업단위별 정비계획과 개발기본계획 변경이 초기 아파

트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체 지구 차원에서의 기반시설 체계를 관리하겠다

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개별 단

지의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전체 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이 반복

되는 것은 재건축 단지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재 추세를 보았을 때 

행정력의 낭비가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서울시는 아파트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재건축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결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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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반포3차 반포경남 통합단지

준공년월 1978.10 1978.11 진행중

세대수 1,140 1,056 1,056

건설사 한신공영(주) 경남기업(주) 삼성물산

총주차대수

(세대당주차대수)
1164대(1.02대) 528대(0.5대) 5,691(1.92대)

용적률 - 183% 299.95%

최고층/최저층 12층/12층 12층/12층 35층

표5-25 신반포3차, 반포경남 개요 

기본

계획

(기존)

자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3호 자료: 네이버 위성지도 

통합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 

변경

자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3호 자료: 2017.05.17. 서울시 보도자료

표5-26 신반포3차, 경남 통합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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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서울시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8년 4월 반포아파트지

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계획결정(안)을 열람공고 하였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912호).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고시되지 않았으나 주민공람을 위하여 서

울시에서 공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의 유사성을 검토

하였다. 

(1) 계획의 성격과 목표

지구단위계획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의 성격과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이란 해당 

지구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

시ㆍ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 도로망계

획 및 건축규제 계획을 만들어 토지이용이 고도화 되도록 해야 하고 충분한 녹

지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도시경관 제고, 동선, 녹지, 공공시설, 공급처리 체계

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

요한 시설이 도보 공간 내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인 근린주구 체계

의 확립과 일조, 통풍, 사생활권 보호, 공해방지 등을 고려한 생활환경이 향상

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계획의 위계와 작동방식

지구단위계획의 위계와 작동 방식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유사하다. 지

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 되도록 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으로서(양윤재, 2002: 박은정, 2018)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

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일반 도시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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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없는 사항, 예를 들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용도, 건축선,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을 정할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영동아파트개발지구 

기본계획에서는 건축계획이라는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대지 및 건축규모, 건물 

배치, 외부공간과 건축물과의 관계 설정등과 같이 기존의 평면적인 계획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체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또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용지별 용도, 건축선의 지정, 건폐율, 주택용지 용

적률, 세대밀도, 건축물의 높이, 공동주택과 이격거리, 주택단지안의 녹지 확보, 

주택규모별 공급비율과 같은 상세한 건축규제계획이 제시되었다. 

(3) 계획의 구성과 지침 

계획의 목표와 작동방식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일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내용을 별도로 

제시한다. 

영동아파트개발지구 기본계획은 당시의 주택 공급 확산과, 주거환경에 대한 

질적 측면의 강조라는 계획적 상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간 구성의 창출, 생

활환경 개선, 사업계획의 합리화를 계획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 전략들을 4장의 분석 내용과 같이 도출하였다.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공간구조 재편, 열린 공간 조성, 커뮤니티의 

다양화, 도시 경관성 회복이라는 4가지 계획 목표로 설정하였다. 계획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올림픽대로변 한강접근시설 설치 및 수변문화공원 조성, 남․

북간 주요 시설별 한강변 연결축 조성, 신반포로~잠원로~압구정으로 이어지는 

보행 및 상업가로축 조성, 이면부 생활커뮤니티가로 조성, 고속터미널 일대와 

지구중심시설용지 연계라는 5가지 전략을 구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건축

물에 관한 계획, 기항에 관한 계획,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관리계

획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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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체를 특별계획구역과 특별계획가능구역으

로 지정하였다는 점이다.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구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

정하여 기존의 정비계획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신설형

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사업별 정비계획을 극

복하기 위하여 다시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비계획을 어느 수준으로 

세부개발계획으로 인정할 것인지, 경과규정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세부 내용 

계획의 목적
·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지 관리에서 소통과 통합이 기반이 되는 도시속의 도시 구

현으로 반포아파트지구의 탈주거지화 공간구조 계획 수립 

계획 방향

· 공간구조 재편

· 열린 공간 조성

· 커뮤니티의 다양화 

· 도시경관성 회복 

기본구상

· 올림픽대로변 한강접근시설 설치 및 수변문화공원 조성

· 남․북간 주요 시설별 한강변 연결축 조성

· 신반포로~잠원로~압구정으로 이어지는 보행 및 상업가로축 조성

· 이면부 생활커뮤니티가로 조성

· 고속터미널 일대와 지구중심시설용지 연계

공공시설계획

· 특별계획구역 별 한강변 15% 공공시설 부담률 기준 적용

- 한강변의 고유공간화를 위해 문화공원 등 설치

- 특별계획구역 면적이 1만㎡미만의 경우 공공시설 부담률은 15%이하로 도시·건

축공동위원회(또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중심시설용지

의 주요 이슈

· 이슈1 : 40년 전 구상된 토지이용기능의 비효율 문제를 토지이용의 복합화 유도

로 개선 필요

· 이슈2 : 제한적이었던 주택용지 내 부대․복리시설 용도를 재검토하여 중심시설용

지 역할의 재정립 필요

· 이슈3 : 공동주택과 중심시설의 토지 공유화 요구 증대에 따라 중심시설용지 기

능전환 기준 설정 필요

경관계획의

목표

· 반포아파트지구의 상권 활성화 및 지역거점경관 관리

· 한강변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통합적 공원녹지, 보행축 경관 조성

· 한강조망 공유를 위한 랜드마크, 주동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표5-27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계획결정(안) 세부내용 

자료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912호 기반 저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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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실행 차원의 특성과 영향 

본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아파트지구 제도의 특성을 도출하

기 위하여 1970년대 수립된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이 현재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사업 단지의 계획과 사업 진행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조례’와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의 설치, 개발밀도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단지 통합재

건축 정비계획의 검토 결과 영동아파트개발지구 기본계획이 시도한 공간녹지, 

편익시설물들의 통합, 연계 전략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통합재건축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고, 한강변으로 향하는 결

절점이 감소하며, 위계가 높은 반포대로변으로 생활편익시설들이 집중되는 현상 

등은 아파트재건축 과정에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의 지속적인 적용이 향후 지

구 차원에서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과 최근 아파트지구의 새로운 관리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는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지구의 토지이용을 미래의 관점에서 

합리화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계획

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한 부분은 계획의 위계와 

작동방식이다. 지구단위계획과 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은 중간단계의 계획으로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이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입체적인 검토와 구

체적인 지침들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에서는 동일한 형태와 입면의 건물

군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중요한 계획과제로 설정하고 건축물의 외

관요소의 미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연속적인 아파트 동 구성 제한과 입면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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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재료, 발코니 계획 시 고려할 점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서도 동일한 계획요소들을 대상으로 지침을 제시하였다. 

5.3. 소결 :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영향과 의의 

본 장에서는 대규모 주거지개발수단으로서 ‘아파트지구’의 특성과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였다. 

첫 번째 의의는 계획적 차원이다. 5.1절에서는 영동아파트개발지구계획의 내

용이 비교 대상의 계획내용과 가지는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방식으로 계획차원

의 특성을 도출하고 이 특성은 이전 혹은 이후의 계획들과 어떤 영향관계를 미

치고 있는가는 고찰하였다. 

계획가들은 영동아파트지구가 고층, 고밀의 주거지에 적용된다는 점과 한국

의 커뮤니티 형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구중심을 설정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후 등장한 과천신도시에서는 주구중심과 관련하여 영동아파트지구의 계획개

념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생활편익시설 계획에서는 보다 유사한 형태

의 개념과 요소가 연계되어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계획가들은 영동아파트지구의 확정된 도로체계와 공공시설 용지 

면적으로 인하여 생활편익시설과 공원녹지시설의 양적인 확장이 불가능했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활편익시설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영동아파트지구만의 계획 전략으로 보행중심시설의 통합배치를 위한 상세

한 계획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보행자중심몰을 주거지역에 

조성하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후 과천신도시에서 유사한 개념이 적용되

었으며, 보행자중심몰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은 다시 반복적으로 활용되어 과천

신도시의 계획 방향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교통계획에서는 계획 개념으로만 존재하였던 보행녹도 혹은 보행자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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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후 과천신도시에서 보다 

발전하여 도로와의 접점 처리 방식, 입체적인 공간 검토 등으로 진화된 형태의 

지침이 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공원녹지계획에서는 효율적인 공원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지침뿐만이 아

니라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주거지 경관관리를 위하여 스카이라인 형성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개념과 지침 부여 방식, 표현 방식 등은 이후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인 과천신도시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주거동 계획에서는 입체적 건축계획 검토와 입면 양식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였다. 아파트라는 동일한 건물의 연속적인 경관의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서, 영동아파트지구의 상징적인 주거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계

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이후 과천신도시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개념과 지침 부여 방식이 적용되었다. 

한편, 특성과 영향관계 고찰을 통해서 도출한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의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영동아파트개발지구계획은 공동주택 중심의 단지를 계획하기 위하여  

근린주구 이론에 기반한 기존의 주거지 계획이 시설의 종류와 면적 기준을 제

시하던 방식에서 보다 발전하여 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의 효율성

을 고려하여 가로에 대응한 시설 배치 기준을 제시하였다. 

둘째,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은 생활편익시설과 공원녹지 시설에 대하

여 일상생활 동선 중심의 시설 배치를 위한 구체적 계획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이 제시한 보행자 중심몰과 보행녹도의 계획 

내용을 통해서 초기 우리나라 도시주거단지에서 가로공간을 활성화하고 커뮤니

티의 중심으로 계획하게 된 배경과 초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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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 이후부터 건축계획과 경관계획이 주거지

계획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새로운 주거단지라는 상징적인 

이미지와 도시의 미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건축계획에서는 입면의 양

식, 색채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이 등장하였고, 경관계획에서는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3차원적인 도시계획 차원의 

시도로 제도에 의한 도시설계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필지별로 건축계획을 시도

하였고, 주거동의 평면적 계획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지침

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이다. 

두 번째 의의는 실행 차원의 영향이다.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은 ‘아파트지구’ 

지정의 근거가 삭제된 이후에도 재건축 사업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를 본 연구는 1970년대 수립된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이 현재의 

사업과 계획에 미치는 실행 차원의 영향이라고 보았다. 또한 토지이용을 합리

화하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

는 지구단위계획과는 추구하는 목표와 작동방식이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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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연구 결과의 함의 

‘아파트지구’는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토지이용도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1976

년 도시계획법상에 아파트지구라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추가하여 지정한 것이다. 

‘아파트지구’의 도입과 함께 서울시는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 설정을 위해 영동

아파트지구를 대상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당시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었

고 주거지개발계획에서 집중해야 하는 세부계획 분야와 계획 요소들에 대한 규

정도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아파트지구 제도는 우리나라 대규모 주거지개발계

획에서 그동안 정착되지 못했던 아파트단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최

초로 제도화했지만 기존 연구들은 ‘아파트지구’를 인구급증에 따른 주택난 발생

이라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개발정책이라는 측면과, 우리나라 

아파트가 지금의 단지 중심의 형태로 고착되게 된 법적인 근거라는 점에만 주

목해 ‘아파트지구’를 개발시대의 제도적 한계를 대표하는 사례로 주로 조명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지구의 제도화 과정과 적용 그리고 특히 서

울시가 최초로 ‘아파트지구’를 적용하고 구체적인 주거지 개발계획의 방향성을 

담아 수립한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에 주목하였고, 이를 

1970년대 수립된 주요 주거지 개발 사례와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의 유의미한 

내용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아파트지구 제도는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우리

나라 대규모 주거단지계획이 제도적 지원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1979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이 규정은 

1991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될 때까지 단지계획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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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제도였다. 특히 ‘아파트지구’를 가장 먼저 도입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수립한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은 계획의 수립절차, 계획되어야 할 내용의 

명시부터 당시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디자인 전략 

모색 차원의 계획 개념, 계획요소, 지침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공동주택이 중심이 되는 한국형 대규모 주거단지 계획의 틀을 마련하

였다. 영동아파트개발지구계획은 시설의 종류와 면적 기준을 중심으로 한 원칙

적인 근린주구이론 적용 방식에서 보다 발전하여 고층 고밀의 아파트 중심 주

거환경이 보행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위주의 생활권 계획 

기본 틀을 제안하였다. 또한 계획가들은 기존의 종합개발계획을 참고로 하여 

근린주구계획, 생활편익시설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주거동 계획을 중심

으로 개념과 요소를 설명하였는데 이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1979)에 반영되어 이후 수립되는 주거단지계획의 기본 틀로 작동하였다. 

우선, 근린주구계획에서는 영동아파트지구가 고층 고밀의 주거지로 조성되어

보행집중 공간의 조성이 가능하고 한국의 성인사회 커뮤니티 형성이 근린주구

이론이 태생한 서구의 특성과 다른 점에 착안하여 주구 중심을 상업시설로 제

안하였다. 이는 이전의 잠실지구계획이 근린주구이론을 원칙대로 적용하였던 것

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 주거지개발의 물리적 특성과 거주자 속성을 반영한 계

획 전략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생활편익시설 계획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이미 확정된 도로구조와 

공공시설 면적으로 기반시설의 확장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계획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생활편익시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행을 기반으로 하는 동선계획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주민들의 일상생활

동선 상에 생활편익시설을 입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기준을 마련하였

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여의도지구와 잠실지구에서 중심상업지역에 적용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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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중심몰을 주거지역에 적합한 구성 요소들로 재구성하여 적용하였으며, 이

후 과천신도시에서도 영동아파트지구에 적용된 보행자중심몰의 개념과 지침이 

유사하게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통계획에서는 주민들이 각 단지의 시설들을 보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여의도지구와 잠실지구 계획에서 시도되었던 보행녹도 혹은 보행자전용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 이 시기 제시된 계획지침은 이후 과천신도시에서

는 보행녹도와 도로와의 접점 처리 방식, 입체적인 보행자전용도로 공간 검토 

등 보다 진화된 형태의 지침으로 발전되었다. 

공원녹지계획에서는 주거지의 상징적인 이미지 창출과 대규모 지역에 동일한 

건축물이 연속되는 경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관 관리를 위한 스카이

라인 조성방안을 제안하였다. 경관계획의 주요 개념과 지침은 다이어그램을 통

해 설명되었는데 이후 주변 산지와의 조화로운 주거지경관 형성이 주요 계획 목

표로 설정된 과천신도시에서도 유사한 지침과 표현 기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주거동 계획에서는 공원녹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계획이 다시 등장하는데 공

원녹지계획에서의 경관계획이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이었다면 주

거동 계획에서는 연속된 주거동 배치 금지, 입면 색상과 발코니 계획 지침 등 

건축적인 차원에서의 경관계획 개념과 요소가 제시되었고 이후 과천신도시에서

도 유사한 지침이 적용되었다. 

셋째,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은 대규모 주거지계획의 주요 틀을 정립하

였다는 계획 차원의 의의 뿐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의 새로운 관리체계의 기반

을 제안하였다는 실행차원의 의의가 있다. 아파트제구 제도는 아파트지구라는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바탕으로 지침

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지구단위계획과 매우 유사한 도

시관리체계이다. 따라서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은 당시 지구단위계획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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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실행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매우 유사한 관리요소와 작동 방식을 이미 제안

하여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시는 1970년대를 전후로 개발된 아파트단지들의 재건

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개발압력을 도시계획 제도를 기반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대안 마련을 시작하였는데, ‘아파트지구’의 경우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을 지구

단위계획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관리 방안으로 결정하였다. 특히 

서울시가 주민공람을 위하여 공개한 지구단위계획이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

획의 목표와 작동방식과 유사한 것을 통해 제도의 삭제 이후에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과정에서 아파트지구종합개발계획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서울시는 ‘아파트지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적용하였고, 모법에서 삭제된 

이후에도 재건축 시기에 이른 아파트지구의 관리 수단으로 ‘아파트지구’ 제도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서 서울시의 실행과정과 영동아파트지구종합개

발계획이 가지는 의의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본 연구가 서울시 사례에 한정된 

만큼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지구’의 적용 과정과 사례, 폐지 이후의 관리 방

안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는 없었다. 

또한 민간사업자에 의하여 개발된 신반포, 압구정지구의 경우 영동아파트지

구종합개발계획과 아파트지구기본계획 수립 이후 도로에 의한 근린주구의 분할

이나 아파트 배치의 변화, 녹지공간의 조성 등에 당초의 계획과는 다른 변형이 

이루어졌지만 그 배경에 대한 조사도 본 연구에서는 조명하지 못했다. 

아울러 후속연구에서는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의 적용 경과 연구에서 확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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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를 통해서 변경이 승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아파트

지구기본계획변경의 원인, 변경의 과정, 변경 이후의 문제점 등으로 연구의 폭

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자료가 해당사례의 계획안과 지침 등의 문헌자료에 기

반하고 있는 만큼 실제 조성된 현장의 양상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후속연구에서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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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汝矣島아파트團地事業計劃書 :1973-1978 서울合同技術開發公團

제1장 총론

1-1 사업취지 
1-2 여의도내에 수용될 중요기관명 
1-3 여의도 개발사업에 대한 서울특별시 계획개요 
1-4 주택분포현황 
1-5 사업체 

제2장 사업계획개요

2-1 사업계획추진경위 
2-2 기본계획 
2-3 자금사용계획 
2-4 고용계획목표 
2-5 운영계획목표 
2-6 주택수요예상표 
2-7 여의도 인구증가예상표 
2-8 아파트건설규모의 비교 

제3장 건설계획

3-1 건축규모 
3-2 선택대상 
3-3 주요선택대상자의 동태 
3-4 종합건설규모 
3-5 형별소유면적분포일람표 
3-6 형별건축규모 
3-7 형별면적일람표 
3-8 토지이용구성 
3-9 시설규모 
3-10 공사시공계획 
3-11 공사일정표(별첨, 공사내역서참조) 
3-12 기술용역 및 시공감리계획 
3-13 설계의 기본조건 

제4장 재정계획

4-1 자금소요판단 
4-2 자본 조달 계획 
4-3 수지예상 
4-4 평당단가일람표 
4-5 세대당원가계산일람표 
4-6 수지예상총괄표 
4-7 형별매도가격일람표 
4-8 외자수입 
4-9 별정수입 
4-10 지출부문 
4-11 차관원리금 상환계획 

제5장 사업효과

효과 
설계도면
설계개요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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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 

1. 계획의 전제 

영동개발의 필요성

영동개발계획의 중요성

계획 목표 

영동 아파트 지구의 미래상

2. 계획의 배경 계획지구의 위치 

자연환경

인문환경

3. 기본 계획 계획의 기본방향

접근방법 

인구계획

주구계획
근린주구 형성 
중심시설계획의 기본방향
공공시설 배치의 기본형태

중심시설계획
학교
지구 중심상업 
근린주구 중심시설

교통계획

계획목표
자동차 보유지표 규정 
자동차교통량의 시간적분포
교통본계
주차장

공원 녹지계획

계획의 기본방향
근린공원
어린이 놀이터
도로공원
식재계획

공급처리 시설계획 기본방향
각 부문별 계획내용

건축계획

아파트의 그룹화
배치의 기본형태
가구별 주거형태
주거면적과 생활공간
양식 및 의장 

주구별 세부계획
현황
계획
블럭별계획

환지계획

개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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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지구종합개발기본계획 

1 ) 
도시다움(URBANITY)의 
추구

: 잠실지구의 미래상

1. 콤뮤니티의(community) 유기성

2. 고수준의 교육시설

3.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

4. 녹지계통의 형성

5. 입체적 공간 구성과 도시경관으로서 랜드마크 

6. 중심지구의 고밀한 분위기 

7. 대규모 업무기능의 유치 

8. 주거형식의 다양화 

9. 원활한 교통체계

10. 공해없는 환경 

2) 계획의 배경 1. 서울시 성장의 패턴

2. 잠실지구 개발계획의 중요성 

3. 사업추진경위

3) 입지분석

1. 지리적 위치 

2. 토지소유현황 

3. 지형 및 지질현황 

4. 홍수위 현황 

5. 기후현황 

6. 문화재 현황 

4) 계획내용 

1. 계획방향

2. 인구계획

3. 토지이용계획

4. 교통계획 

5. 주구 및 중심지시설계획

6. 공원녹지계획

7. 공급처리시설계획

8. 사업계획

5) 실시계획상의 문제점
1. 조사설계상의 문제점

2. 환지처리상의 문제점

3. 개발정책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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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개발기본설계 

Ⅰ. 도시설계의 전제 

  Ⅰ-1 과천도시 미래상

  Ⅰ-2 도시건설의 배경

  Ⅰ-3 도시설계의 목적과 필요성

  Ⅰ-4 도시설계대상 및 규모

  Ⅰ-5 도시종합배치계획 

Ⅱ. 도시개발 여건분석

  Ⅱ-1 자연 및 인문환경

  Ⅱ-2 인구구성

  Ⅱ-3 소비구조 변화와 생활 Pattern 

Ⅲ. 시설내용 및 규모설정

  Ⅲ-1 설계기준의 전제

  Ⅲ-2 도시OPEN SPACE의 구성

  Ⅲ-3 도시설계의 지침 

  Ⅲ-4 근린주구 구성

  Ⅲ-5 근린주구 시설물 배치계획

Ⅳ. 건물배치계획

  Ⅳ-1 건물배치 기본 구상

  Ⅳ-2 중심지구 건물배치계획

  Ⅳ-3 근린중심 시설배치설계 

  Ⅳ-4 주택배치 설계 

  Ⅳ-5 교육시설물 배치계획

Ⅴ. 교통계획 

  Ⅴ-1 교통계획 기본 구상 · 계획

  Ⅴ-2 가로망 및 구조설계

  Ⅴ-3 교통주요시설물 기본설계 

  Ⅴ-4 공공 교통시설 계획

  Ⅴ-5 교통시설 운영 및 건설

Ⅵ. 단지조성 및 정지설계 

  Ⅵ-1 단지조성과 제요소

  Ⅵ-2 정지설계와 관련시설계획 

  Ⅵ-3 정지설계

  Ⅵ-4 정지공사 투자규모 총괄 

Ⅶ. 공급 처리 시설계획 

Ⅷ. 생활환경 및 조경설계 

  Ⅷ-1 계획의 개요

  Ⅷ-2 도시조경의 종합구상 

  Ⅷ-3 부문별 조경설계 

  Ⅷ-4 부문별 식재기본설계

  Ⅷ-5 조경시설물 계획

  Ⅷ-6 조경시설 투자 계획

Ⅸ. 도시건설의 운영관리 및 

제도 

  Ⅸ-1 도시개발계획

  Ⅸ-2 도시운영 관리계획

  Ⅸ-3 법제 및 조례 

Ⅹ. 결론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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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개발기본계획 · 설계 1단계 보고서 

Ⅰ. 계획의 배경

  Ⅰ-1 개발정책방향 

  Ⅰ-2 개발의 목표 및 범위 

  Ⅰ-3 상위계획과의 관련

Ⅱ. 개발지구 여건분석 

  Ⅱ-1 위치 및 지리적 특성 

  Ⅱ-2 자연환경분석

  Ⅱ-3 인문환경분석 

Ⅲ. 계획내용 및 
규모설정

  Ⅲ-1 도시공간 구성 

  Ⅲ-2 도시Open Space의 구성 

  Ⅲ-3 도시설계에 있어서의 Scale분석

  Ⅲ-4 인구규모 

  Ⅲ-5 지역소득 

  Ⅲ-6 Community 구상 

  Ⅲ-7 도시기본계획 구상 및 과정 

  Ⅲ-8 국내외 「뉴타운」 사례 

Ⅳ. 토지이용계획

  Ⅳ-1 기본구상

  Ⅳ-2 기본방침

  Ⅳ-3 토지이용계획의 전개

  Ⅳ-4 인구배분계획

  Ⅳ-5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 

Ⅴ. 교통계획

  Ⅴ-1 계획의 전제 

  Ⅴ-2 교통량 수요전망

  Ⅴ-3 교통계획

  Ⅴ-4 교통시설계획

  Ⅴ-5 가로구조설계

Ⅵ. 주택 및 건축계획

  Ⅵ-1 건축물 배치의 기본구상

  Ⅵ-2 중심지구 시설배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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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1 단지표고와 가곽규모

  Ⅶ-2 정지설계 

Ⅷ. 도시환경의
공급처리시설계획

Ⅸ. 생활환경 및 조경

Ⅹ. 도시개발계획
  Ⅹ-1 도시개발계획

  Ⅹ-2 도시운영관리계획

Ⅺ. 결론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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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본계획 변경 보고서 

구분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보고서 

화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보고서 

청담,도곡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보고서 

암사, 명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보고서 

계획
수립 
주체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김종인, 홍영균)

하우드엔지니어링/두산엔지
니어링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개발
목표

1) 부도심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개발 추진
-역세권, 인접한 
테헤란로변의 개발활력 
등 주변 토지이용의 
변화에 대응
-올림픽로변 
상업업무기능 적극적 
도입
-부도심 기능과 
주거기능의 조화를 
통한 직주근접 목표 
실협

2)쾌적하고 매력적인 
단지경관 조성
-보행중심축 주변 
저층건물군 배치 통한 
인간적 스케일 공간 
구성
-외곽 도로변으로 
타워형 배치와 다양한 
층고 변화를 통한 
가로경관 개선
-통경공간 통한 주변 
녹지로의 시각적 연결 

3)친환경적 주거환경 
제공 
-한강, 올림픽공원 등 
주변 자연요소 및 
휴양, 위락시설과의 
적극적인 연결체계 
구상
-기존 학교, 지하철역, 
한강 중심으로 
보행자축 형성하고 
각종 단지 내 편익시설 
연계
-기존 자연환경 적극적 
보존 및 활용 

1) 자연친화적 단지조성
-주변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주거동 배치

2) 인간 친화적 단지조성
-주민들이 서로를 인지할 
수 있는 보행자동선 
공간 형성
-휴먼스케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적인 외부공간 
디자인과 휴게공간 계획
-입지특성에 따른 주거 
배치 계획 수립 

3) 도시 친화적 단지조성 
-주변상가, 구민회관, 
공원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전체 
활성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형성
-단지 진입부 진입광장 
설치 

- 즉지적 여건 및 주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골격체계로 
개편하여 영동시가지의 
지속적 성장 유도 
- 생활권 및 역세권 기능 
보강과 영동지역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 
촉진 
- 단위사업주체간의 
도시계획적, 건축적 조화 
도모 및 정합성 유지 

환경친화단지/쾌적한 
도시/숨쉬는 단지 

> 과밀환경저감 
- 통경공간과 중앙녹지주변 
저층화로 개방감 증진 
- 인접 주택지와의 접합부를 
저층화로 유도하여 기존 도시 
조직과의 정합성 구현 
- 단지 내 녹지에 대한 
시각적인 차단과 
고층건물군에 의한 위압감 
저감 
- 외곽도로변으로 타워형 
배치와 다양한 층고의 변화를 
통해 가로 경관적 측면 향상
- 건물군의 소집단화와 
배치의 패턴화로 시각 중첩 
저감 

> 생동하는 지역사회구현 
- 개방감 있는 보행공간에 
의해 근린주구 구분하여 
근린영역의 명료화와 
근린영역간의 교류를 동시에 
구현
- 동서간 간선도로의 
보행공원화를 통하여 
단지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조성
- 변화하는 단지 내 지표에 
의거하여 보행축을 중심으로 
각종 단지 내 생활편익시설 
등을 배치 

> 생활 속의 환경 친화 도모 
- 단지 내 각종 활동과 
조망의 중심이 되도록 
녹지공간 조성 
- 기존 자연환경의 적극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유도하고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개방적인 시각축 확보와 
용이한 접근 보장 
- 새로 조성되는 녹지가 
바이오토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녹지공간으로 조성 

기본
구상

- 도시계획적 측면 : 현안 
도시문제 해결, 낙후된 
토지이용 재편 및 
공간구조 다변화에 대응 
- 사회경제적 측면 : 
토지이용 잠재역량 
극대화, 부족한 주택공급 
확대 및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계획
의 

의의 

- 도시적 입지특성을 
최대한 고려
- 미래도시사회 
여건변화에 대처
- 아파트지구개발의 
새로운 모형제시 
- 실천가능한 
개발전략제시 

계획
과제 
및 

추진
방향 

- 도시계획적 형평성 : 
관민 합동형 시범적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
- 주거환경의 쾌적성: 
근린 생활권 단위의 
환경친화적 단지계획 
수립 
- 사업시행의 원활성: 
실현가능하고 사업 
타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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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고시 내용 

구분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반포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서초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계획

수립

주체

인토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인토엔지니어링/디에이그룹

계획

의 

목적

- 현행 도시관리체계에 적합한 

관리방안 수립 

- 합리적 구역 설정으로 사업의 

실현 

- 도시적 관점에서 압구정지구 

주거경관 창출 

-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지 

관리에서 소통과 통합이 

기반이 되는 도시속의 도시 

구현으로 반포아파트지구의 

탈주거지화 공간구조 계획 

수립 

-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정비사업의 완료에 따른 

미시행단지 및 유휴지의 전략적 

개발을 중심으로 관리차원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탈 

주거지화’ 공간구조계획 수립 

계획 

방향

- 토지이용구상 : 주변맥락과 

여건을 고려하여 특성화되고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

- 공간연계구상 : 수변활동권역 

조성을 위한 경관적 지리적 공간 

연계

- 경관구조구상 : 한강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입체적 도심경관 

창출 

- 공간구조 재편

- 열린공간 조성

- 커뮤니티의 다양화 

- 도시경관성 회복 

· 동남권 강남 비즈니스 벨트를 

지원하는 도심부 

명품주거복합타운

- 폐쇄적 아파트단지가 아닌 

도시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구내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내 복합주거타운으로서의 

선도모델 역할 수행 

- 기존 정비계획 및 한강변 

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특화가로 조성

기본

구상

- 기본 방향 : · 한강의 

공공가치와 도심 활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수변복합문화도시(River-Nomics 

City) - 주변의 패션, 한류문화 등 

다양한 도심활력이 압구정지구를 

통해 한강과 만남으로써 새로운 

공공적· 장소적 가치를 실현하여 

주변과 연계된 

수변복합주거공간으로의 도약을 

기본방향으로 함

- 기본구상(안)

· 복합활동 거점 조성 및 디자인 

특화

· 도로 기능 및 구조개선 (5거리 

~ 4거리)

· 압구정로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 수변 공공문화벨트 조성

· 남북가로축 가로활성화 

유도(특화가로)

· 올림픽대로변 한강접근시설 

설치 및 수변문화공원 조성

· 남․북간 주요 시설별 한강변 

연결축 조성

· 

신반포로~잠원로~압구정으로 

이어지는 보행 및 상업가로축 

조성

· 이면부 생활커뮤니티가로 

조성

· 고속터미널 일대와 

지구중심시설용지 연계

· 주변 거점지역과 연계된 

미래지향적 복합주거단지 조성

·서리풀공원~예술의전당~강남역

~롯데칠성부지 등을 연계한 

대중문화거점 조성

· 서초대로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 서초대로74길, 효령로77길변 

완충기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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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설

계획

· 특별계획구역 별 한강변 

15% 공공시설 부담률 기준 

적용 - 한강변의 고유공간화를 

위해 문화공원 등 설치 - 

특별계획구역 면적이 

1만㎡미만의 경우 공공시설 

부담률은 15%이하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또는 

도시계획 위원회)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중심

시설

용지 

주요 

이슈

· 이슈1 : 40년전 구상된 

토지이용기능의 비효율 문제를 

토지이용의 복합화 유도로 

개선 필요

· 이슈2 : 제한적이었던 

주택용지 내 부대․복리시설 

용도를 재검토하여 

중심시설용지 역할의 재정립 

필요

· 이슈3 : 공동주택과 

중심시설의 토지 공유화 요구 

증대에 따라 중심시설용지 

기능전환 기준 설정 필요

경관

계획

의 

목표

‘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조화로운 

건축경관 

‘ 친숙하고 따뜻하며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경관유도를 위한 디자인 

’

‘ 친환경재료 사용 및 친근하고 

편안한 디자인 ’

‘ 권역별 대응구간을 설정하여 

권역별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경관 창출 ’

‘ 시각적 연계 및 통경축 확보를 

통하여 도시에서 한강으로 열린 

경관 창출 ’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정 

배치, 형태 및 외관, 스카이라인 

계획 ’

· 반포아파트지구의 상권 

활성화 및 지역거점경관 관리

· 한강변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통합적 공원녹지, 보행축 경관 

조성

· 한강조망 공유를 위한 

랜드마크, 주동특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 도심활성화 : 중심지 활력 

확산을 고려한 테헤란로-서초로- 

서운로 가로활력 확산 

- 공간연계 : 주변 도시와 

소통하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 

- 경관구조 : 장기적인 

여건변화를 고려한 통경축, 

조망경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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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preting the Changes of 

‘Apartment District’ Policy 

as a Means of Managing Large-scale 

Apartment Complexes

Bae, Sun-hye

Program in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cept of the ‘apartment district’ was introduced to systematically 

restrict newly developed residential areas to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building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faced by housing suppliers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single-family housing at the time, while 

systemicall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residential buildings and 

convenience facilities in the same place in order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land use and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s. The introduction of the 

notion of ‘apartment district’ required the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Apartment Districts’. To set directions for the Master 

Pla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cided to produce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the Yeongdong Apartment District. The 

introduction of the idea was therefore instrumental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city’s Master Plan for residential areas. Still, most experts are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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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introduction and outcome of the ‘apartment district’ across the 

country, arguing in previous research papers that, based on Clarence A. 

Perry`s Neighborhood Unit, the ‘apartment district’ system has helped 

promote the country’s current self-sufficient, exclusive apartment complex 

plan, leading to uniform apartment complex and neighborhood unit layout 

plans across the country.

Previous research on the ‘apartment district’ was concentrated on 

analyzing strategies used for ‘building apartment complexes’ and the 

outcome of the strategies represented by the apartment-centered residential 

culture in the city, or restricted to the aspect of the apartment district that 

can be used as a population density management tool in relation to the land 

use plan of existing ‘apartment districts’. This study differs from the 

aforementioned research in that it has looked into the major aspects of a 

variety of plans implemented through the country’s ‘apartment districts’ 

system in its development process of huge multi-family housing complexes 

across the country.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apartment 

district’ system had to go through, how the system was applied, and what 

has happened since the elimination of the applicable laws. Most notably, this 

study has placed emphasis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impact of the 

‘apartment district’ system, including the intentions of system introduction, 

on the country’s planning for large-scale apartment districts. To this end, 

this study has attempted to shed a new light on the roles and significance 

of the ‘apartment district’ system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housing complexes at the time and the Comprehensive Yeongdong 

Apartment District 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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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apartment district’ system has helped support the country’s 

large-scale housing complex plans through institutional arrangements, by 

mandating the establishment of master plans for apartment districts. 1979 

saw the enactment of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Master Plans 

for Apartment District Development’ which remained the only rule regarding 

the planning of apartment districts until 1991, when the ‘Regulations on 

Housing Construction Criteria, etc.’ were enacted. As opposed to the previous 

zoning laws, the ‘apartment district’ system required the establishment of 

master plans, through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Master Plans 

for Apartment District Development’, which were required to include 

building control plans and development plans at the level of a neighborhood 

unit and an apartment district in the district development documents. Most 

notably,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troduced the ‘apartment district’ system through the 

Comprehensive Yeongdong Apartment District Development Plan that 

showcased the plan establishment procedures and content to be included in 

the plan, including essential elements and procedures required to improve 

the country’s residential environments.

Secondly, the ‘apartment district’ system laid the foundations for a 

Korean-style planning system of multi-family housing complexes. Evolving 

from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neighborhood unit theory based on the 

facility type and size, the Comprehensive Yeongdong Apartment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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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Plan proposed a master plan for a high-rise multi-family 

housing complex to secure plenty of space devoted to pedestrians within the 

complex accommodating a large number of people. 

Furthermore, referring to the previous Yeouido and Jamsil district 

development plans, the planners for the Yeongdong Apartment District 

divided their plans into those for the neighborhood unit, public facilities, 

traffic circulation, open space, and housing, to present key concepts and 

elements of their construction plans, which were reflected in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partment District Development Master Plans (1979) 

serving as the framework for the country’s subsequent housing complex 

construction plans. In the neighborhood unit plan, the Yeongdong Apartment 

District was created as a high-rise high-density housing area to allow for 

plenty of walking-centered space. The center of the neighborhood unit was 

proposed as an area for commercial facilities, given the difference in motives 

for the formation of communities between Korea and the West, where the 

neighborhood unit theory was born. In the public facilities plan, the 

Yeongdong Apartment District presented specific means to raise the use of 

convenience facilities through pedestrian-centered design features as a 

solution to the already fixed road structure through a relevant land 

compartmentalization rearrangement project and to the non-expandability of 

infrastructure due to the public facilities to be located within apartment 

complexes. In the traffic circulation plan, the Yeongdong Apartment District 

plan generated guidelines to install pedestrian walkways and no-vehicle 

roads in a more systematic way than in the Yeouido District and the Jamsil 

Districts, so that residents would be able to access various facilities in 

different complexes within the district on foot. In the open space pl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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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gdong Apartment District presented a district-wide skyline management 

scheme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n aesthetic appropriate for a new 

residential area, while reducing the monotony of identical architectural 

structures built over a large area. Major concepts and principles of the 

skyline management plan were presented in diagrams which were later 

adopted by the Gwacheon New Town Construction Plan. The housing plan 

used the landscape scheme presented by the park and green space 

construction plan. However, while the latter approached from the standpoint 

of overall urban planning, the former was focused on landscape concepts 

and elements required for multi-family housing complexes, including the 

separation of apartment buildings from one another, the selection of façade 

colors, and the installation of balconies, among others.

Thirdly, the ‘apartment district’ system laid the foundation for a new 

management system at the level of urban planning. The master plan for 

apartment districts is being used as a means of determining the major 

direction of apartment complex reconstruction projects, although the grounds 

for the designation of ‘apartment districts’ have been eliminated. 

Furthermore, the ‘apartment district’ system has been found to be similar to 

the ‘district-level development plan’ which sets up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pace plan for a designated area with the purpose of optimizing 

the land use in the district in terms of the goals that it pursues as well as 

the modus operandi involved. Before the Korean government adopted district 

unit plans, the Yeongdong Apartment District Plan used the same 

management elements and modus operandi as those for the district-level 

development plans widely used in Korea as a general policy implementation 



177

tool. In the face of the reconstruction needs by various apartment complexes 

built in the 1970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striving to manage 

the reconstruction pressure from the urban planners’ perspectives. First, it 

has decided to have apartment district-level development plans changed into 

district-level development plans for all ‘apartment districts’. Most notably, 

given that the district-level development plans disclos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public inspection indicate that they have the 

same goals and modus operandi as those applied to the Comprehensive 

Yeongdong Apartment District Development Plan, attesting to the fact that a 

comprehensive apartment district development plan is functioning as 

efficiently in the reconstruction of ‘apartment district’ processes as before, 

despite the fact that the relevant institutional system has been eliminated.

keywords : apartment district, the Yeongdong apartment district 

masterplan, Banpo apartment district, large scale apartment complexes 

masterplan, apartment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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