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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구릉지의 노후된 주택지 정비에 있어 경관을 고려한 저층고밀형 개발방식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구릉지역에 있어서는 기존의 평지형 정비방식을 적용해서는 곤란하며

지형순응형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GIS

DATA 등을 활용하여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용적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용적률 180% 정도에서 최소한의 정비사업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동

주택과 테라스하우스 등을 혼합한 정비방식을 적용하여 개발시뮬레이션과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

하였다. 경관시뮬레이션은 AutoCAD 2004와 ArcView 3.2a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혼합형 저층

고밀의 정비방식을 도입한다면 지형순응형 개발에 대한 가능성과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입증되

었다.

주요어 : 구릉지, 저층고밀형 주거, 지형순응형 개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low-rise high density

housing improving an old residential district of hillside areas. Housing of hillside areas should

be maintained and it is necessary to make topographical adaptation plan. For this purpose, we

calculate the floor area ratio to break even on case study area by GIS date. As a result, we

found out that floor area ratio as minimum qualifications for the feasibility of urban

redevelopment is 180%, and carried out a landscape simulation to a low-rise high density

housing by AutoCAD 2004 and ArcView 3.2a. In results of simulations, it reveals that a rule

to low-rise high density housing effective for topographical adaptati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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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노후된 구릉지 주택지에서 이루어지는 재개

발사업은 고층고밀개발이 대부분으로 구릉지의

지형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양호한 구릉지형 주택지는 저층․

저밀의 개발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밀개발

이 불가피한 면도 있다. 대신에 경관적인 면에

서 고층개발은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따라서 구릉지에서는 저층고밀형 정비방안

이 필요하다.

그동안 저층고밀형 주택개발에 대한 연구는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평지를 대상으로 설계적

인 관점에서의 배치나 모형개발에 대한 연구였

다(안영배 외, 1991; 신남수, 1997). 그러나 구

릉지에 있어 사업성을 고려한 저층고밀의 개발

방식에 대한 연구와 경관적 분석은 일천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의

용적률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구릉지에 있어

저층고밀의 주택지 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하도

록 한다. 또한 경관분석을 실시하여 저층고밀

형 주택지 개발수법이 경관적으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 및 사례지역으로서 부산의 도심축

에 위치하면서 향후 북항재개발 등으로 그 위

상이 크게 변모될 동구의 초량-2 유형유보구

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서 부산시 1:25,000 수치지

도와 GIS DATA(2006년), 건축물 대장을 사용

하여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구축된 GIS

DATA는 ArcGIS, ArcSDE를 활용하여 국토해

양부가 작성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도면화 및

이미지화 작업을 병행하였다. 경관시뮬레이션

은 AutoCAD 2004 와 ArcView 3.2a를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또한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가능한 최저용적률을 산정하여 기본적인 개발

밀도를 도출하였다.

사례지역 특성

1. 기본현황

이 지역은 당초 도시저소득층을위한주거환

경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

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기반시설의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나, 대상지의 열악

한 지형여건 등으로 인하여 개선효과가 미비하

고 정체된 상황이 되었다. 이에 “2010년 부산

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되면서 유형유보구역으로 바뀌었으며 최근 주

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변경되었다.

FIGURE 1. 사례지역 전경

용도지역상 제2종 주거지역이며, 간선도로인

망양로(폭 12m)에 면해 일부 상가가 입지해

있다. 구역내에는 빌라,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저층고밀의 주거단지가 경사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또한 지리적 특성상 4～6m의 협소한 경

사길이 산재해 있으며, 역세권에서의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북항으로의 조망권은 우수하다. 거

주인구는 2,878인이고 가구수는 1,107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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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사례지역 단면

FIGURE 3  사례지구 여건분석

대상구역은 표고 최저 73m에서 최고 130m지

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30°미만인 경사도가 전

체의 86.5%를 차지하고 있다.

2. 건축물 노후도

다음은 사례지역내 건축물의 노후도 조사결

과이다. 구역 내 건축물 총 631개 중 사용승인

년도 자료가 없는 건축물 356개를 제외한 275

개 건축물중에서 1990년 이전 건축된 건축물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1년 이후

로 건축물의 신축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FIGURE 4. 사례지역 표고도

TABLE 1.  사례지역 건축물 노후도 

년   도 건축물 수 비  율

1970년 이전 2 0.7%

1971～1980년 42 15.3%

1981～1990년 154 56.0%

1991～2000년 68 24.7%

2001년 이후 9 3.3%

총계 275 100%

3. 공시지가

사례지역내 총 911개 필지 중 개별공시지가

비공개 필지 4필지를 제외한 907개 필지의 개

별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최소 2,24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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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대 1,500,000원/㎡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369,714원/㎡으로 조사되

었다. 각 필지별 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대입

하여 구역 전체 토지매입비용을 분석한 결과,

총 29,843,740,046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공개된 3,901개 개별공시지

가의 산정 비용이므로 전체 토지매입비용은 더

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5. 사례지역 건축물 노후도 

주택재개발사업시 경관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면철거 방식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상정하여

사업구역 내의 기반시설 및 주거시설을 전면재

개발하는 사업방식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정비

규모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해당 구역의 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을 참고로 하여 용적

률 240%이하, 건폐율 20%이하, 높이 및 층수

76m이하(23층이하)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고층아파트 건립은 불가피한 것으

로 나타나 배후산지와 주변지역과의 경관적 부

조화와 기반시설의 과부하가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 평지에 적용한 개발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서는 무리가 있으며 구릉지형 개발방식이 필요

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6,7,8).

저층고밀형 정비사업 기본전제

우선 용적률 변화에 따른 주택세대 변화와

이에 따른 분양가격 및 사업타탕성을 검토하도

록 한다. 분석모형은 대한주택공사(1993)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비용-편익 분석식을

이용하여 수입총액을 산정하고 사업비 산출방

법을 이용하여 손익분기점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세대수 산정

용적률 변화에 따른 주택세대수를 산정하도

록 한다. 임대주택 면적은 각각 40㎡, 60㎡으로

하고, 세대수는 총세대의 2.5%, 6%로 하였으

며, 일반주택의 주택면적은 85㎡로 설정하여

세대수를 산정하였다. 이때 주택총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90%로 하였다. 이는 부산광역시 정

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17호)에 의하면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 시 건설하는 주택규모는 85㎡

이하가 전체 40%이상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택규모의

혼재를 막고 세대수 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모

든 일반주택의 규모를 85㎡로 설정하였다.

또한 고시에서는 전체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대주

택의 30%이상 또는 주택 총 세대수의 2.5%이

상을 40㎡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임대주택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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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6. 재개발사업시 개발시뮬레이션

FIGURE 7. 재개발사업시 단면분석

FIGURE 8. 재개발사업시 경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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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면적을 40㎡, 60㎡로 설정하고 임대주택

비율도 고시에서 정하는 최소비율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입총액을 산정하였다.

이 결과 용적률 239%과 150%에서 각각

1,911세대와 1,200세대가 수용가능한 것으로 도

출되었다. 사례지역에서 기존의 세대수 1,107세

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용적률150%로도 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

적

률

(%)

임대주택

(40㎡)

임대주택

(60㎡)

일반주택

세대수
합 계

세대

수

연면

적

세대

수

연면

적

세대

수
연면적

세대

수
연면적

239 48 1,920 114 6,840 1,749 148,693 1,911 157,453

220 44 1,760 105 6,300 1,610 136,876 1,759 144,936

210 42 1,680 100 6,000 1,537 130,668 1,679 138,348

200 40 1,600 96 5,760 1,464 124,400 1,600 131,760

190 38 1,520 92 5,520 1,390 118,132 1,520 125,172

180 36 1,440 86 5,160 1,318 111,984 1,440 118,584

170 34 1,360 82 4,920 1,244 105,716 1,360 111,996

160 32 1,280 77 4,620 1,171 99,508 1,280 105,408

150 30 1,200 72 4,320 1,098 93,300 1,200 98,820

TABLE 2. 용적률에 따른 분양 세대수

2. 총사업비 및 분양가격 산정

다음으로 용적률 변화에 따른 총 사업비와

단위면적당 분양가격을 산정한다. 총사업비는

총공사비와 간접비, 대지비의 합산이며, 분양가

는 총사업비를 세대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하

였다. 그결과 용적률 239%에서는 1㎡당 분양

가가 1,581,977원, 150%에서는 1,830,69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이 증가하면서 평당 분양가격이 감소

하게 되고 이는 정비사업시행 시 용적률을 높

이게 되는 사유가 된다. 또한 조합원의 부담금

은 분양가가 높을수록 늘어남에 따라 용적률을

높이게 되는 주요한 사유가 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후 조합원의 시세차익은 분양평형에

단위면적에 따른 시세가격과 분양가격과의 차

이를 곱한 값으로 산정된다.

조합원의 시세차익 =

분양평형×(시세가격-분양가격)

조합원의 부담금 =

분양가 - 분양기준평가액

용적률(%)
총사업비

(백만원)

1㎡ 당 

분양가(원)
비  고

239 276,626 1,581,977

평균개별공

시지가 :

369,714원

평균

대지비 :

924,285원

220 260,483 1,617,507

210 251,987 1,639,260

200 243,491 1,663,190

190 234,995 1,689,638

180 226,499 1,719,025

170 218,003 1,751,869

160 209,507 1,788,819

150 201,010 1,830,695

TABLE 3. 용적률에 따른 사업비 및 분양가 

주) 총사업비=총공사비+간접비+대지비

분양가=총사업비/세대연면적

총공사비=총 토목공사비+총 건축공사비

※ 토목공사비는 대한주택공사 "토목.조경 견적지침“ 2003년

평균토목공사비 중 아파트 토목공사 평당 공사비의 조성

지 평당공사비 값을 ㎡로 환산 후 적용

간접비=설계비+감리비+건축철거비

3. 손익분기점 산정

끝으로 총 사업비와 사업수입총액에 따른

손익분기점을 산정하도록 한다. 수입총액은 임

대주택분양총액과 일반주택분양총액, 상가시설

분양총액을 합산한 값이다. 그 결과 수입총액

이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손익분기점은 용적률

이 약 180%인 것을 알 수 있다(표 4). 따라서

사업시행 가능한 최소한의 사업용적률은 180%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저층고밀형 정비 방식 검토

1. 유형별 개발방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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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

개발후

연면적

(㎡)

임대주택

면적

(㎡)

일반주택

면적

(㎡)

상가

면적1)

(㎡)

임대주택

분양총액2)

(백만원)

일반주택

분양총액3)

(백만원)

상가시설

분양총액4)

(백만원)

수입총액5)

(백만원)

총 

사업비6)

(백만원)

239 174,948 8,760 148,693 17,495 2,893 235,229 42,412 277,641 276,626

220 161,040 8,060 136,876 16,104 2,662 221,398 39,040 263,100 260,483

210 153,720 7,680 130,668 15,372 2,537 214,199 37,265 254,001 251,987

200 146,400 7,360 124,400 14,640 2,431 206,901 35,491 244,823 243,491

190 139,080 7,040 118,132 13,908 2,325 199,600 33,716 235,641 234,995

180 131,760 6,600 111,984 13,176 2,180 192,503 31,942 226,625 226,499

170 124,440 6,280 105,716 12,444 2,074 185,201 30,167 217,442 218,003

160 117,120 5,900 99,508 11,712 1,949 178,002 28,393 208,344 209,507

150 109,800 5,520 93,300 10,980 1,823 170,804 26,618 199,245 201,010

1) 상가시설면적 : 개발 후 연면적의 10%

2) 임대주택분양총액 : 평균건축비(1,101,000원)×30%×임대주택면적

3) 일반주택분양총액 : 단위면적당분양금×일반주택면적

4) 상가시설 분양총액 : 상가시설면적×상가시설 분양금

상가시설 분양금은 대한주택공사(1993.6)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의 주공모델 값 평당 800만원을

㎡값으로 환산

5) 수입총액 : 일반주택분양총액+임대주택분양총액+상가시설분양총액

6) 총사업비 : 용적률 변화에 따른 각각의 사업비를 앞선 사업비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정

TABLE 4. 용적률에 따른 사업성 검토

개발방식 공 동 주 택 테라스하우스 타운하우스

층수 10~15층 5~8단 4층

건폐율(%) 17.3 63.0 28.4

용적률(%) 241.8 107.1 113.5

총 세대수 1,940 830 880

배치도

TABLE 5. 유형별 개발형태에 따른 단지규모 비교표



저층고밀형 주택지 정비수법에 관한 연구 / 이동현⋅백태경
―――――――――――――――――――――――――――――――――――――――――――――――――――――――――――――――――

51

우선 일반적인 재개발방식으로 용적률 240%

내외에서 약 1,900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공동

주택방식으로 10～15층의 밀도에서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표 5).

다음으로 저층개발방식인 테라스하우스와 타운

하우스 개발방식을 적용하여 개발밀도를 산정해

보았다. 우선 두 방식 모두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하고, 타운하우스는 4층 규모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테라스하우스 방식은 건폐율 63%, 용적률

95.2%이고 타운하우스 방식은 건폐율 28.4%, 용

적률 113.6%의 규모가 도출되었다. 또한 수용 세

대수는 각각 830, 880세대로서 기존의 세대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테라스하우스와 타운하우스 방식만으로는 저층고

밀형 개발방식이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공동주택과 테라스하우스 등을 혼합

한 저층고밀형 개발방식을 취하여 사업용적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의 손익분기

점이 되는 용적률 180%를 기준으로 개발규모를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2. 저층고밀형 정비방식 검토 

저층고밀형 정비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우선

급경사 또는 골자기를 이루고 있는 북측․남측

에 공동주택을 배치하여 개발밀도를 어느정도

상향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에 테라스하우

스를 배치하여 산지․구릉지 지형과 흡사한 스

카이라인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고

층형태의 아파트 형태와 테라스하우스 사이의

위압경관의 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완충구간

으로 타운하우스를 배치하였다.

단지 내 주차시설은 모두 지하화 함을 전제

로 건축법규의 높이제한을 준용하여 주택단지

를 배치하였다. 우선 타운하우스와 공동주택

(APT)의 경우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

한 및 인동간격과 채광창에 의한 규정을 위배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배치하였다. 또한, 개발

밀도의 상향을 위한 공동주택의 최고높이는 앞

서 산정한 표 5의 공동주택 경우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용적률 180%, 건폐율 31.9%로서 사

례구역 내 총 세대수는 1,440세대 규모가 도출

되었다. 앞서 산정한 테라스하우스와 타운하우

스에 비하여 개발 밀도가 상향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비교적 지형에 순응한 형태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후산지의 경관 및 조망을 훼손하

지 않고 최소한의 정비사업이 가능한 것이다.

구 분 단지개요

대지면적 73,200㎡

주택연면적 118,584㎡

상가연면적 13,176㎡

개발후연면적 131,760㎡

층 수
공동주택 : 10～15층
테라스하우스 : 5～8단
타운하우스 : 4층

건 폐 율 31.90%

용 적 률 180.00%

세 대 수 1,440세대

TABLE 6. 저층고밀형 정비사업 개요

FIGURE 9. 저층고밀형 단지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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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저층고밀형 정비사업후 경관분석

FIGURE 11 저층고밀형 정비사업 경관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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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전면재개발에 의한 공동주택사업방식은 지

역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 물리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

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추진

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구릉지에 있어서는 이

러한 공동주택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도

시경관적 측면이나 기반시설 확보면에 있어 한

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성도 확보하면서 구릉지의 경

관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저층고밀형 정

비방식’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례지역에 대한 사업성 검토결과

용적률 180% 정도에서 최소한의 정비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과 테라스하우스 등을 혼합한 저층고밀형 정비

방식에 대한 개발시뮬레이션과 경관시뮬레이션

을 실시하였다. 비교적 구릉지의 경관을 훼손

시키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정비사업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저층고밀형 개발시뮬레이션

은 최소한의 사업성을 전제로 이루어 진 것이

기 때문에 실제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사업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공공의 지원이 필

요하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와 같은 기관에서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끝으로 향후 구릉지역의 경우 “특별 경관관리

설계제도”를 도입한다면 지형적 특성에 부합하

는 우수한 건축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정비사업에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구

릉지 경관을 살리는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면 도

시경관을 고려해야 하는 지역에 고층공동주택을

건립하거나 도시기반시설의 고려없이 건물을 배

치하는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부산시가 도시경관 설계자 풀(Pool)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명초청 설계경기

등을 거쳐 경관설계를 하도록 하며 자치구와 조

합이 그 결과를 토대로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

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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