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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 트렌드

도시 혁명을 꿈꾸는 포틀랜드를 가다
해외의 선진 사례를 소개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힙스터(Hipster) 도시 포틀랜드(Portland)
포틀랜드(Portland)는 면적 376.5㎢, 인구 약 65만 명의 미
국 북서부 오리건주(Oregon) 최대 도시로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와 시애틀(Seattle)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태평양 연
안에 위치한 포틀랜드는 아웃도어의 명소가 풍부한 자연에 둘러
싸여 있으며, 서쪽에는 해변이 있고, 동쪽 산에는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어 스포츠와 아웃도어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그
리고 포틀랜드는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Nike)와 매거진 킨포크
(KINFOLK)가 탄생한 도시이기도 하다.
포틀랜드는 미국에서 28번째 인구밀도를 가진 크지 않은 도시
지만, 수제 맥주 · 커피 · 음식점 · 지역생산 식료품 가게 등 각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가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 전역을 통틀어 크래프트 맥주를 생산하는
독립 점포들이 두 번째로 많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맥주의 종류
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리건주 66개 타운
에 165개 맥주제조업체가 있고, 포틀랜드에만 53개의 맥주제조
업체가 있다. 신맛의 맥주, 각종 과일맛이 나는 맥주, 벨기에 에일
등을 맛볼 수 있으며 매년 맥주축제도 세 개나 열린다.

미국의 가장 큰 오프라인 서점인 파월서점(Powell’s Books)이
미국 전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도 포틀랜드이다. 유명 작가
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파월서점에 와서 사인회를 한다. 뿐만
아니라 포틀랜드 다운타운에는 100여 개의 공공 예술작품과 수
십 곳의 미술 갤러리를 만날 수 있으며,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저
녁에 열리는 예술축제에는 만여 명의 사람들이 와인과 맥주를 한
손에 들고 예술가들의 새 작품을 감상하며 대화를 즐긴다. 포틀
랜드는 거리 곳곳에 장르를 넘나들며 라이브연주를 감상할 수 있
는 라이브하우스와 바, 클럽이 있고, 수천 명의 지역 뮤지션들이
경쟁을 벌이는 인디 음악의 메카이다.
이러한 도시문화로 인해 현재 포틀랜드는 미국의 20~30대
가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이며,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힙스터
(Hipster) 도시’ 중 하나이다. 힙스터는 주류를 거부하고 자신들
만의 고유한 패션과 음악, 문화 등 비주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포틀랜드 라이프스타일은 한마디로 ‘건강하고 책임있는 삶’으
로 요약된다. 책임있는 삶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
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다. 따라서 포틀랜드 사람들은 사회적 책
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도 철저하다. 재활용 비율이 64퍼센
트가 넘는 오리건주는 미국에서 재활용을 제일 많이 하는 주다.
포틀랜드 사람은 자연을 즐기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인
권 등 기타 사회문제에도 적극 참여한다. 또한 신선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 중소 농장을 소유한 농부들은 대형 식료품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장터에 와서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을 판다.

<포틀랜드 슬로건 - 포틀랜드를 독특하게 유지하자>

<포틀랜드 위치도와 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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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 트렌드

● 대중교통 중심도시

● 스마트 성장

1960년대 미국 연방정부의 자동차 중심 개발계획에 따라 주간

포틀랜드 대도시권은 17,310㎢, 약 250만 명으로 도시성장경

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 사업이 추진되어 포틀랜드 주변

계선(Urban Growth Boundary)과 이를 관할하는 메트로 정부

에도 4개의 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이후 잇따른 간선도로 개통

로 불리는 광역자치단체를 가진 미국에서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

으로 포틀랜드 다운타운에서 윌래밋강(Willamette River)으로

나이다. 주민투표로 설립된 메트로 정부는 20년간 주택과 상업,

가는 길이 단절되자, 시 정부와 시민들은 워터프런트파크 조성을

공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성장경계선을 확장할 필요가 있

위해 고속도로 철거를 결정했다. 이후 포틀랜드는 추가적인 고속

는지 5년마다 재검토한다.

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지원받은 예산을

압축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성장경계선은 포틀랜드의 경관 보전

노면전차 건설과 버스 도로 개선에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1969

과 산업진흥, 주택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년 도시권 전역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특별공공단체 트라이멧

역할을 한다. 도시성장경계선은 주변의 아름다운 산과 계곡 등

(TriMet)을 설립하여 도시권 전체를 망라해 각 대중교통기관 노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일정 구역 내 개발만 보장하고 포틀랜

선을 연결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축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였

드 중심부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여가를 즐길

다. 그 결과 현재 다운타운으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들의 45%가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률 또한 7%로 미국에

도시성장경계선에 따라 지켜진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50년간

서 가장 높다. 이로 인해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이산화탄소 배출

농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따라서 농가 사람들은 안

도 감소한 친환경도시가 되었다.

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도시 주민들은 그들이 기른 제철 식
재료를 레스토랑과 마켓에서 향유할 수 있어 농산물을 취급하
는 시장은 지속적으로 번성한다. 매주 주말 시내의 파머스 마켓
에 가면 자신의 농작물을 자부심 있게 내놓는 농부들로부터 직접
채소와 과일을 살 수 있다. 이로 인해 인기와 실력을 갖춘 요리사
들이 포틀랜드에서 유기농 레스토랑을 오픈해 최근 포틀랜드는
‘Farm to Table’를 당연시 하는 맛집 붐이 일고 있다.

<2040 포틀랜드 도시성장계획>

<하버드라이브 철거 후 수변공원 조성 모습>

<포틀랜드 대중교통전용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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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지구(Pearl District) 도시재생
펄 지구(Pearl District)는 1980년대 중반까지 화물열차의 조차
기지와 창고, 경공업이 밀집한 공업지역이었으나, 도시재생을 위
해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복합토지이용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현
재는 6,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이자 가장 뜨는 레스토
랑과 부띠끄 등이 밀집한 거리로 변모해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도
시재생지구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펄 지구 남쪽은 상업과 사무실이 집중된 복합이용 지역이며, 북
쪽은 공원과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레스토

<펄 지구 주거지 내 조성된 공원 모습>

랑, 미술갤러리, 사무실, 카페 등이 늘어서 있다. 주거, 상점, 사무
실이 균형있게 모여 있기 때문에 거리는 낮과 밤 모두 항상 다양한
사람들로 활기를 띤다. 뿐만 아니라 펄 지구는 벽돌로 지은 100년
이상의 오래된 공장과 창고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의 신축을 통해 도시의 독특한 모습을 형성하였다.

● 시사점
‘포틀랜디아(Portlandia)’는 포틀랜드와 유토피아의 합성어로
포틀랜드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이상향이 실현된 도시라는 뜻

펄 지구의 재생사업 시 중심부에 건축된 많은 건축물은 친

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20~30대는 일자리를 찾아서 포틀랜드

환경설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펄 지

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포틀랜드의 생활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구 남쪽에 세워진 22층 통유리 건물인 인디고@12웨스트

포틀랜드로 이주한 뒤,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그 결과 포틀

(indigo@12west)는 옥상에 설치된 4기의 풍력터빈과 태양

랜드는 자연스럽게 소규모 창업 문화가 발달하였고, 리먼 브라더

열 온수기를 사용하여 냉방과 온수공급을 실시하고, 빗물을 에

스 사태 이후 경기침체를 겪지 않은 도시이자, 리처드 플로리다

코루프(ecoroof)로 여과시킨 후 사무실 화장실과 조경수로 재

(Richard Florida)교수가 말한 창조도시(Creative Cities)가 되

이용하는 친환경 설계로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었다.

Environmental Design: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플래티넘 인증

포틀랜드가 오늘날 이러한 지위를 가지게 된 배경에는 도시계
획 수립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시민참여의 결과이다. 포틀랜드

을 받았다.

의 최상위 장기 비전계획은 3년간 시민 17,000명이 직접 참여
하여 수립한다. 뿐만 아니라 개별 지구의 재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그 지역 사업자, 대학과 의료기관 등 이해관
계자 모임을 만들어 여러 차례의 디자인 워크숍과 토론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교통수단과 커뮤니티 서비스, 토지이용, 친환경설
계 기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물론 계획안은 전문가들로 구
성된 위원회를 통해 조율의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또한 포틀랜드의 최소 단위의 근린활동 조직인 네이버후드 어
소시에이션(Neighborhood Association)은 우리의 반상회와
<화물열차 조차기지를 고급 레스토랑 거리로 재생>

비슷하지만, 시가 인정한 공식 근린조직으로 시의 지원금을 받으
며 지역의 마을 만들기 활동 전반에 관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
다. 이러한 다양한 시민 참여는 포틀랜드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조성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참여 도시계획의
초기 단계인 우리 부산도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꿈꾸
는 이상적인 도시를 직접 그리는 날이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것이라 믿는다.

참고자료

<LEED 플래티넘 인증 받은 인디고@12웨스트>

모종린, 2014, 「작은 도시 큰 기업」, 알에치코리아.
사쿠마 유미코, 2016, 「힙한 생활 혁명」, haru.
야마자키 미츠히로, 2017, 「포틀랜드 내 삶을 바꾸는 도시혁명」, 어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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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추이, 前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現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소개한다.

부동산 가격 추이
전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1986년 1월 36.7을 시작으로 2000년 1월 51.7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11월 현재 105.8
로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중 서울 주택매매가격은 2001년부터 세 차례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8년 11월 현재 서울 강남의 주택매매
가격 지수는 119.6, 강북은 115.9를 기록하였다. 부산 역시 2001년부터 세 차례 가파르게 상승하였지만, 서울시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
고 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부산시는 같은 기간 동안에는 상승이 없다가 2008년 금
융위기로 서울시의 주택가격이 주춤할 때 수직상승하였다.
주택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풍부한 자금 유동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례없는 초저금리를 맞아 시중에 돈이 넘치는데
기업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는 늘지 않고, 갈 곳 없는 돈이 부동산 거래에 몰리면서 가격 폭등을 낳았다는 분석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급증한 유동성은 2018년 6월 현재 2,622조원에 달하고 있다.
유동성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있지만, 2014년 8월부터 본격적
으로 하락한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 1.5%로 한 차례 올린 후 최근 2018년 11
월에 1.75%로 인상되었다. 지금까지 사상초유의 초저금리시대를 유지하고 있었
으며, 이에 따라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유동성 지표인 M2(현금 + 결제성
예금 + 2년 미만 금융상품)를 살펴보면, 최근까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전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정부의 부동산 정책

|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 출범 시 강남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냈으며,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서 각종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였다. 초반에는 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 등 수요억제에 초점이 맞춰졌고, 2006년
부터는 수요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서서히 공급확대로 무게중심을 이동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이른바 ‘부동산 대란’을 부추겼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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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동성 추이(M2)>

노무현 정부 당시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은 채 상승세를 이어갔고, 특히
2005년 말 이후 강남 아파트 가격은 출범직후(2003년 1월)에 비해 70%나 급등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로 지적되는
점은 유동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당시에도 유동성이 풍부했는데 이러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에 몰리면서 가격 폭등을 초래했다는 분석
이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 특히 고급 주택 및 다주택보유자의 세부담을 높
여 강남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가격하락을 목표로 했으나 실패하였다. 당시 부동산 정책에 있어 유동성에 주목해야 하고 유동성 자금이 부
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윤을 찾을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금리인상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그러
나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경제정책 당국과 주택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통화당국 사이에 금리정책의 견해차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년도

대책

5.23
대책

2003년

9.5
재건축
대책

10.29
대책

2.17
대책

2005년

5.4
대책

8.31
대책

2006년

3.30
대책

주요내용

년도

· 수도권 및 충청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확대지정
· 재건축 아파트 80% 후분양제
·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
· 주택조합 분양권 전매 금지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대책
10.27
대책
11.3
대책

· 재건축 아파트 중소형(25.7평 이하)건설 의무비율 60% 확대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 주택 공급물량 확충
- 강북 뉴타운 추가 조성
- 장기 공공임대주택 1백50만 가구 건설
· 부동산 과세 강화(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
·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2005년)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 2004년 4월 26일 강남, 강동, 송파, 분당 시행
- 2004년 5월 28일 용산, 과천 시행

· 판교신도시 11월 일괄분양 등 판교 투기방지 대책
·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고제한
· 초고층 재건축추진 억제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실시

· 투기지역 총부채상환비율 40% 확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 인천 검단 신도시 건설, 파주 운정 신도시 확대화

·기
 반시설비 국고지원, 고밀도 개발로 공공택지아파트 분양가
인하
· 다세대 ·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

11.9
대책

·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주택대출 총량규제 적용은 배제
· 공급물량, 시기 등 공급 확대 로드맵 구체적 제시
· 용적률 상향조정, 녹지비율 조정
· 분양가 20~30% 인하 유도
· 부동산 투기 관련 탈법, 탈세, 위법사례 철저 단속
· 가격 급등 지역 집중 단속, 세무조사 실시
·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환수 등 투기억제책
지속
· 관계부처 특별대책반 구성
·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검토

11.15
대책

· 공급확대
- 공공택지 조기 공급 및 물량확대 : 2010년까지 공공택지
공급물량 12만5천가구 증가
- 2007년 상반기 분당급 신도시 등 신규택지 확보 추진
· 분양가 인하
- 공공택지내 분양가 20∼30% 인하 추진
· 수요관리강화
-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LTV 규제강화
(은행.보험은 투기지역 LTV 예외적용 대상 폐지:60% →
40%, 10년초과 6억원이하는 60% 예외 유지 / 비은행 금
융기관은 LTV 규제 강화 : 60∼70% → 50%)
- DTI 규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적용
· 서민주거안정
- 장기 임대주택 건설, 비축 / 서민 주택금융 지원 강화

2006년

·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보유세 단계별 강화
· 재건축, 재개발, 택지개발이익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 종부세 과세대상 6억원으로 하향
· 분양가 상한제 확대
·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 송파 신도시 건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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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노무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보금자리 주택 43만 7천호 공급 등 주택공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쳤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을 맞아 부동산 경기 진작(주택시장 활성화)에 더욱 적극
전국
매가격
지수
& 서울
강남.강서울지역
북 아파아파트
트매매가
격 지수
추이 : 이 명박 정 부 기간
적으로 매진하였고,
이 주택매
기간 동안
전국 주택
가격은
상승했지만
가격은
하락하였다.
(2008.1~2012.12)

110.0
105.0
100.0
95.0
90.0
85.0
80.0

전국 주택

강남아파트

강북아파트

<이명박 정부기간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박근혜 정부는 취임하던 해인 2013년에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매년 7만 가구를 공급하던 공공주택을 2만 가구로 줄이는 공
급억제·수요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더불어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유도해 거래를 늘리겠다’
는 기조 아래 양도세 중과 폐지,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다주택자들에게 각종 감세 혜택을 주었다. 2014년에는 7.24 부동산 대책과 9.1 부
동산 대책을 통해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70% 일괄 완화, 재건축 연한 완
화, 청약 1순위 자격 완화 등 부동산 매매 활성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부동산 가격은 박근혜 정부가 목표한 대로 2015년 1
월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중요한 점은 기준금리가 대폭 하락한 점이다. 기준금리 2.75%로 임기를 시작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2.50%
로 기준금리를 낮춘 이후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춰 2016년 6월에는 1.25%까지 낮췄다. 이에 따라 시장에 유동성이 넘치게 되었으며, ‘빚내
서 집을 사자’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넘치는 유동성이 만나 2015년 1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상
승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이다.

<박근혜 정부기간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현 정부는 ‘풍부한 자금 유동성’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두 가지 상황이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때와 비슷한 조건에서 임
기를 시작했다. 또한 부동산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도 비슷하여 부동산 공급은 충분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은 투기라고 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
는 의견이 다수이다. 작년 8.2 종합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폭등
양상을 나타냈다.
최근 9.13 대책을 통해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증가시키고, 주택보유 세대의 주택관련 대출을 차단하거나 규제를 강
화하여 추가적 주택 구매를 막으려고 하였다. 이 결과가 차츰 어떻게 나타날지는 계속적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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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년도

대책

6.19
대책

2017년

8.2
대책

10.24
대책

주요내용

년도

·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전매제한 기간 강화(강남 4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
· LTV 및 DTI 요율 강화
2017년
-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 규제비율 10%p씩 강화
- 잔금대출 DTI 신규 적용
· 재건축 규제 강화(최대 3주택에서 2주택으로)
· 주택시장 질서 확립(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무기한 실시)
·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유입 차단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 양도소득세 강화
-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및 임대등록 유도
· 서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공공택지 확보
-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 가구 공급
- 신혼희망타운 공급 5만 가구
·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대책

12.13
대책

·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감면 확대
-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 정보 인프라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 임차인 보호 강화
-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범위 확대
-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8.27
대책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 수도권 30만호 이상 추가공급 가능한 30여곳 공공택지 추가
개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추가 지정 및 해제
· 투기행위 집중 단속
- 자금조달계획서 엄격 검증
- 세금탈루 행위 지속 조사
- LTV·DTI 규제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 집중점검 강화

9.13
대책

· 종합부동산세
- 3주택자,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시 최고 3.2% 중과
- 조정지역 외 2주택자 및 고가 1주택 종부세율 인상
-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 9억→6억(공시가격)
· 임대사업자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LTV 40%
-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 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2018년

·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상담 활성화
· 거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新DTI 도입 및 全금융권 여신관리 지표로 DSR 단계적 도입
·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 관리
·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중심 임대주택시장 개선

주요내용

9.21
발표

·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한 30만호 추가 공급
·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시사점
이번 정부 들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총 15차례의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지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다
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으로 투기자본이 일부 지역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반
면에 재건축 규제 강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강화 등으로 신규 주택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에 소위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가격이 급등하였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려고 한다. 주택시장 변동에 정부가 대응함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유도하
기 위해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가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하게 된다. 그 부작용은 차기 정부 집권기간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주택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다. 언제든지 주택의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주택정책의 변화, 심리적인 요인 등이 상승작용하면서 주택시
장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급변은 사회경제적인 불안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부
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명확한 비전과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행에 옮길 때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가 가능할 것
이다. 앞으로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기다려 본다.
참고자료
김경민 외, 2017, 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의 교훈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 한국부동산학회.
배순석, 2017, 국민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새 정부의 정책과제, 한국감정원.
입소스, 2018,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점검 및 시사점.
조선일보, 2017.7.19., A28.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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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도시계획에 대하여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관련 용어 및 사업에 대하여 소개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정의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s : FEZ)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를 유도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나아가 국가경쟁
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특별경제구역이다.

경제자유구역 현황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시작으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 황해경
제자유구역(YESFEZ), 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DGFEZ), 충북경제자유구역(CBFEZ),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FEZ)으로 총 7개의 구역
이 지정되어 조성 및 운영되고 있다.

<전국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위치도>
경제자유구역 명칭
(위치)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연수구, 중구, 서구)

면적(㎡)

123.49

인천경제자유구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강서구), 경남(창원시)

충북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1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 관광레저
· 첨단산업, 의료
· 금융, 유통물류

51.06

· 첨단부품소재제조업
- 자동차, 해양플랜트 등
· 항만물류, 정보통신
· R&D, 관광레저, 문화교육

69.57

· 미래형 첨단소재산업
· 철강·금속산업
· 신재생에너지
· 연구개발 서비스, 관광레저

황해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전남(여수, 순천, 광양)
경남(하동)

주요 유치업종

· 첨단산업
- 자동차, IT
- 기계, 화학, 물류
· 서비스산업
- 관광, 유통, 상업, 호텔

황해경제자유구역
경기(평택)

4.36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경산, 영천, 포항)

18.45

충북경제자유구역
충북(청주)

4.88

· BT(Bio Technology), IT
· 첨단·항공산업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강원(강릉,동해)

8.86

· 첨단소재산업
· 사계절 명품 해양관광

· 자동차 및 기계 부품
· 그린에너지, 바이오
· 의료기기, IT, SW

BUSAN URBAN PLANNING MAGAZINE

경제자유구역의 인센티브
경제자유구역은 조세감면, 현금지원, 노동규제 및 외환거래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와 원스톱 서비스 운영 등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강력
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 투자기업과 시행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
구분
법인세
소득세
국세

조세감면

관세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개발사업 시행자

감면내용
5년(3+2)형 조세감면
- 3년간 100%면제
- 2년간 50%감면
7년(5+2)형 조세감면
- 5년간 100%면제
- 2년간 50%감면
조례에 따라 15년간 100% 면제가능
조례에 따라 15년간 감면가능

구분

감면내용

법인세
국세

지방세

소득세

5년(3+2)형 조세감면
- 3년간 100%면제
- 2년간 50%감면

관세

5년간 100%면제

취득세
재산세

조례에 따라 15년간 100% 면제가능
조례에 따라 15년간 감면가능

• 자금, 기반시설, 임대 등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재정·입지활동을 지원

경영활동지원

현금지원

· 협상을 통해 결정하되, 최소 FDI 5% 이상 지원
- 공장시설·연구시설 설치비, 고용 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 지원

외국교육
연구기관

·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 지원

기반시설
지원

· 도로, 철도, 공항, 항만시설,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임대지원

· 국·공유지에 대해 50년간 임대 가능
- 임대료는 부지가액의 10/1,000 수준

임대료 감면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50~100% 감면

•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

각종규제완화

• 자유롭게 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동규제
완화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업보호 대상자 우선채용 의무조항 적용 배제
· 근로자 무급휴일 허용
·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확대 및 근로자 파견기간 연장

행정규제
완화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8조(인구집중유발시설 총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등 적용 배제

외환거래
자유

· 1만불 이하 범위 내 경상거래 시 대외 직접 지급

• 각종 계획 수립 등의 의제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11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각종 구역의 지정, 계획의 수립·승인 또는 변
경이 있은 것으로 간주

행정절차지원

• 각종 인가·허가 등의 의제
-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40개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투자 검토 단계 ~ 관리까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지원
•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회계, 세무 상담 및 각종 행정 지원 서비스 제공

원스톱 서비스

부산도시계획정보지 vol.22

11

알기쉬운 도시계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2003년 10월 23일 지정)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부산신항과 유라시아 관문터미널이 될 부산신항역 등 물류 인프라를 갖춘 최고의 복합물류허브이며, 국제비즈
니스와 휴양·레저의 중심, 조선·자동차·기계·관광 등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에 위치하여 고부가가치 복합 물류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
로벌 비즈니스와 고품격 관광레저가 공존하는 경제특구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 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ㆍ창원시 진해구 일원
- 면적 : 51.1㎢(여의도 면적의 1.8배)
- 개발지구 : 5개 지역, 23개 지구
- 사업기간 : 2003∼2023년(Ⅰ-1단계 2006, Ⅰ-2단계 2015, Ⅱ단계 2023)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방향 >
지역명

면적 (㎢)

개발방향 및 특징

신항만
지역

11.1

물류, 유통, 국제업무
· 세계정상급 항만으로 인정받은 부산신항이 위치
· 북미·유럽·극동아시아 항로를 잇는 세계물류의 중심지

명지
지역

12.8

국제비즈니스, 의료·교육, 물류, 주거
· 동남권 최우수공항으로 인정받는 김해국제공항이 인근에 위치
· 호텔·컨벤션센터·R&D센터·글로벌캠퍼스 등 국제 비즈니스 도시

웅동
지역

9.8

여가, 휴양시설 및 물류
· 국내 최고의 항만배후부지에서 최고의 물류 서비스 해택제공
· 해안가에 위치한 골프장·호텔 등 관광·레저를 즐기는 복합레저물류도시

지사
지역

13.1

첨단산업, R&D, 제조, 물류
· 미래성장 거점이자 환동해권 경제벨트의 허브가 될 부산신항역이 위치
· 글로벌 제조기업이 즐비한 첨단산업의 중심지

두동
지역

4.3

친환경주거, 물류, R&D
· 메카트로닉스·첨단물류 관련 기업이 위치 할 물류복합도시
· 인근 골프장·도요지에서 문화·레저 체험을 즐기는 친환경도시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총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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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구별 개요 >
지역

신항만
지역

명지
지역

지구

사업기간

신항북측
배후부지

2000~2012
(1-1단계)

신항남측
배후부지
신항만지구

2013∼2020
(2단계)
2000∼2020

6,588천㎡

42,334억원 · 동북아 중심항만 건설, 항만기능지원 첨단 복합물류기지 건설

명지지구

2003∼2023

6,398천㎡

31,193억원

신호지구

1993∼2007

3,121천㎡

7,040억원

· 동남권 첨단생산 거점을 조성하여 다국적 기업의 첨단생산
기업 유치

화전지구

2003∼2010
(1-2단계)

2,448천㎡

7,645억원

· 신호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생산 산업단지 조성
· 단지 일부에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외국인전용단지 조성

서부산
유통지구

2006∼2012
(1-2단계)

828천㎡

국제산업
물류지구

2010∼2018

5,711천㎡

21,397억

· 동남권 첨단벨트의 중심축 형성, 산업물류용지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1,962천㎡

2,350억원

· 동남권 물류·첨단생산 거점을 조성하여 다국적 기업의 IT·BT
관련 국제기업 유치

3,581천㎡

10,734억원

부산과학
산업단지
미음지구
지사
지역

두동
지역

웅동
지역

송정지구

1992~2008
(1-1단계)
2008∼2016
(1-2단계)
2016∼2020
(2단계)

규모

사업비

개발방향

3,083천㎡

· 동북아 중심항만(Mega Hub Port)과 물류거점항만 건설
· 항만기능 지원 첨단복합물류기지 및 배후도시건설
5,476억원
· 선진 해양 도시로 도약을 위한 항만 물류산업 육성에 기여
항만기능 지원 첨단복합물류기지 및 배후도시건설

1,444천㎡

5,286억원 · 항만 지원 첨단복합물류기지 및 배후도시 건설

760천㎡

· 국제업무시설, 외국교육기관·의료기관, 호텔, 컨벤션, 생태공원
조성으로 동북아 중심 국제업무신도시 건설
· 국제업무·해사업 종사자 및 외국인들의 쾌적한 정주공간 확보

· 공항, 신항만 인입선, 경전선 등을 연결하는 대륙물류기지를
조성하여 유통물류 업체 유치
2,781억원
· 신항만 및 공항과 연계한 물류단지 조성
· 유통시설 집적화로 유통구조 개선 및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 부산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생산 산업단지 조성
· 단지 일부에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물류 중심기능 확대에 따른 해상물류 증가 등 안정적 경제활동
1,914억원
지원을 위한 배후부지 제공

명동지구

2009∼2022

506천㎡

· 원전부품 소재단지의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1,866억원
· 연구개발 및 홍보를 위한 원전부품 연구소, 전시관 유치로 원전
부품 클러스트 조성

생곡지구

2009~2015

557천㎡

· 부족한 산업용지의 전기공급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2,294억원 · 상위계획상의 개발가능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균형적 도시
발전 도모

두동지구

2004~2018
(1-2단계)

1,680천㎡

4,220억원

· 실수요자 중심 물류복합도시 조성
· 주거단지 개발로 단지내 종사자 편의 도모

보배
연구지구

2003~2017
(1-2단계)

785천㎡

1,797억원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 산학협력 확대 및 R&D기능 강화

문화지구

2007~2015
(1-2단계)

165천㎡

265억원

용원레저지구

1988∼1991

1,638천㎡

웅동지구

2003~2020
(1-2단계,2단계)

6,332천㎡

12,707억

남문지구

2006~2014
(1-2단계)

1,086천㎡

3,478억원

남양지구

2003~2009
(1-2단계)

293천㎡

웅천·
남산지구

2007~2018

665천㎡

2,263억원

796천㎡

3,156억원 · 산업물류 기능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

와성지구
마천산업지구

2009~2020
(1-2단계)
1988∼2001

611천㎡

·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역사문화자원 개발 등
문화기능 제고

80억원 · 연중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사계절 레저단지 조성
· 경제자유구역 내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으로 고급 여가·휴양서
비스 제공 및 신항배후 물류단지 조성으로 물류 유통단지 조성
·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
· 신항 및 지구 내 종사자를 위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 마천·두동지구와 연계한 첨단생산 산업단지 조성
575억원 · 마천주물단지 등 기존 산업단지를 첨단소재부품 등으로 업종
전환 유도
· 신항 주변 산업용지 수요증가에 대응한 적극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794억원 · 첨단산업 유치계획 수립으로 산단구조 고도화 추진

참고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 www.fez.go.kr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www.bjfez.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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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
법령 제·개정
트렌드소식

법령 제·개정 소식
도시계획 관련 법령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정사항을 알려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8. 11. 13.
[시행] 2018. 12. 27.

▶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저장 및 이

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용시설을 추가하고 화장시설, 공동묘

○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 토

지 및 봉안시설을 장사시설로 통합하

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정

는 등 기반시설의 유형을 시설의 목

보를 포함한다.

적ㆍ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ㆍ정비

l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명확화(제44조제1항) l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도시계획

[시행] 2018. 11. 13.

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련된 정

○ 지구단위계획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은 20%까지만 포함할 수 있고

보의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기초조사

‘이미 개발된 토지’는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으나, 토석채취가 완료된 경우를 ‘이미 개발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법제처 해석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비율 제한 예외 대상에 토석채취

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가 완료된 토지(준보전산지에 한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보완하였다.
l 기반시설의 종류 통합ㆍ정비(제2조제1항) l

l 기존 공장의 건폐율 특례(제84조2) l
○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될 당시 이미 해당 지역에 준공되었

○ 기반시설을 7종 52개에서 7종 46개로 개편

던 공장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 운동장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에 통합

신청하면 당초 2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규정된 해당 지역의 건폐

- 운동장과 체육시설은 설치목적 및 입지·구조기준이 유사하므

율에도 불구하고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공장을 증축 또

로 체육시설로 통합하여 시설의 설치·운영·관리상 편의 도모

는 개축할 수 있도록 정한 특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을 통합하여
장사시설로 규정
- 근거법률, 설치목적 및 입지·구조기준이 유사한 시설을 통합
하여 시설 간 변경 및 복합설치 시 절차 간소화
○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기반시설에 신설
-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
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변경
-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을 모두
포함하므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황을 반영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을 기반시설에서 폐지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은 비공공시설로 자동차검사시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였다.
l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간 단축 예외사유(제95조제2항) l
○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계
획법을 개정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은 사업에 관한 예측이 어려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
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예외사유로 규정하였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설과는 다르게 공공부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 않고 다른

[개정] 2018. 8. 14.

학원과 기능적 측면에서도 동일

[시행] 2019. 2. 15.

- 개별법(도로교통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으로도 추후 신규 수요에 따른 공급이 가능함
○ 운하를 하천에 통합하여 하천시설의 일종으로 관리
- 운하는 하천법 상 하천시설의 일종이며 도시계획시설 지정 실
적없음
l 기초조사정보체계에서 관리하는 정보(제11조제4항, 제5항) l
[시행] 2019. 2. 22.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
구할 수 있는 한도를 임대료의 5% 범
위에서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
며, 임대료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
내에는 하지 못 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료가 법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초
과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료 조정을 권고하도록 하며,
재신고 임대료도 법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 수리
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한도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

○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

차인대표회 구성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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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지원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

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데이터센터 및 곤

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 사육시설 등 신산업 관련 시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등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하였다.

인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한편 임대사업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표준임

l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등 명확화(제2조제17호 및 제18호) l

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였다.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의하였으나,

l 임대료 관련 제도 개선(제44조, 제44조의2 및 제46조) l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 건축물은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을 고려하여, 다중이용 건축물 정의를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
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법에서 정한 증액 비율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명확화 하였다.
○ 건축물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ㆍ차양 등 돌출길이를 산정하
여 특수구조 건축물을 판단하고 있으나, 외벽이 없이 기둥으로
지지되는 건축물의 경우 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보ㆍ차양 등
돌출길이를 산정하도록 산정방법을 명확화 하였다.

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

l 건축물의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 설치기준(제44조) l

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창문 등이 없이 내화구조의 벽ㆍ바닥 등으로 구획된 건축물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료가 법에서 정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전체 건축물이 아닌 내

한 증액비율을 초과하거나 지역의 경제적 사정 변동 등으로 조정

화구조로 구획된 각 부분을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계단ㆍ복도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조정할 것을 권고할 수

및 출입구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있고, 권고 받은 임대사업자가 재신고한 임대료가 법에서 정한 증
액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l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제86조제7항) l
○ 공동주택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된 시

l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권 부여

설ㆍ부지가 있는 경우 마주보는 대지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제45조제2항) l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나, 공동

○ 임차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주택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시설ㆍ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일조 등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

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할 수 없도록 하였다.

l 표준계약서 명시, 임대차계약시 설명하여야 하는 내용 확대

○ 공동주택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시설ㆍ부지가 있는 경우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l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주보는 대지 경계선의 중심선

○ 임대사업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

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해제ㆍ해
지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도록 하였다.
l 건축행정 관련 권한의 위임범위 확대(제117조제4항) l
○ 국민편익 제고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권한 중 건축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동장ㆍ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

l 민간임대주택 공동주택단지에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으나, 건축행정 절차 일부로 한정하여 신고관청과 사용승인관청

(제52조제1항) l

등이 달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 개

○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선사항으로 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 및 대수선 권한, 가설건축물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작물 축조 권한 등을 일괄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확

구성 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

대하였다.

우 임대사업자가 지원하도록 하였다.

건축법
시행령

l 건축물의 세부 용도 신설 및 구체화(별표 1) l

▶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

○ 방송통신시설 관련 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부지 등이

양돈ㆍ양계 및 곤충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 세

있는 경우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공동

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다.

주택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개정] 2018. 9. 4.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부지 등이 있는

[시행] 2019. 3. 5.

경우와 동일하게 완화하고, 사회ㆍ경
부산도시계획정보지 vol.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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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
도시계획
트렌드
추천 도서

맞춤형 도시계획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도서를 소개한다.

◎ 저자 소개
저자 이희정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도시공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에서 도시
공학 학사와 석사를 이수하고,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
득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연구교수를 지냈다.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위원, 경
기도 도시계획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심의위원, 국토교통부 국토경관헌장제정 위원
등을 역임했다.

◎ 책의 내용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폭증, 수출 증대에 따른 소득 향상과 경제 규모가 확대
되었던 고도성장의 시대가 저물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적 변화로 저성장시
대에 도래하였다. 저성장시대에 도래하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고
도성장시대는 주택과 기반시설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나, 지금은 지속적이고 친환경
적이며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리하여 도시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그에 맞는 특화된 계획인 ‘맞춤형 도시계획’을 현
도시계획의 체계인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제와 관련
지어 맞춤형 도시계획의 실질적인 과제와 의미를 설명한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획일적으로 수립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현안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더욱 실행력 있는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 방침의 형태로 제시하

저자 : 이희정
출판 : 커뮤니케이션북스
발매 : 2017.03.24.

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현재 도시는 외부로 확장하는 성장의 시대가 지나면서 기존
의 생활공간을 개선하고 정비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계획인 생활권계획이 수
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용도지역제는 인프라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주택 위주의 공급을 지향하는 개발을 함으로써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고,
지역 중심과 외곽지역에도 동일한 밀도 체계를 적용하여 중심지 위계 및 도시공간구조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용
도지역별로 개발 밀도를 관리하는 체계에서 도시공간구조 및 지역별 위계로 세분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맞
춤형 개발 밀도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마련되어야 한다.
맞춤형 도시계획 체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의 계획 역량 제고와 정책적·제도적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새
로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 아울러 시민의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와 인식도 향상되어야 한다.

◎ 시사점
이 책에서 저자는 ‘맞춤형 도시계획’을 위해서 주민들의 삶터인 개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계획과 이런 도시계획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시는 이를 실현하고자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4번의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3번의 ‘시
민계획단’을 통한 주민들의 참여로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 및 ‘부산도시계획헌장’을 제정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지역 주민의
요구와 일상생활상을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계획인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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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리포트

제3기 시민계획단이 12월 6일 목요일과 12월 15일 토요일에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
번 시민계획단은 중부산권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의 문제점과 이슈를 도출하고 개선과제 및

제3기

시민
계획단

실현전략을 발굴하기 위하여 56명의 일반시민들과 33명의 도시계획 전공 대학생, 경성대학교 남광
우 교수, 동아대학교 김호용 교수, 동의대학교 김형보 교수, 부산대학교 강정은 교수 등 총 93명이 참
가하였다.
1차 토론인 12월 6일에는 제3기 시민계획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생소한 생활권계획을
소개하며 지역진단 및 지역이슈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진단 및 지역이슈를 발굴하기 위하
여 자치구별로 그룹을 구성하여 그 지역의 현황을 개개인이 SWOT분석을 통해서 진단하고, 그 진단
사항을 그룹화 하여 여러개의 지역 특성을 도출한 다음 그룹 구성원의 공감투표를 통해 그 지역의 대
표 지역 이슈를 발굴하였다.
2차 토론인 12월 15일에는 지역의 문제점을 중심지·지역경제, 주거지·생활환경, 기반시설·교통·
안전, 역사·문화·복지, 기타 등 5가지 분야로 나누어 탐색하였다. 그런 다음 각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
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그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2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쁜 시간
을 내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제3기 시민계획단을 마무리하였다.
생활권계획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및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인 생활권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여 지역의 발전방향과 정책목표, 추진전
략 등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생활권계획 수립을 통해서 주민이 정책수립의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 방
향을 결정하므로 주민만족도 향상, 자치구 특성과 다양한 지역계획을 반영한 계획으로 균형있는 성
장, 공간관리의 예측가능성이 강화되어 행정계획의 실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2019년 중부산권(중·동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생활
권계획을 시작하여 연차적으로 동부산권(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서부산권(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생활권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 제3기 시민계획단 모집 포스터 >

< 제3기 시민계획단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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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
심의결과
트렌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알린다.

일자

심의안건명
① 괴정3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 재심의
[ 사하구 괴정동 530-13번지 일원 ]
A=31,310㎡

제10회
② 연산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도시계획
[ 연제구 연산동 578-1번지 삼익맨션 일원 ]
위원회
A=9,200㎡
(2018.10.24.)
③ 연산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 연제구 연산동 580-4번지 삼보맨션 일원 ]
A=8,200㎡
①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변경 결정(안)
[ 강서구 식만동 일원 ]
A=172,460㎡ → 173,615㎡ (증 1,155㎡)
제11회
② 초량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
도시계획
재심의[ 동구 초량동 754-137번지 일원 ]
위원회
A=87,304.8㎡
(2018.11.21.)
③ 덕천3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
[ 북구 덕천동 361번지 일원 ]
A=16,050㎡
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제4회
[ 강서구 강동동(강동대사), 대저1동(평강·강서) 일원 ]
공동위원회
강동대사 : A=983,334㎡
(2018.11.21.)
평강 : A=204,654㎡
강서 : A=3,207,487㎡

주요내용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2018.8.31.)에서 재심의 되었던 안
건으로 괴정3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건축계획 수정가결
: 용적률 인센티브 공공성 재검토 등)을 지정하고자 함
•연산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장기간 미추진 (정비
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으로 정비예정 구역 해제

원안가결

•연산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장기간 미추진 (정비
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으로 정비예정 구역 해제

원안가결

•식만~사상간 도로 연결 및 식만JCT 변경을 위한 재실시설
계에 따른 광장(교통광장 120호)의 선형변경 및 면적증가를
반영

원안가결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2018.5.9.)에서 재심의 되었던 안건
으로 초량2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토지
이용계획, 건축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을 변경하고자 함

보류

•덕천3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을 지정하고자 함

재심의

•강동대사 지구단위계획
-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변경
- 건축물 계획 변경(제조업·공장 및 소매점 등 제한)
•평강 지구단위계획
- 건축물 계획 변경(제조업·공장 및 소매점 등 제한)
•강서 지구단위계획
- 임대주택 관련 시행지침 변경

재심의

① 용호2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 재심의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2018.9.20.)에서 재심의 되었던 안
[ 남구 용호동 434번지 일원 ]
건으로 용호2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토지이
A=51,305㎡
용계획, 건축계획 등)을 변경 지정하고자 함
② 범천4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안)
[ 부산진구 범천동 1269-15번지 일원 ]
A=126,690㎡
③ 사하구 장림동 산1-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
[
사하구 장림동 산1-1번지 일원 ]
제12회
A=47,998㎡
도시계획
④ 도시관리계획(시설 : 하수도) 결정(신설)(안)
위원회
[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산76-6번지 일원 ]
(2018.12.19.)
A=1,517㎡
⑤ 강서구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안)
[ 강서구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원 ]
A=0.841㎢(강서구:0.081㎢, 경자청:0.760㎢)
⑥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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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수정가결

•범천4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을 변경 지정하고자 함

보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하고자 함

부결

•생활하수 처리를 위하여 중계펌프장과 간선하수도를 신설하
고자 함

원안가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강서구청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 내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자 함

원안가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및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자문

부산도시계획헌장
미래 부산 도시계획 100년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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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미래 부산

부산은 유라시아 관문으로 늘 새로운 문명의 수용과 확산의 중심이 된 도시이다. 우리의 삶터인 이곳은 일찍이 해양문화를 꽃피운 곳으로 근대
이후 신문화를 받아들인 곳이며, 여러 지역의 사람과 문화를 품어낸 피란수도로 오늘에 이른 역동적인 도시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과 가치를
이어 받아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든다. 부산도시계획은 민주적
과정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함께 어우러져 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한다. 우리는
부산만의 독창성을 살려 공공의 가치가 우선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계획과 바다, 산, 강이 조화로운 해양수도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은다.
이에, 부산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미래 부산 도시계획 100년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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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산

지속 가능한
부산다운 토지이용

활기찬 지역경제와 건전한 지역사회, 건강한 생태환경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한다.

다양하고
활기찬 주거환경

소득, 연령, 문화를 고려한 다양하고 안전한 주거를 제공하여 이웃과 행복하게 어울려 사는
건강한 공동체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

삶의 터전이
되는 도시재생

부산 도시재생은 지역 정체성 및 주민공동체 회복을 추구하고 소득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미래세대를 포함한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안심되고
안전한 도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사회 안전 취약지역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재난대응계획과 신속한 생활밀착형 방재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 탄소배출 제로도시를 지향하여 원전과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환경을 만든다.

걷고 싶은
친환경 교통도시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스마트 교통도시를
만든다.

균형과 효율을
갖춘 기반시설

건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해양도시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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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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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산, 강이 만드는 자연의 매력을 보존하고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개성있는 경관을

자연과 조화되는
창출하기 위해 열린 바다, 산 능선과 어우러진 스카이라인, 매력적인 색채와 디자인을 추구
매력 있는 경관도시 한다.
미래 부산

약속 부
년의

장

도시계획헌
산

곁에 있어
머무르고
싶은 공원도시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머무르고 싶은 공원과 치유와 소통의 숲으로 가득한 푸른 도시를 조성
하기 위해 거주 공간 공원화와 보행로 숲길 조성 등을 모두 함께 노력한다.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

아름다운 해안선과 갈맷길 등 부산의 색깔과 장소성을 살린 문화관광자원을 보전하고 발굴
하여 시민이 누리고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구현한다.

2017년 12월 18일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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