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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의 지역별 격차 분석
김종근**

Regionally Different Achievements of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Jong-Geun Kim*
요약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주거지 개량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시행되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 세부내용의 지역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사업추진의 지역차
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2018년 이후 준공된 전국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을 지역별로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업 특성 중 사업면적,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업 소요기간이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지역 격차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의 도시관리자가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내재한 제약과 행위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향후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등을 개정할
때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사업 소요기간, 도시관리자

Abstract : As one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s planned for ameliorating or constructing a detached house or multi-household house.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compare the regional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implemented
in different regions, and to explore a proper approach that can explain what causes such regional differenc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and studies prior research regarding the policy. Regional analysis on the completed projects that began
since 2018 reveals that there are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ces in building area, the characteristics regarding
project feasibility, and project duration. A theoretic approach for explaining such regional differences is that urban
managers implement central government’s policy reflecting limitations and actions intrinsic to the region. Th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ful as empirical data when reforming the legislations regarding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
Key Words :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 feasibility, Project
duration, Urban manager

판자촌 및 달동네와 같은 인구 과밀지구를 형성하였다. 이

I. 서론

와 더불어 기반시설 부족, 교통 및 상하수도 시설 부족 등

우리나라 도시는 1960년대 대규모 이촌향도로 급격한

으로 인해 도시가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팽창을 겪게 된다. 이렇게 유입된 저소득층 인구는 이른바

심각해 졌고, 이러한 도시의 팽창과 불량주거지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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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기 위해 정비사업 제도가 도입되었다. 1971년 재개발

2019년 133.5억원에서 2020년 700억원 규모로 확대되었

사업의 도입 이후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주거환경

다. 그렇지만 준공된 사업지 30곳(2021.3. 기준) 중 수도권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

이 14곳(47%), 대전·충청권 11곳(37%), 부산·울산·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제정(2003.7.1. 시행)으로

남권 5곳(16%) 으로 사업 추진 성과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

하나의 법률에 통합되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도시정비

어 있다.

사업은 도시 내 불량주거지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이러한 정책사업 성과가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원

환경을 개선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였으나 주변지역과의

인을 규명하기 위해 주택에 관한 도시관리자(urban mana-

연계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ger)의 역할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도시 내 광역적인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재

세울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실

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06.7.1. 시행)되었다.

현되는 정도는 지방정부의 도시관리자로 간주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일명 뉴타운사

지자체 행정가들과 부동산 개발업자 및 도시재생 현장지

업)은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을 취하고 있어 원주민 내몰

원센터 등의 이데올로기와 개별 조직에 내재한 제약에 따

림, 조합 내 갈등, 투기의혹, 절차 수행 시 장시간 소요 등의

른 행위에 따라 달라지며, 그 결과 정책의 지역별 성과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2012.2.1.

차이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행)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여, 소규모로 주

본 연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지역별 추진 현황을 검

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원주민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유도

토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사업추진의 지역차가 발생하

하였다. 또한, 사업성 위주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이

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방법을 탐색하는 것

위축되자 도시 쇠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

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특성을 관련

입이 요구되었는데, 이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정책 자료 및 법령을 통해 살펴보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을 제정(2013.12.5.

도입된 2018년 이후 2021년 3월까지 진행된 전국의 추진

시행) 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도시재생

현황에 대해 지역별 차이를 검토한 후 사업의 활성화를 위

을 도모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발전되었다. 정부

한 정책제안 및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도시구조 이

는 이러한 도시재생의 기조 하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론 중 정책 수행의 지역차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접근방법

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정

을 확인한다.

(2017.2.8.)하여 소규모 도시정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
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
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가

II. 이론적 배경

지는데(국토교통부, 2018b), 주거복지 실현의 목표 달성
을 위해 기존의 전면철거형 주거지 정비 방식에서 가로주

1. 자율주택정비사업 특성

택 및 자율주택 정비와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
고, 기초생활인프라를 공급하며,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부

1)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념, 대상지역 및 사업유형

작용 완화를 위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연립·다세대 밀집지역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자

주민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하는 사업이다(국토교통부, 2018a).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추진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앞서

지상권자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인

살펴본 것처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자율주택, 가로주

가를 받은 후 착공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

택, 소규모재건축으로 나누어지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규모의 주택정비사업이다(국토교통

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 등 노후주거지의 재생을 통한

부, 2018a).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도입된 이후 활성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수행의 주요 수단으로 활

화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등 시행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을

용되고 있다. 사업의 규모는 최대 2만㎡로 사업규모가 작

연 1.2~1.4%의 저리로 융자하고 있는데 기금 집행액이

아서 사업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자금조달이 어려울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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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자율주택정비사업 절차
사업절차
사업준비

기존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건축협정형

정비기본계획수립

건축협정운영회 구성

정비계획수립 / 구역지정

-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업시행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

사업완료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
▼

주민합의체 구성 및 신고
심의 (필요시)

◀

건축협정 인가신청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내용은 포함)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 및

착공신고

착공신고

건축협정 인가신청은

준공 및 입주

준공인가

통합심의시 신청

청산 및 조합 해산

-

평균 8년 6개월

평균 1~2년 소요

니라 정비사업추진 절차를 위탁 지원할 민간전문 업체의

폐율과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등 건축협정을 맺어 효율

참여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

적인 공간활용을 한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지원하며, 한
국부동산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같은 관련

2)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전문 공공기관이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로서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의 절차 진행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간소화 되어 주민합의체 신고 → 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

2020).

처분계획) → 착공신고 → 공사진행 → 준공의 단계를 거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합필형, 자

치며 평균 1~2년이 소요된다(표 1).

율형 및 건축협정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
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건

3)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축협정형은 집주인들이 건축 종류와 건축물에 대한 세부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원기구 중 하나

사항에 대한 약속을 주민합의체 구성원들 간에 맺는 건축

로 한국부동산원을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로

협정을 체결하고 합필하지 않고도 전체 토지를 하나의 대

지정하여 사업상담‧접수, 계획설계 및 사업성분석, 주민합

지로 간주하여 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건축협

의체 구성 및 인허가 지원, 기금융자 안내 등 사업 전과정

정을 할 경우 조경, 부설주차장, 하수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하고 있

설치할 수도 있고, 맹지에서도 건축이 가능해 지는 등 효

다. 그 외 지원기구는 LH,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율적인 건축공간의 확보와 시설의 공동이용이 가능해 진

(이하, LX),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지방공사 등

다(그림 1). 건축협정을 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지방도시

이 해당된다(그림 2).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예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매각을 통해 투입한

를 들어 주민들이 주택을 신축할 때, 다세대주택을 지어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

그 중 1세대에 원 주인이 거주하고 나머지는 분양 또는 임

하는 경우 사업주체인 주민합의체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대하고자 계획하였는데 건축법의 개별 필지에 대한 규정

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을 따라 설계하면 세대 수가 충분하지 않아 사업성이 없다

통해 소규모정비 임대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거나, 개별 대지가 작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

Trusts)를 설립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다양한 경우에 유효 건축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

매입할 계획이며, LH 역시 일반분양분을 LH 매입조건 충

을 배치하고, 건물 경계벽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

족 시까지 매입한다.

- 91 -

김종근

a) 맹지건축, 상호일조권 미적용, 조경과 주차장 통합설치

b) 하수처리시설 통합설치, 공동지하주차장 건설 가능

c) 맞벽 건축 시행

d) 합벽 건축 시행
그림 1. 건축협정형 시행 예시
자료 : 국토교통부, 2018:8-10.

HUG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연 1.5%의 저리로 융자를 진

적용된다.

행한다. 만일 공공시행자가 참여하거나 빈집연계 사업 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초기 사업관리 비중이 높은 특성

진시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융자한도는 총사업비의

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 통합지원센터는 핵심 장애요

50% 인데, 신축건물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

인인 초기설계비 부담과 초기 컨설턴트 부재 등의 어려움

임대 공급시 70% 까지, 공공시행자 참여시 90% 한도까지

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으로 계획설계비를 지원하고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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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지원 체계

사업성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시행자에게 제

사례에 기반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 이르고 있어

공한다(한국부동산원, 2020).

구별된다.
김지은 등(2016)은 서울시를 사례로 주민주도의 소규모

2. 선행 연구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최근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선행

다. 맹다미 등(2017)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특성에 따라 4

연구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정책 수행을 위한 지자체 출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

연 연구기관의 정책연구 및 저층주거지 연구로 선행연구

생활권 단위별로 각 유형에 따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

의 범위를 확장하여 검토하였고, 중앙정부 정책 실현의 지

성을 역설하였다. 한승욱·이정현(2012)은 부산시 주택

역차를 설명할 수 있는 도시구조에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

재개발사업 구역 및 추진현황을 살펴본 후 당시 ｢도시정

였다.

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점과 이에 대한 공공지원 방안 및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였

있는 소규모 구역을 선정한 후 자연지리적(구릉지) 특성

1) 공공 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적

우선 정부 및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의 정책연구는 소규

용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장윤배·조하영(2019)는 경기

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공

도 내의 자율주택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

공지원의 강화, 통합적인 주거지정비 관리체계의 도입 등

요한 공공지원 중 경기도시공사의 역할 강화와 별도 법인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일

신설을 제안하였다. 염인섭·박소연(2017)은 대전시에서

부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소규모주택 정비사

기존에 자치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던 ‘새집줄게 헌집다

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그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오’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소유주와 공유공간 설계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체계 및 활성화 방안 제시에 머

자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건축설계비를 넘어서는 금

무르고 있다(채성주, 2010; 오병록·고연경, 2018; 조상

융지원의 필요성, 주민 재정착 유도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운·김영은, 2018; 주희선 등, 2019; 강원연구원, 2020; 임
성호·홍성진, 2020; 정삼철, 2020). 반면 서울시, 부산시,

2) 도시재생 공공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대전시, 경기도의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는 실제 정책 수행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시행 초기인 만큼 다양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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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제안되었는데, 공공지원 확대, 법령 개선안, 도시

조에 대한 분석은 도시내부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

재생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 거주지 공간구조 분석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 생태적

박시언(2018)은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

접근(Murdie, 1969), 신고전적 접근(김감영·용환성, 2014;

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을 제시하였는데, 소규모

류나영·홍인수, 2020; 조대헌, 2020; Berry, 1975)과는 달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이후의 지속성과 관리이고

리 제도적 접근법에 따른 연구는 주로 도시주택시장의 구

이를 위해선 사업의 진행단계에서 주민이 자발적인 시행

조와 도시의 공간패턴을 야기하는 원인에 관한 경험적 연

자로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공

구와 이를 일반화 하려는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 특히 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유정남(2019)는 도시 규모에서

시관리자의 역할과 갈등관계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지역, 골목단위 규모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 제도와 도시

(Johnston, 1980). 이러한 연구는 도시의 공간구조를 단순

정비, 도시재생 제도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나 서로 밀접히

한 생태환경체제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희소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

가치의 배분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하나의 사회공간적 체

적하며, 도시재생 관련 법률을 통합 및 연계하는 방안을 제

제로 간주함으로써 이 배분을 주도하는 역할자에 전략적

시하였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중

으로 주목하였다(김유훈·박희태, 2018). 여기서 도시관

주거지재생사업의 골목길 재생, 주민편의시설 조성, 보행

리자는 도시문제 해결과 관리를 위한 누군가가 존재한다

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도시자본을 관리하는 자로서

최동화(2019)는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부산지역 사업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행정가, 부동산 개

대상지역 주민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 결과 지원정책 우

발업자, 사회 운동가, 전문가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이들의

선순위는 대출지원 확대 및 저금리 지원, 용적률 및 건폐율

행위는 각자의 이데올로기 뿐만 아니라 소속된 조직의 제

완화, 설계비 및 철거비 등 초기자금 지원, 지자체 매입 지

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도시관리자는 민간 수

원 강화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제반 희망사항 우선순

익과 사회적 필요,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입장 차이와

위는 우수한 시공능력, 편리한 부대시설, 수요자 고려 맞춤

같은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Pahl, 1975).

형 설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주범(2019)은 지자체의 역

도시 정치란 도시의 공공성을 둘러싸고 이에 영향을 미치

할을 강조하였는데, 세부적인 기초지자체의 조례를 제정

는 모든 행위자 간의 정치적 관계를 총칭하는 용어다(박경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지역

환, 2020: 297). 도시정치에서는 행위자 간의 권력관계가

내 시행업체 및 주민에게 제공하고, 민간정비업체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인데, 오늘날 도시정치는 정부의 역할과 제

교육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영미 등 (2020)은

도만을 강조하기보다 여러 행위자들의 의사결정체계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주차면수 확보 방

도시거버넌스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도시 거버넌스는 도

안, 금융지원 확대, 건축협정을 단점을 보완한 보다 직접적

시-국가 간의 인터페이스, 도시의 자치역량, 민간부문의

인 건축특례 신설 및 1인사업 확대, 신탁등기 적용 등의 방

역할, 정치체계와 제도에 따라 그 효율성이 결정된다(Brown,

안을 제시하였다. 최용전 등(2019) 은 소규모주택 정비사

2015).
이상으로 선행연구를 공공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소규

업을 위한 세제 혜택이 없어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고 진
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부여 및 확정측량 수수료의 적정

모주택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도시구

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필규·김은유(2020)은

조에 관한 제도적 접근에 관한 연구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선사항으로 “지분 쪼개기” 행위제

분하여 검토하였다. 공공 연구기관의 정책연구는 공통적

한 규정 신설, 지구단위계획 의제, 관리처분계획 경미한 변

으로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우선

경 포함, 표준주민합의서 제시 등을 제안하였다.

순위를 선정하고 공공 지원체계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
는데, 지역의 상황에 따라 연구의 주제와 목표가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풍부하고 도시재생

3) 도시구조에 대한 제도적 접근
도시공간구조와 관련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일찍 시작된 광역 지자체(서울

은 도시 및 사회지리학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데(류연택,

시, 부산시, 대전시)는 기존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

2013), 특히 도시의 거주기능에 초점을 둔 거주지 공간구

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는 반면, 일부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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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또는 기존

대다수(87.6%)를 차지하며, 신청 이후의 단계를 진행하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출구전략으로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

사업지의 수 역시 세 광역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알

계 방안, 관련 지원체계의 수립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수 있다(표 2). 이는 전국 주택 수에서 세 광역권이 차지하

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공공지원 확대, 법령

는 비율이 약 67.9%(2019년 기준)이며(그림 3) 이 중 수도

미비점 보완 및 개선안,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방안, 지자

권은 40.9%, 대전권 11.0%, 부산권 16.0%를 차지한다는

체 역할 확대 등 폭넓게 제안되고 있다. 도시관리자의 역할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의 자율주택 정비사

또는 도시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초점을 두는

업이 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수도권과 인구

접근방법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각 지역에서 상이하게 실

및 주택이 집중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국 인

현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구 및 주택 수에서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전체 신청 사업 476건 중 52.5%에 해당하는
250건을 신청하였으며, 준공 사업지 30곳 중 14건(46.7%)

III. 자율주택 정비사업 지역별 추진현황

이 수도권에 위치하여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수도권에 집

1. 자율주택 정비사업 추진의 지역편중

중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전권은 신청 사업 건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 2018년 이후 2021년 3월까

훨씬 높아서 18건(36.0%) 및 12건(40.0%)을 차지한다. 이

지 전국의 광역권 및 시도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는 대전권에서 대전시의 착공(34.0%) 및 준공(40.0%) 사

대전·충청권, 부산·울산·경남권이 전체 사업 신청의

업지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가 70건(14.7%)인데, 착공 및 준공 건수의 비율은 그보다

표 2.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역별 추진현황
(단위: 건, 천호)
구분
합계
서울･
수도권

대전/
충청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라/
제주
대구/
경북
강원
세종

소계
서울
인천
경기
소계
대전
충북
충남
소계
부산
울산
경남
소계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소계
대구
경북
소계
소계

신청
476
250
136
15
99
70
57
6
7
97
88
1
8
22
6
5
2
9
27
11
16
10
-

사업성분석
391
201
106
12
83
60
50
6
4
76
73
1
2
20
6
3
2
9
25
10
15
9
-

주민합의체 사업시행인가
126
63
74
32
47
19
3
24
13
25
20
21
17
2
2
2
1
14
8
14
8
6
2
2
1
1
5
2
2
1
3
1
2
1
-

자료 : 한국부동산원 내부자료, ’18~’21.3.
* 국가통계포털,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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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50
25
16
9
18
17
1
6
6
1
-

준공
30
14
8
6
12
12
4
4
-

주택 수*
21,311
9,841
3,739
1,123
4,979
2,346
618
749
979
3,407
1,439
487
1,481
2,563
628
816
842
277
2,294
1,001
1,293
715
145

김종근

그림 3. 자율주택정비사업 단계별 사업수(건)
자료 : 한국부동산원 내부자료, ’21.3.기준.

대전시의 높은 관심과 행정적 지원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

업특성 중 사업면적을 통해서는 사업의 규모를 비교할 수

다. 부산권은 97건(20.4%)을 신청하였는데, 신청 이후 주

있고, 인가기간은 행정효율성, 공사기간은 시공효율과 행

민합의체 구성 등의 사업추진은 부산시를 제외한 지역에

정효율성을 복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사업성은 다양한

서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즉, 부산권의 자율주택 정비사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용적률

업 추진은 부산시의 사업이 견인하고 있다.

인센티브의 여부, 법정 주차면수 완화, LH의 일반분양분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지역별 추

매입확약 여부가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일

진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부산시 지역

반적인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비례율을

에 편중되어 사업 신청 및 그 이후 단계의 절차가 진행되고

비교한다.
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을 종전감정평가금액으로 나눈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비율을 비례율이라 한다. 즉, 사업의 총수입액에서 총지
출사업비 제외한 총수익을 개발이전의 자산가액으로 나

2. 자율주택 정비사업 사업성 및 사업기간의
지역차

눈 값이 비례율이고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준공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면적, 사업시행계획 인
가기간, 공사기간, 총사업기간, 사업성 등 사업의 주요 특
성 및 세부내용이 광역권별로 지역차가 존재하는 지 여부

P : 비례율

I : 총수입금액

를 확인하였다(표 3). 지역차를 비교하기 위해 선정한 사

C : 총사업비 추정액

L : 종전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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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역별 사업 세부내용
지역
특성
사업면적(m2)

구분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대전시

합계

2,548

2,826

1,474

5,826

12,674

전체
422

평균

319

471

368

485

최솟값

267

209

288

345

209

최댓값

429

1,049

535

930

1,049

평균

103

135

112

110

113

최솟값

52

82

72

55

52

최댓값

176

200

154

200

200

사업성
비례율
(%)
비례율

구간별
빈도
(건)

용적률 완화

주자장 완화

LH 매입확약

0.7 미만

2

-

-

2

4

0.7-1.0 미만

1

1

1

3

6

1.0 이상

5

5

3

7

20

소계

8

6

4

12

30

있음

1

-

-

6

7

없음

7

6

4

6

23

소계

8

6

4

12

30

있음

4

1

4

11

20

없음

4

5

-

1

10

소계

8

6

4

12

30

가능

6

5

4

12

27

불가

2

1

-

-

3

소계

8

6

4

12

30

사업기간
평균

520

496

578

443

492

최솟값

361

313

480

279

279

최댓값

697

620

763

678

763

1년 미만

1

2

-

5

8

빈도

1년-1.5년 미만

3

2

3

3

11

(건)

1.5년 이상

4

2

1

4

11

소계

8

6

4

12

30

기간
(일)
전체
사업기간

평균

266

229

252

214

236

최솟값

213

118

207

115

115

최댓값

372

315

312

290

372

6월

-

2

-

5

7

빈도

6월-1년

7

4

4

7

22

(건)

1년이상

1

-

-

-

1

소계

8

6

4

12

30
60

기간
(일)
공사기간

기간
(일)

평균

32

63

58

79

최솟값

13

10

41

10

10

최댓값

62

145

72

328

328

2개월 미만

7

3

3

7

20

빈도

2-6월 미만

1

3

1

4

9

(건)

6개월 이상

-

-

-

1

1

소계

8

6

4

12

30

인가기간

자료 : 한국부동산원 내부자료, ’21.3.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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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사업의 지역별 사업 세부내용
자료 : 한국부동산원 내부자료, ’21.3.기준.

비례율은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시 널리

균 사업면적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지역 간

사용되며 사업시행에 앞서 사업추진 여부 판단의 기초자

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료가 되며 이를 토대로 설계변경, 분양계획 등을 수립하기

사업의 비례율의 경우 지역별로 최소 0.55에서 최대 2.0

도 한다. 통상 비례율이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좋다고 판

의 범위에 걸쳐 있으나 평균적으로 1.0~1.35 수준인 것으

단하는데, 0.7 이상인 경우와 같이 상대적으로 값이 낮아

로 나타났다. 경기도(1.35)의 평균 비례율이 가장 높았으

도 실거주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가액

며 부산시(1.12), 대전시(1.10), 서울시(1.03)의 순서를 보

은 낮은데 공사비 등이 높으면 사업비가 높게 추정되면 비

인다. 평균 비례율의 지역격차에 관한 ANOVA 분석 수행

례율이 낮거나 심지어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데 이렇게 비

결과 지역간 유의미한 차이는 살펴볼 수 없었다. 이는 상

례율이 낮으면 사업성이 없다고 보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

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사업들이 준공까지 진행될 수 있

는 경우가 많다.

기 때문에 사업들 간의 비례율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우선 사업면적을 살펴보면 대전시(485m2)에서 평균적

해석된다. 다만, 준공까지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의 비례

으로 가장 넓게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경기도(471m2), 부

율을 포함하여 비교한다면 지역별 격차현상, 특히 대도시

2

2

권의 사업이 지방 도지역의 비례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산시(368m ), 서울시(319m )가 그 뒤를 따른다(그림 4).
평균 사업면적의 지역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 여부

나타나는 현상은 확인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를 확인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쌍별 일원배치 분산분석

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ANOVA)을 수행한 결과, 대전시와 서울시 평균 사업면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는 지역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

은 유의확률(p-value)이 0.0125로 나타나 두 광역시의 평

난다. 이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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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행정의지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

입확대 및 민간임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금상품을 개발

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참여

하는 등 공급되는 주택에 활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형으로 시행한 서울시 사업 1곳 이외에는 수도권에서 용

전체 사업기간은 사업성 분석 신청서 접수 이후 준공까

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가 전무하다. 그에 비해 대전시

지 걸리는 총 소요기간으로 산정하였는데, 대전시가 평균

에서는 전체 12곳 중 6곳(50%)에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443일로 가장 짧았으며 경기도(496일), 서울시(520일), 부

를 받아 사업성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해당 지자체장의 높

산시(578일)의 순서로 소요기간이 증가한다. 사업 초기인

은 관심과 지원의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유사한 사업

점을 감안하면 사업기간이 1년 이내면 매우 순조롭게 진

경험 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용적률 완화 여부는 범

행된 것이고, 1년~1년 6개월 미만이면 보통, 그 이상 소요

주형 자료이기 때문에 그 지역별 차이의 유의성 여부는 교

되었다면 다소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원 원인은 사

차분석(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수행하였고, 그 결과 유의

업 진행과정에서 주민갈등, 설계변경, 인허가 재심의 등의

확률(p-value)이 0.03951로 나타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추가 절차를 걸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체 30곳 사업지 중

는 지역간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곳(63%)은 총 사업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으로 대채로

주차장 확보 규정 완화 인센티브는 지방 도시계획위원

양호하지만 11곳(37%)은 사업 진행 절차상 일부 지연되었

회 심의사항은 아니지만 여전히 지역간 격차가 존재한다.

다. 모든 원인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공통적인 원인 중 특

대전시가 11곳(92%) 사업지, 부산시 4곳(100%), 서울시 4

징적으로 공사완료 이후 대지확정측량과 관련하여 기간

곳(50%), 경기도 1곳(16.7%)에 대해 주차장 완화 특례를

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소규모주택정비

제공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유의확률(p-value)이 0.00438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및 공사

로 주차장 확보규정 완화 역시 지역간 유의미한 격차가 있

완료 고시에 관한 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다고 볼 수 있다. 대전시와 부산시는 인센티브 적용에 상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대적으로 적극적이고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완화 여부를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

결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사업은 주차대수 규정 완화에

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

소극적이다. 주차난 해소와 사업성 확보라는 상호대립하

다고 하고 있다. 해당 조문은 준공인가와 공사완료가 이루

는 가치를 동시에 만족하는 대안탐색은 어려운 과제이다.

어졌을 때 대지확정측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개별 사업을 검토하는 관점에서 시야를 넓혀 지

실제로는 공사완료 이전 시점에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또

역단위에서 주차장 확보 등 도시계획 시설물 계획과 연계

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

한 소규모주택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해결의 실마

리처분계획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사업시행 후 관리처분
계획을 따르도록 하여 법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LH의 일반분양분 매입확약은 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그리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대부분 소

있다는 점과 총사업비를 회수하여 대출 원금 상환에 활용

규모(1,000㎡ 이하) 임에도 지적측량고시(국토교통부,

할 수 있으므로 사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재

2020)에서 정한 수수료 기준을 따르면 기본단위인 10,000

까지 준공된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대전시 12곳

㎡ 이하의 단가를 적용받아 불합리하게 과대한 수수료 비

(100%), 부산시 4곳(100%), 경기도 5곳(83%), 서울 6곳

용이 발생하여 시행자의 부담이 된다. 실무에서는 대지확

(75%)로 모든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업지에 대해 LH가 일

정측량을 하면 대지면적 및 연면적 등이 변경되어 사업시

반분양분 매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매입 확약 여부의 지

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여 추가로 사업기간이 지연

역간 격차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따라서 현행 법령을 개정하

다. 다만 LH의 일반분양분 매입은 공사 내 예산과 지역본

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지적확정측량을 제외하거

부의 임대주택 수급상황, 연간 매입 계획 등에 따라 매입

나, 법 조문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르

물량 변동 여지가 있다. 실제로 분석에 사용된 준공 사업

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포함하거나, 만일 확정측량을

지 30곳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초기에 신청한 사업이라 정

제외할 수 없다면 적정 수수료 인하 범위를 검토하여 적용

책 활성화 등을 위해 매입이 용이하였다. 하지만 점차 LH

하고 측량 절차와 시기를 실무와 부합하게 조정해야 할 것

가 매입하는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의 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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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공사기간은 착공일 이후 준공고시일까지로 산정하였는

를 확인하기 위해 준공 30곳 사업지의 사업면적, 사업시행

데,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다. 하지만 해당기

계획 인가기간, 공사기간, 총사업기간, 용적률 인센티브

간의 말미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확정측량 및 사업시행계

의 여부, 법정 주차면수 완화, LH 일반분양분 매입확약 여

획 변경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기

부, 비례율의 지역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평균 사

간보다 좀 더 길게 산정된다. 공사기간은 시공사의 공사

업면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주차장 확보규정 완화는

효율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준공된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역간 차이가 있으나, 비례율은 지역간 차이가 크지 않았

의 공사기간 지역별 격차는 크게 없다. 또한 앞으로 사업

다. 총사업기간과 인가기간은 지역간 격차를 살펴볼 수 있

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면 공사기간은 단축될 것으로 예상

었으나 초기 시행 단계의 정책인 점을 감안한다면 개별 기

된다.

초지자체 담당자의 경험과 역량의 차이, 미비한 제도가 야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

기한 절차 상 혼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

규칙의 서식과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제도와 절차에 대한 담당자 교육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과 법령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업성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 인허

저하와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도시거버넌

가 담당자는 건축허가 규모의 사업인데도 자율주택정비

스의 관점에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역 도시관리자인

사업 인허가를 위해서 검토해야 할 서류가 더욱 많아서 어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지방공사 등은 그

려움을 호소한다. 또한 법령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들의 행위로 표출되는 정책에 대한 적극성은 이데올로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였으나 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조직에 내재된 제약의 영향을 받

후에 이전고시 단계에선 필요하므로 실무적으로는 관리

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의 인허가에 대

처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추

한 자세와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자세가 지역마

후에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구역 개

다 차이가 있고, 연구기관의 연구의 범위와 목적 역시 차

요,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

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 장의 적극성, 지자체

획, 임대주택 건설계획,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

조례, 및 특례 적용 시 유사 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획(건축협정 포함), 그리고 관리처분계획까지 포함한 사

야 하는 점, 연구비 지원 항목 등의 지역에 존재하는 제약

업시행계획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령으로 정

을 받게 된다. 그 결과 부동산 개발업자도 참여방법(직접

한 공람기간 14일 이상을 준수하고, 심의 시 관계기관 협

참여 또는 시공만 참여)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심지어 동

의를 거쳐야 하므로 인가 기간이 평균 1개월 이상 소요된

일한 시공자가 지역에 따라 사업방식이나 규모 등을 달리

다. 만일 건축협정형으로 진행한다면 관련 서류제출 및 필

하는 경우도 목격되었다. 이처럼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요 절차를 사전에 진행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기간이 소요

의 지역차는 도시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도시관리자의 역

될 수도 있다.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기

할과 상호작용의 이론적 틀에서 경험적 사례로 설명할 수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 숙지도에 따라서도 소요기간이 변

있다.

동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가 기간을 광역시·도 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은 실질적 효용이 없다. 향후 담당자 대상 교
육과 절차 규정 개선을 통해 인가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

IV. 결론

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지역 편중 현상에 대한

3. 분석 결과 요약 및 해석

문제인식에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 세부내용의 지역별

지금까지 2018년 이후 전국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현

역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방법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사업추진의 지

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 경기도에 사업

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자율주택정비사

이 집중적으로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율

업의 개념과 대상지역, 사업유형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택정비사업의 세부내용에 따라 지역차가 있는 지 여부

특례, 사업추진 절차와 공공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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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의 지역별 격차 분석

율주택 정비사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

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였다. 기존 연구가 지역맞춤형 정책제안이나 제도개선안

필요가 있다.

등을 제시하거나 도시재생 유형을 구분하여 지역별 차이
를 분석하였지만(이건학, 2019)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것과
같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및 추진기간 등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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