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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eoul’s 2030 Youth-Housing has been regarded as the only option to procure rental 

housing sites in downtown Seoul. But its supply did not catch up with the initial expectation, and 
the criticism that it may disrupt the current zoning system of the city has persisted. Consequently, 
the 2030 Youth-Housing policy has undergone amendments for six times within the last three 
years, and the significant changes in its guideline also have been made within the last one year. 
The study, in this context, tries to figure out the tendencies of those changes made in the 
guidelines so far by analyzing the aspects of the parcels allowable for Youth-Housing as well as 
the areas allowable for up-zoning. In the process, the propositional logic is to be adopted to draw 
the scope of the buildable areas for Youth-Housing. For this, the study refines the raw GIS data, 
inputs the values for each proposition, and proceeds the logical operation to judge every parcel of 
the city to discern whether it is eligible for a buildable site and/or for up-zoning for Youth- 
Housing. It is seen that: 1) the buildable sites rather evenly distribute around the peripheral 
subway-station areas while more concentrating on the quasi-residential and commercial areas; and 
2) the areas eligible for up-zoning have the tendency to concentrate more on quasi-residential 
areas than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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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거비 부담은 서울시 주거빈곤과 인구 순유출의 

주요 원인이며, 청년 세대가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노출

되어 있다(최은  외 2016). 청년 1인 가구는 수도권 

도시지역에 집중 분포하며 오피스텔 월세 비중이 높

아(최은 ･권순필 2011)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 이

에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

다. 이 가운데 역세권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이하 ‘시프트’)로 거슬

러 올라간다. 시프트는 2016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정과 

함께 시행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

의 모태로서 큰 향을 주었지만, 대부분의 공급량을 

서울도시주택공사가 매입하거나 공급한 문제점이 있

었다. 이 문제로 인해 시에 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었

다(김수현 2010). 택지는 지속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

황이었다. 택지 공급이 마곡지구 등 신규 개발지역에 

의존하는 구조 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8년에는 공

급량이 31호에 그치는 등 정책의 한계점이 여실하게 

드러났다(서울시의회 2017.4.20.). 서울정보소통광장

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현황’ 자료(2019년 1월 기준)

에 따르면, 2018년까지의 시프트 공급량 30,345호 가

운데 27,095호(89.3%)는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직접 

공급한 건설형이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역세권 개

발을 통한 공급한 매입형은 3,250호(10.71%) 다. 게

다가 역세권 개발에 해당하는 공급량은 546호(1.8%)

에 불과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균 보다 개발밀도

가 160% 낮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

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

었다. 이는 조례 제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제268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6.21.)에서 자세히 

드러난다. 여기서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역

세권을 제외한 임대주택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진술했고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일반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 동력을 확

보하는 것이 청년주택의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민

간사업자에게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용적률 완화, 용

도지역 변경 혜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특법’)보다 추가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청년주택

은 대안적 임대주택 정책으로서 기대를 받으며 2016

년 7월 14일 조례 제정과 함께 시행되었다.

그러나 청년주택의 공급 실적은 당초의 기대에 미

치지 못했다(김성훈 외 2018). 주요 민간참여 유도의 

수단인 용도지역 변경 혜택은 청년주택 도입 이전부

터 용도지역체계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다(서울시의

회 2016.6.16.). 이 두 가지 문제가 맞물리면서, 청년주

택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그 핵심 수단이 

되는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쉽게 개정할 수 없는 어려

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서

울시는 2018년 말까지는 역세권 요건의 도로 폭 기준

을 조정하는 등 조례 및 운 기준 개정에 다소 소극적

인 자세로 임하 지만, 그 이후에는 조례 및 운 기준

을 대폭 개정하여 정책의 틀을 재구성하는 과감한 시

도가 이루어졌다. 한편 지금까지의 개정사항은 역세

권 범위의 확장, 역세권 기준의 삭제, 역사도심 내 청

년주택 건립의 허용, 용도지역 변경과 중심지체계의 

연동, 일반주거지역 내 청년주택 건립조건의 강화와 

같이 사업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에 향

을 미치는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이점에서 조례 및 운

기준 개정에 따른 사업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면 청년주택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명제논리를 활용하여, 사업

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을 도출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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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이론상의 최대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서울시 관내의 

모든 역세권으로 한정한다(350m 범위 기준). 내용적 

범위는 문헌고찰, 논리연산식 구성 방법, 공간단위의 

범위를 한정한다. 첫째, 문헌고찰의 범위는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19년 4월까지 제정 및 개정된 조례 및 운

기준으로 한정한다. 둘째, 논리연산식은 Crisp 논리

에 기반하여 부울연산자로 구성한다. Crisp 논리는 

Fuzzy 논리에 비해서 정보가 손실될 수 있는 점, 이진

분류 적용이 어려운 논리연산시 오차가 증대한다는 

점, 진위 값의 경계가 불분명한 명제의 연산이 어렵다

는 단점이 있다(Banai 1993; Leung and Leund 1993; 

Oh and Jeong 2002; Wang et al. 1990).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고에서 Crisp 논리를 채택한 이유는 법령인 

조례나 행정행위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하는 운

기준과 같은 문헌의 해석에는 Fuzzy 논리의 일부인 

Crisp 논리로도 충분하며 법령 및 행정지침의 해석은 

Fuzzy 논리의 장점인 모호성을 배격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논리연산의 공간단위는 ｢서울특별시 지

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6)에 따른 필지, 획지, 그리

고 가구(街區) 가운데 가구로 한정했다. 원칙적으로는 

필지를 조합한 획지를 대상으로 구성 논리연산을 수

행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획지를 이루기 위한 필지의 

조합이 사실상 무한하여 분석이 어려운 반면에 실익

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 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분석적인 연구로서 청년주택의 사업가능

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도출과 그 의의에 

대한 해석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조례와 운 기준의 

제정 및 개정 내용과 변화를 분석하고, 기초자료와 명

제논리식을 구축하며, 사업가능 구역 및 용도지역 변

경 가능구역을 도출한 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의 정

책적 시사성을 제시한다. 첫째로 조례와 운 기준 분

석의 경우, 전자는 조례 본문보다는 서울시의회 회의

록을 검토하여 조례 개정의 배경을 정리하고, 후자는 

운 기준 본문을 직접 검토하여 논리연산식 구성에 

참고할 운 기준의 조항과 개정사항을 정리한다. 둘

째로 기초자료와 명제논리식의 구축의 경우, 기초자

료의 구득처와 구축방식을 서술하고 명제와 논리연산

식을 구축한다. 셋째로 앞서 구축한 논리연산식에 기

반하여 각 운 기준별 사업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을 도출하고 운 기준 개정에 따른 구역변화

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6

차에 걸친 운 기준 개정 과정을 종합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조례 및 운영기준 분석

2.1. 조례 분석

2.1.1. 개요

논리연산식 구성을 위한 주요 참고자료는 운 기준

이다. 다만 운 기준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제정 및 개

정되므로 조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분

석이 가능하다. 조례 분석을 위해서 조례 본문과 관계 

문헌을 검토했다. 검토는 2016년 4월 이후의 조례와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대상으로 수행하되, 조례는 타

법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개정된 2차 조례개정 외 나

머지 개정을 검토하고 회의록은 주로 청년주택을 주

관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참고했다. 이 

글에서는 회의록의 논의 내용 가운데 청년주택의 사

업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 관련 내용에 

집중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2.1.2.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 배경

1차 조례 개정(2017.5.18.)이 준비되던, 제273회 제

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7.4.20.)에서는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의 요건의 일부를 완화하고 근린상업지역

을 사업대상 용도지역에 추가하며 노후도 기준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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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등의 개정사항이 논의되었다(Table 1). 대중교

통중심 역세권 요건의 완화는 도로폭 기준을 30m에

서 25m로 5m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도시･군계획시

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7.3.30.)

에 따른 대로의 도로폭은 25m 이상 30m 이하의 범위

이므로 25m로 완화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았던 것이

다. 사업가능구역으로서 근린상업지역을 편입한 것은 

근린생활권의 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을 사업가능

지역에 포함하기 위함이었다. 노후도 기준은 사업대

상지 내 전체 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로써 연면적 

합계가 5,000㎡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의 노후도 기준

을 면제하는 항목을 추가하 다. 서울시에서는 상기 

조치를 통해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세권이 24개 

추가되고 당해 연도의 청년주택 추진 건수는 15,000

건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2차 조례 개정(2018.7.19.)은 타법개정에 의한 것으

로서, 중요 개정사항은 없다(Table 1).

2018년 10월 이전까지, 서울시의회에서는 역세권 

범위의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2017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7. 

11.9)에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중앙정부는 역세

권 범위 확대를 요청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적 정합

성을 이유로 보류의견 임을 보고했고, 상임위 시의원

들은 공급 부진 문제를 지적하면서 역세권 범위 확대 

등의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역세권 범위 완

화 중심의 공급확대 방안이 반 된 3차 조례 개정

(2018.10.4.)의 주요 개정사항은 역세권 범위의 확대, 

촉진지구 지정면적의 축소, 공공기여 비율의 강화

다(Table 1). 첫째, 역세권 범위의 확대는 역세권 정의

를 개정하여 그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촉진지구 지정면적의 축소는 특별법 개

정 내용에 맞추어 촉진지구 지정면적을 당초 5,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축소하여 적용한 것이다. 

셋째, 공공기여율 기준 강화는 용적률 완화 시 적용되

는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된 용적률의 50%로 정하여 

특별법상 상한치로 강화한 것이다. 그 외에도 본래는 

사업대상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역세권에 포함된 

경우에만 사업대상지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 정형화의 필요성을 도시계

획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면 사업대상지가 될 수 있

Sequences Categories The amendments

The 1st
(May 18th, 2017)

Mitigations

• Among the station area conditions, the road-width condition is released 
from 30m to 25m.

• The neighborhood commercial area is added to the developable areas for 
Youth-Housing.

• The condition for deteriorated housing ratio is exempted when the building 
usages are non-residential and the total floor area exceed 5,000㎡.

The 2nd
(July 19th, 2018)

Miscellaneous
• Some articles have been corrected according to the amendments in other 

related laws.

The 3rd
(October 4th, 2018)

Mitigations

• The station area boundary standard is extended from 250m to 350m.
• The legitimate lot size that can be designated as the ‘Promotion Area’ is 

reduced from 5,000㎡ to 2,000㎡.
• The public contribution of the built units in Youth-Housing is set at 50% of 

the total building bulk ratio.

The 4th
(March 28th, 2019)

Mitigations
• Owing to the deletion of the station area condition, the developable areas 

are extended to the entire station areas in Seoul City.

Table 1. Highlights of the amendments in the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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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83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8.9.10.)

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개정을 통해 청년주택이 증가

할 것으로 보았다. 서울시의회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은 상기 개정안을 통해 사업가능구역의 면적은 31% 

증가하며 가용지의 10% 개발을 가정하면 공급가능 

호수는 2018년 당시의 기준보다 31,000호 증가한 약 

127,000호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2019년 3월경, 4차 조례 개정 시기의 회의록에 따르

면 서울시의 청년주택 공급 목표는 2019년 말까지 

38,000호를 누적하여 공급하는 것이었으며, 공급 현

황은 당시 1월 말 기준으로 28,000호 공급이 추진 중

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성된 4차 조례 개정(2019. 

3.28.)의 주요 개정사항은 역세권 조건 삭제에 따른 사

업가능 역의 확대, 노후도 기준의 예외사항 추가 등, 

역세권 범위 확대를 통한 공급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었다(Table 1). 이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

진 사항은 김인제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제안된 

역세권 조건 삭제 다. 제285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

위원회(2019.3.6.)에서는 역세권 조건 삭제는 청년주

택 공급 확대와 역세권 활성화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가 있었다. 즉 역세권은 공공청사, 대형상

가 등 생활필수시설이 밀집해 있는 일상생활의 중심

공간으로서 개발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서 소외되어 낙후한 역세권이 많으므로, 역세권의 범

위 확대는 청년주택 공급 확대 외에도 낙후한 역세권

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이 

보고서는 상기 개정사항과 노후도 기준의 예외 조항

을 같이 적용하면, 서울시 전체 307개 역세권 내 가용

지의 2%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현행 11,000호에서 

32,000호로 상당한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

한다.

2.2. 운영기준 분석

2.2.1. 개요

사업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도출에

는 논리연산식이 필요하고, 논리연산식의 구성을 위

해서는 명제의 논리적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명

제의 논리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운 기준의 관

련 조항을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이 글에서 조례가 아

닌 운 기준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운 기준은 행정규칙이므로 조례보다 위계

가 낮지만 운 기준은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며, 행정

행위의 기준과 적용 방안이 가장 구체적으로 적시되

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2016년 8월

의 제정부터 2019년 4월의 6차 개정까지의 총 7개의 

운 기준을 확보하여 분석에 임했다.

운 기준 분석에는 비교표를 활용했으며 다음의 과

정을 따라 진행했다. 첫째로 비교표 작성을 위한 행렬

을 가정한다. 여기서 열의 개수는 운 기준 제정 및 개

정의 횟수이며, 행의 개수는 운 기준 조항의 가짓수

를 의미한다. 둘째로 각 행마다 동일한 계열의 운 기

준 조항을 제정 및 개정 순서대로 입력하여 비교표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개정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한다. 개정사항을 그 유형별로 규제강화, 규제완

화, 규제조정, 그리고 기타의 범주로 분류했다. 규제완

화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개정

사항을 의미한다. 규제강화는 반대로 사업성을 감소

시킬 수 있는 개정사항을 의미한다. 규제조정은 규제

의 완화 또는 강화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규제

의 틀과 방식의 변화를 수반하는 개정사항이다. 기타

는 문구의 편집이나 수정 등의 단순 편집문제에 해당

하는 개정사항이다. 운 기준의 특정 조항을 지칭할 

때에는 ‘3-1-1-라-4)’와 같이 실제 운 기준의 조문 

체계를 ‘-’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2.2.2. 운영기준 개정 분석

1차 운 기준 개정(2016.11.4.)에서는 총 2건이 개

정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규제완화 1건(3-2-1), 규제

조정 1건(1-4-1-가)이다. 그 구체적 내용은 Table 2

와 같다. 규제완화는 “노선상업지역을 포함하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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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s Categories The amendments

The 1st
(November 
4th, 2016)

Mitigations
• The standard 600% building bulk ratio can be applied in the cases when the 

street-side commercial areas are up-zoned to the general commercial areas.

Modifications
• The stations planned to be installed in the future are differentiated into: the 

public fiscal project; and the private funding project, separately.

The 2nd
(August 1st, 

2017)
Mitigations

• The road-width condition is released from 30m to 25m among the station area 
standards.

• The neighborhood commercial area is included into the developable station area.
• The deteriorated housing condition is exempted when the building in the lot: is 

not housing of less than 30 units; the total floor area is less than 5,000㎡; and the 
total floor area is smaller than the twice of the lot size.

• In the cases when there is no up-zoning in the area, the consultation of the 
consolidated consulting committee can be omitted.

The 3rd
(November 
16th, 2017)

Mitigations
• The conditional permission of up-zoning from the 2nd-class residential area to 

the general- and/or neighborhood-commercial area is allowed.

Reinforcements
• In the cases when non-residential facilities in the Youth-Housing are inevitable, 

their areal ratio condition is released from “can exceed the standard” to “can be 
properly adjusted.”

Modifications
• The location of the non-residential facilities in the Youth-Housing should clearly 

be expressed.

The 4th
(March 7th, 

2018)

Mitigations
• In addition to the existing areas allowable for up-zoning, such areas as are 

adjacent to the arterial roads of wider than 25m can also be consolidated into the 
areas allowable for up-zoning.

Reinforcements

• The rear-side arterial roads are excluded from the existing conditions to be 
considered for up-zoning.

• The road-width condition among the up-zoning allowance conditions is 
strengthened from 20m to 25m.

Modifications
• In the cases when the non-residential facility ratio cannot be secured, those 

facility locations in the Youth-Housing can be adjusted.

The 5th
(December 
26th, 2018)

Mitigations

• The station-area boundary standard is extended from 250m to 350m.
• Among the commercial areas in ancient Han-Yang Castle-Town area, the sectors 

south to Yulgok- and Sajik-Street and north to Toegye-Street are included as the 
developable areas.

• The number of station area conditions that allow up-zoning toward commercial 
areas is reduced from two to one.

Reinforcements

• Even in the cases of small-sized developments, the process of opinion-hearings 
from the City Council should be included.

• In the cases of the 2nd-class and 3rd-class residential areas, the developments 
can be permitted only when the up-zoning is granted.

The 6th
(April 12th, 

2019)
Mitigations

• Owing to some deletions of the station area conditions, the developable station 
areas are extended toward the entire vicinity of Seoul City.

• When building bulk ratio incentives have been endowed, the public contribution 
of the land can be substituted for by the in-kind cash payment.

Table 2. Highlights of the amendments in the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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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시, 대상지 전체에 기본 용적

률을 680%를 적용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로써 노선상업지역 또한 기본용적률 680%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규제조정은 제정 당시 역세권의 

정의 가운데 “사용승인시점에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

함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사용승인시점이 삭제되고 

“개통이 예정된 역으로서 재정사업은 사업계획이 승

인된 경우, 민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가 

추가되었다. 1차 운 기준 개정은 노선상업지역의 혜

택과 역세권의 조건이 추가되었지만 사업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변동은 미약했다.

2차 운 기준 개정(2017.8.1.) 결과, 총 13건의 사항

이 개정되었다. 세부 개정사항은 규제완화 7건(1-4- 

1-다; 2-1-1-다; 2-2-1; 3-1-1-마; 3-2-1, 3-2-2; 

3-4-7), 규제강화 3건(3-2-2; 3-4-8; 3-4-10), 기

타 3건(1-4-2-가, -나; 3-2-1; [붙임1]-제3조)이

다. 규제완화 7건은 사업대상지 확장 2건(1-4-1-다; 

2-1-1-다), 사업시행시 규제완화 3건(2-2-1; 3-2-2; 

3-4-7), 예외 추가 2건(3-1-1-마; 3-2-1, 3-2-2)으

로 세분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 확장에 해당하는 개정

사항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기준 가운데 도로 폭 

기준이 기존 30m에서 25m로 완화된 것과 근린상업

지역이 새롭게 사업가능 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가능

구역에 추가되는 것이다. 규제완화는 노후도 기준의 

특례 적용기준 변경이 주 내용이다(Table 2). 구체적

으로는 30세대 미만의 사업대상지에서 기존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0㎡이하이

고 연면적 합계가 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 특례

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진･출입도로 최소 폭원 기준은 기존

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던 것을 

｢주택법｣ 대상사업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대상사업의 경우는 ｢건축법｣ 제44조 

규정을 따르게 되었다(Table 2). 종합하면 2차 운 기

준 개정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도로 폭 기준과 노

후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사업가능구역을 확장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3차 운 기준 개정(2017.11.16.)은 총 8건의 개정사

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규제완화 5건(3-1-1-마

-1)-나); 3-1-1-마-1)-라); 3-1-1-마-2)-라); 

3-2-1; 3-2-3), 규제강화 1건(3-2-2), 규제조정 1건

(3-2-1), 기타 1건([붙임1]-제7조-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완화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

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과 바로 접할 때에는 자문을 

통해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과 제2종일반주거지

역에 대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지

고 충족해야 하는 역세권 기준의 수도 완화한 것이다

(Table 2). 반면 규제강화는 대지의 높이 차이로 가로

변 비주거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비주거비율을 

초과해 건설하는 대신, 비주거 시설의 설치위치를 조

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Table 

2). 규제조정은 기존에 불명확했던 비주거시설의 설치 

층수가 지하2층과 지상2층 범위로 명시되었다(Table 

2). 3차 운 기준 개정은 양적으로도 규제완화에 해당

하는 개정이 다수이고 질적으로도 제2종일반주거지

역 또한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는 등, 전반적인 규제완

화가 이루어진 개정이던 것으로 분석된다.

4차 운 기준 개정(2018.3.7.)은 총 5건의 개정사항

이 포함되었다. 개정사항은 규제완화 1건(3-1-1-라

-4)), 규제강화 3건(3-1-1-라-3); 3-1-1-라-3); 

3-1-1-마-2)-나), 3-1-1-마-4)-나)), 규제조정 1

건(3-2-1)으로 구성된다. Table 2의 개정사항을 구체

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규제강화의 주요 

개정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조건 중 필지가 접해야 하

는 간선도로 폭의 기준이 20m에서 25m로 상향된 것, 

그리고 이면부 간선도로가 도로의 폭과 관련 없이 용

도지역 변경 평가 기준에서 제외된 것이다. 규제완화

에는 기존 운 기준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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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사업대상지도 25m 이상 간선도로와 접할 경우

에는 교통처리계획 검토 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

도록 개정된 사항이 반 되었다. 규제조정에는 상업

지역에서 대지의 고저차 등에 의해 비주거비율 10%

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 개정사항이 포함된다. 종합하면, 4차 개정은 

규제강화에 해당하는 개정사항이 명목상 다수를 차지

하지만, 새로운 용도지역 변경 조건이 신설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의 강화나 완화의 일면에 치우쳤

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5차 운 기준 개정(2018.12.26.)은 일부 수치들이 

변경된 지난 개정과 달리 운 기준의 전체적인 구조

를 변경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가 시도되었다. 특히 구

조적으로 관련 조례와의 연계성을 운 기준 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조항을 전체적으로 수정하여, 

정책의 체계적인 진행을 도모했다. 내용적인 측면에

서는 규제완화 4건(1-3-1; 2-1-5; 3-1-1-가-1); 

3-1-1-라-3)), 규제강화 6건(1-3-12; 2-1-1-가; 

2-3-2-나; 3-3-8-가; 4-3-1-마; [붙임 2]-제9

조), 기타 3건(1-2-2; 1-3-4; 3-1-1-마-2)-가)) 총 

13건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규제완화 가운데 가장 눈

에 띄는 것은 역세권의 범위가 기존 250m에서 350m

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Table 2). 그 외에도 한양도

성 내부의 율곡로 및 사직로 남측과 퇴계로 북측이 기

존에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상업지역에 한해 사

업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

경시 충족해야하는 역세권 조건의 가짓수가 2개에서 

1개로 완화된 것(Table 2),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도로기준에서 

연접하는 간선도로의 폭원 기준이 25m에서 20m로 

완화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규제강화에 해당하

는 개정사항은 소규모 개발 시에도 시의회의 청취절

차가 필요하도록 사업추진 절차가 변경되어 사업 검

증기능을 강화한 것과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

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청

년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있다(Table 

2). 5차 운 기준 개정은 전반적으로 내용상 사업가능

구역의 확대와 용도지역 변경요건의 완화에 집중되어 

용도지역체계의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그러나 용도지역의 변경을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 조건으로 전제함으로써 일반주거지역이 사업가

능구역에서 대거 탈락할 수 있으므로 5차 개정의 평가

는 공간분석 결과가 도출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2019년 4월의 6차 운 기준 개정(2019.4.12.)에서

는 3월에 이루어진 조례 개정사항과 함께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  기준｣ (이하 ‘인센

티브 기준’)의 변경사항이 반 되었다. 이로써 총 11

건의 사항이 개정되었다. 이는 규제완화 3건(1-3-1; 

3-1-1-가; ([붙임 1]-(2)), 규제강화 1건(2-3-2-

가), 그리고 기타 7건(3-1-1-가, 나, 다; 3-1-1-라

-3); 3-1-1-다-3); 3-1-1-라; 3-1-1-라-1)-가), 

나), 다); 3-1-1-라-2-가), 나), 다), 라); [붙임 1]- 

(1))으로 집계된다. 규제완화는 조례 개정(제2조제1

호)에 따른 역세권 기준 해제, 기부채납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 획득 시 현금 및 건축물을 통한 기부채납 방

식의 허용이 주요 내용이다. 역세권 기준 해제는 서울

시의 모든 역세권이 잠재적인 사업가능구역 및 용도

상향 가능구역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현금 및 건축물을 통한 기부채납 방식의 허용은 토지

를 통한 기존의 기부채납 방식이 존치되어 있는 가운

데 새로운 기부채납 방식이 추가된 것으로서 더욱 유

연한 사업추진이 기대되는 점에서 규제완화에 해당한

다(Table 2). 반면 규제강화에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사전

검토단을 구성할 때, 공무원 외에도 디자인 등 관련분

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개정된 사항이 있다. 기타

는 주로 역세권 기준 삭제로 인한 단순 편집이나 ‘연면

적’과 같이 다소 불분명한 표기를 ‘용적률산정용연면

적’과 같이 명확한 용어로 변경하는 등, 편집상 변경사

항이 주를 이룬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6차 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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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개정은 사업가능구역 및 용도상향 가능구역의 확

장하되, 중심지 체계에 속하지 못했던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논리연산 준비

3.1. 기초자료 구축

분석 기초자료는 Figure 1의 서울시 역세권에 대한 

버스중앙차로 노선정보, 용도별 건물정보, 도로명주

소기본도의 도로 선형과 폭원 정보, 지하철 및 전철 역

사 플랫폼, 역사도심 경계 정보를 수집, 구축했다.

버스중앙차로 노선은 국가교통DB(KTDB)1) 교통빅

데이터의 버스중앙차로 정보를 활용했다. 용도별 건

물정보는 국가공간정보포털2)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데이터에서 용도별건물정보 SHP파일을 구득했다. 도

로 선형과 폭원 정보, 지하철 및 전철역사 플렛폼 정보

는 도로명주소 개발자센터에서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배경지도3)에서 필요정보를 추출, 가공했다. 역사도심

의 구획은 법제처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부

도를 디지타이징(Digitizing)했다.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상기 공간정보의 구축이 완료

되면 ArcGIS나 QGIS 등의 공간정보분석 도구를 활용

하여 가구를 생성하고 명제의 진위 값을 공간연산을 

통해 입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기초자료 구축작업

의 진행은 수작업으로 진행했다. 공간정보의 완성도

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지적도나 용도지

역지구도에 존재할 수 없는 틈새나 중첩된 공간, 비현

실적 도로 폭원 값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 결

국 서울시의 역세권 일대를 대상으로 약 2만 5천여 개 

가구, 약 3천 5백여 개 단지4)의 정제와 명제별 진위 값 

판별 및 입력은 수작업이 불가피했다.

기초자료의 기준시점은 2018년 12월 단일시점이

다. 운 기준 개정 시기에 따라 여러 시점을 기준삼지 

않고 단일시점으로 기초자료의 시간적 범위를 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의 비교분석 대상은 운

기준이므로 개정 시기에 따른 차이는 변인통제의 

대상이다. 이점에서 운 기준과 기초자료가 다대일 

관계를 이루어야만 운 기준 개정효과를 분명하게 도

출할 수 있다. 둘째, 분석의 공간단위와 청년주택의 제

도운  기간을 종합할 때, 기초자료의 변경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분석 공간단위인 가구에 변

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 

제도가 운 된 3년여 동안, 서울특별시의 도로 변경사

항이 전체 도로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특

별한 분석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초자료 구축과정에 필

요한 수작업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다수 시점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분석에 임하면, 인적오류에 가

능성이 배로 증가할 위험이 있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

면, 다수 시점의 기초자료 구축은 본고의 연구 방향에 

적합하지 않고, 실익이 부족하며,  연구결과의 오류발

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므로 단일시점의 기초자료를 활

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Figure 1. Station areas in Seoul

3.2. 논리연산식 구성

3.2.1. 명제

사업가능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 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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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Code Proposition

Station
Area

(역세권)

S1 The area boundary is of 250m distance from the subway stations.

S2 The area boundary is of 350m distance from the subway stations.

S3 The area has more than two stations of subways, and/or light- and heavy-railways.

S4 The area has bus-only lanes on the ground streets near the station.

S5 The area has ground streets of more than 30m widths near the station.

S6 The area has ground streets of more than 25m widths near the station.

Zoning
(용도지역)

Z1 The zoning includes the 2nd-class general residential area.

Z2 The zoning includes the 3rd-class general residential area.

Z3 The zoning includes the quasi-residential area.

Z4 The zoning includes the quasi-industrial area.

Z5 The zoning includes the general commercial area.

Z6 The zoning includes the neighborhood commercial area.

Building
Ages

(건축물 노후도)

B1 The proportion of the deteriorated buildings within the area exceeds one-half.

B2 The total building floor area (except housing) in the area is less than 5,000㎡.

B3 The total building floor area (except housing) in the area is less than twice of the lot size.

Seoul’s Historic 
Downtown

(역사도심 등)

H1 The lot does not belong to the ancient Han-Yang Castle-Town area.

H2 The lot does not belong to the historic downtown area.

H3
The lot belongs to the sectors south to Yulgok- and Sajik-Ro, and north to Toegye-Ro in the 

historic downtown area.

Lot Size
(대상지 면적)

A1 The lot size exceeds 500㎡.

A2 The lot size exceeds 1,000㎡.

Vicinality 
and
Road

(인접 및 
도로 기준)

V1 The lot is adjacent to the quasi-residential area.

V2 The lot is adjacent to the general commercial area.

V3 The lot is adjacent to the neighborhood commercial area.

V4 The lot is facing the quasi-residential area across the road of less than 20m width.

V5 The lot is facing the general commercial area across the road of less than 20m width.

V6 The lot is facing the neighborhood commercial area across the road of less than 20m width.

V7 The lot is adjacent to the arterial road of more than 20m width.

V8 The lot is adjacent to the arterial road of more than 25m width.

V9 The lot belongs to the system of central places.

V10 The complex that the lot belongs is adjacent to the quasi-residential area.

V11 The complex is adjacent to the general commercial area.

V12 The complex is adjacent to the neighborhood commercial area.

V13 The complex is facing the quasi-residential area across the road of less than 20m width.

V14 The complex is facing the general commercial area across the road of less than 20m width.

V15
The complex is facing the neighborhood commercial area across the road of less than 20m 

width.

Logical 
Operation

(논리연산 결과)

L1 The lot is in the area where Youth-Housing is permitted.

L2 The lot is in the area where up-zoning is permitted.

Table 3. List of propositions that express the logical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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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명제의 유형은 역세권, 용도지역, 노후도, 한양

도성 및 역사도심, 부지면적, 인접성 및 도로, 논리연

산결과의 7가지 범주로 구분된다(Table 3). ‘역세권’

은 역세권의 물리적 범위, 환승역 여부, 버스전용차로 

입지 여부, 교차하는 도로의 폭원에 관한 명제가 포함

된다. ‘용도지역’에 속하는 명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관한 것이다. 

‘노후도’는 사업대상지 내 노후건축물의 비율, 주택을 

제외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및 부지면적과의 비율에 

대한 명제를 포함한다. ‘한양도성 및 역사도심’은 한양

도성, 역사도심, 역사도심 중 특정구역 여부에 대한 명

제를 포함한다. ‘부지면적’은 용도지역 변경 등, 특정 

행위의 최소 기준이 되는 면적 기준에 대한 명제를 포

함한다. ‘인접성 및 도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인

접성 및 도로기준을 재현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마지

막으로 ‘논리연산결과’는 사업가능구역이나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논리연산 과정에서 각자 다른 논리

연산의 진위 값을 참고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상기 범

주별 명제의 개수는 역세권 6개, 용도지역 6개, 노후도 

3개, 한양도성 및 역사도심 3개, 부지면적 3개, 인접성 

및 도로 15개, 논리연산결과 2개다.

3.2.2. 논리연산식1: 사업가능구역

사업가능구역 논리연산식은 총 4개이다.

Formula 1은 운 기준 제정과 1차 운 기준 개정

까지 적용되는 사업가능구역 논리연산식이다. 식의 

각 부분은 연산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다. 첫째, 는 250m 역세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부

분이다. 둘째, ∨∨는 대중교통 역세권 조건을 

반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는 제

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여부에 따라, 청년주택 건

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는 노후도 기준을 반 하기 위해 가구 내 노후건축

물 과반 여부에 관한 명제가 포함된 것이다. 다섯째, 

은 한양도성을 사업가능구역에서 제외하던 1차 운

기준 개정까지의 당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식에 

포함되었다.

∧∨∨ ∧∨∨∨∨

∧∧
(1)

Formula 2는 2차 운 기준 개정부터 4차 운 기준 

개정까지 적용되었던 사업가능구역 논리연산식이다. 

Formula 1에서 다음 사항이 변경되었다. 첫째, 역세권 

기준의 도로 폭 조건이 30m에서 25m로 완화되

어 가 로 변경되었다. 둘째, 사업가능지역에 근린

상업지역이 추가된 것은  명제 로써 반 했다. 세 번

째, 새 노후도 조건은 ∧으로 구현했다.

∧∨∨ ∧∨∨∨∨∨

∧∨∧∧
(2)

Formula 3은 5차 운 기준 개정에 적용되는 사업

가능구역 논리연산식이다. Formula 2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세권의 조건 가운데 도로 폭 기

준이 완화된 것을 반 하기 위해 를 으로 교체했

다. 둘째,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

역을 의미하는 ∨에 을 논리곱으로 결합하여 

용도지역 변경 가능여부를 사업가능 조건으로 설정했

다. 셋째, 도심지 규제 기준이 한양도성에서 역사도심 

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것을 반 하고자 을 로 

교체하고 ∧∨ 을 논리곱으로 결합했다.

∧∨∨ ∧∧∨ ∨∨
∨∨∧∨∧∧∨∧∨ 

(3)

Formula 4는 6차 운 기준 개정에 적용되는 사업

가능구역 논리연산식이다. Formula 3과 다른 점은 

∨∨을 삭제하여 청년주택 건립 조건이었던 역

세권 기준이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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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3.2.3. 논리연산식2: 준주거지역 변경 가

능구역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 도출을 

위한 총 4종의 논리연산식이 구성되었다.

Formula 5는 운 기준 제정에서 1차 운 기준 개

정까지 해당되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가

능구역에 대한 논리연산식이다. 연산순서에 따른 식

의 각 부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 용도지

역 변경이 가능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사업가능구

역에 속해야 한다는 점을 반 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둘째, ∨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용도지역

인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여부

를 판별하기 위한 부분이다. 셋째, 는 최소 면적 기

준(500m2) 반 을 위한 명제이다. 넷째, ∨

∨∨∨∧∨∨∨ 는 전체 논리

연산식에서 인접 및 도로기준을 반 하기 위한 부분

인데, ∨∨∨는 인접기준의 판별을 위한 명

제, ∧∨∨∨ 는 도로기준의 도로 폭

과 단지에 관한 명제로 구성된다.

∧∨ ∧∧∨∨∨∨
∧∨∨∨ 

(5)

Formula 6은 2차 및 3차 운 기준 개정에 적용되는 

논리연산식이다. Formula 5에서 변경된 점은 2차 운

기준 개정으로 근린상업지역이 청년주택 제도의 틀

에 포함됨에 따라서 근린상업지역에 대한 대상지의 

인접기준에 해당하는 명제인 과  , 그리고 도로기

준에서 단지의 인접에 대한 명제인 와 가 추가

되었다는 점이다.

∧∨ ∧∧∨∨∨∨
∨∨∧∨∨∨∨∨ 

(6)

Formula 7은 4차 운 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논

리연산식이다. 이 식의 변경사항은 사실상 단지에 대

한 명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단지 

외부에도 도로기준이 적용되어 단지에 대한 인접조건 

검토 필요성이 사라졌다. 이 때문에 ∧∨

∨∨∨∨ 이 단일한 도로기준에 관한 

명제인 로 대체되었다.

∧∨ ∧∧∨∨∨∨
∨∨

(7)

Formula 8은 5차 및 6차 운 기준 개정에 적용되는 

논리연산식이다. Formula 7에서 이 로 다시 변

경되었다. 이는 도로기준 가운데 도로 폭 기준이 다시 

20m로 완화된 점을 반 한 것이다.

∧∨ ∧∧∨∨∨∨
∨∨

(8)

3.2.4. 논리연산식3: 근린상업지역 변경 

가능구역

근린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 도출을 위한 

논리연산식은 총 3개로 구성되었다.

Formula 9는 2차 운 기준 개정에서 3차 운 기준 

개정까지의 논리연산식이다. 이 식의 부분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 사업가능구역 여부이다. 

둘째, ∧∧ ∨∧ ∨∧ ∨∧ 는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

중교통중심 역세권 조건을 2개 이상 충족해야한 다는 

점을 반 하기 위해 그 경우의 수를 논리합으로 결합

한 것이다. 셋째, ∨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제

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여부를 반 하기 위

한 부분이다. 넷째, 는 최소 면적 기준(1,000m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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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하는 명제다. 다섯째, ∨∨∧∨ 

는 인접 및 도로기준을 구현한다. ∨∨는 인접

기준, ∧∨ 는 도로기준을 구현한다. 상업지

역으로 용도변경시, 근린상업지역 인접 가구는 근린

상업지역으로, 일반상업지역 인접가구는 일반상업지

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므로 명제를 구준하여 

적용했다.

∧∧∧ ∨∧ ∨∧ ∨∧ 

∧∨ ∧∧∨∨∧∨ 
(9)

Formula 10은 4차 운 기준 개정에 적용하기 위한 

논리연산식이다. Formula 9에서 두 가지 내용이 변경

되었다. 첫째,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근린상업시설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진 것을 반 하기 위해 

∨에 이 추가되어 ∨∨로 변경되었다. 둘

째, 도로기준에 적용되는 도로 폭이  25m로 강화되어, 

기존의  명제가 로 변경되었다.

∧∧∧ ∨∧ ∨∧ ∨∧ 

∧∨∨∧∧∨∨∧∨ 
(10)

Formula 11은 5차 및 6차 운 기준 개정에 적용되

는 논리연산식이다.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

중교통중심 역세권 기준이 2개에서 1개로 완화되어 

∧∧ ∨∧ ∨∧ ∨∧ 이 제거

되었다. 둘째, 인접 및 도로 기준 가운데 도로 폭이 완

화되어  명제가 로 변경되었다. 셋째, 5차 운 기

준 개정에서 상업지역 변경 시 용도지역 세분 기준이 

기존방식에서 중심지체계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

으로 전환되어 이 논리곱으로 결합되었다.

∧∨∨∧∧∨∨
∧∨ ∧

(11)

3.2.5. 논리연산식4: 일반상업지역 변경 

가능구역

운 기준 검토 결과, 총 4개의 논리연산식이 일반상

업지역 변경 가능구역 도출에 활용되었다.

Formula 12는 운 기준 제정에서 1차 운 기준 개

정까지의 일반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에 대

한 논리연산식이다. 식의 구조를 살펴보면, Formula 12

의 의미는 인접 및 도로기준 외에는 Formula 9와 동

일하다. 그에 따라 기타 논리적 판단은 동일한 명제를 

바탕으로 수행되지만, 사업대상지가 연접하거나 인접

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따라 변경 가능한 용도지역은 

명제의 차이가 있었다. 근린상업지역 변경 가능구역

을 도출하는 논리연산식과 다른 점은 인접 및 도로기

준에서 상업지역에 대한 연접 및 인접여부를 나타내

는 명제  ,  ,  . 가 각각  ,  ,  . 로 

대체된 것이다.

∧∧∧ ∨∧ ∨∧ ∨∧ 

∧∨ ∧∧∨∨∧∨ 
(12)

Formula 13은 2차 및 3차 운 기준 개정에 적용되

는 논리연산식이다. Formula 12와 다른 점은 대중교

통중심 역세권 기준 가운데 도로 폭 기준이 30m에서 

25m로 완화되어 가 로 변경되었다.

∧∧∧ ∨∧ ∨∧ ∨∧ 

∧∨ ∧∧∨∨∧∨ 
(13)

Formula 14는 4차 운 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논

리연산식이다. 두 가지 내용이 변경되었다. 첫째, 근린

상업시설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제2

종일반주거지역이 추가되어  ∨ 가 ∨∨ 

로 변경되었다. 둘째, 도로기준의 도로 폭이 25m로 완

화되어 를 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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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4)

Formula 15는 5차 및 6차 운 기준 개정이 반 된 

논리연산식이다.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 ∨∧ ∨∧ ∨∧ 를 삭제

하여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기준 삭제가 반 되었다. 

둘째,  명제를 로 변경하여 도로 폭 기준이 25m

에서 20m로 완화된 사항이 반 되었다. 셋째, 를 

추가함으로써 용도지역 변경 과정이 중심지체계와 연

동된 변경사항이 적용되었다.

∧∨∨∧∧∨∨
∧∨ ∧

(15)

4. 논리연산 결과 고찰

4.1. 사업가능구역

1) 개수 및 면적의 변화 양상

사업가능구역의 개수 및 면적은 같은 방향으로 변

화해왔다(Figure 2). 다만 5차 운 기준 개정은 예외

다. 사업가능구역의 가구 개수는 1만 1천여 개에서 약 

9천개로 18.2% 감소했고, 가구 면적은 약 6천여 ha 가

운데 10ha 가까이 감소했다. 사업가능구역에 큰 변화

가 없었다. 이는 5차 운 기준 개정의 규제완화에 따

라 편입된 가구와 규제강화에 의해 제외된 가구가 면

적은 비등했으나 가구 단위면적의 차이로 인해 가구

의 수는 감소했다. 이는 면적과 상관없이 시의회 심의

를 거치도록 만든 사업절차 개정사항과 함께, 청년주

택의 평균적 규모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가구 개수 및 면적 변화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차 

운 기준 개정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도로폭 기준 

완화, 근린상업지역 편입, 노후도 기준을 완화시켰다. 

둘째, 6차 운 기준 개정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기준

Figure 2. Trends of count and area(ha) in project 
feasible blocks

을 제외하여, 주로 상대적인 개발 밀도가 낮은 동북권

과 서남권의 역세권을 사업가능구역으로 편입시켰다.

2) 공간적 분포의 변화 양상

Figure 3은 2차 운 기준 개정에서 4차 운 기준 

개정까지의 사업가능구역을 보여준다. 파란색 가구는 

제정부터 1차 운 기준 개정까지의 사업가능구역과 

같다. 제정시 사업가능구역은 전 역세권에 걸쳐서 고

루 분포하는 가운데 도심지인 한양도성 내부는 제외

되어 있다. 동북권, 서남권, 5호선 끝자락에 위치한 강

동구 및 강서구 일대의 다수 역세권이 제외되었다. 이

는 역세권의 개발수준이 낮아,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조건의 충족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igure 3이 보여주는 2차 운 기준 개정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도로 폭 25m 이상, 30m 미만의 간선

도로 인접 가구가 편입되었다. 둘째, 신규 노후도 조건

의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가 편입되었다. 셋째, 근린상

업지역이 청년주택 정책의 고려 대상으로 편입되었

다. 그에 따라 근린상업지역 또한 사업가능구역의 논

리연산 대상이 되었으므로 이를 새로 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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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roject feasible blocks from 2nd to 
4st amendment of guidelines

Figure 4는 5차 운 기준 개정 당시의 사업가능구

역을 보여주며, 이 그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권의 구역 기준이 한양도성

에서 역사도심으로 변경되고 역사도심 내부 상업지역

이 편입되었다. 둘째, 역세권의 범위가 350m로 확대

되어 역세권이 확장되었다. 셋째, 용도지역 변경이 일

반주거지역에 대한 사업전제조건이 되어 일반주거지

역이 대거 탈락되었다.

Figure 4. Project feasible blocks for 5th amendment 
of guidelines

Figure 5는 6차 운 기준 개정의 사업가능구역과 

당시 편입된 가구의 공간적 분포 현황이다. 신규 편입

된 사업가능구역이 동북권과 서남권에 편중되어 있

다. 이는 6차 운 기준 개정에서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기준을 폐기하고 모든 역세권에 청년주택 건립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못

한 역세권의 활성화와 함께 청년주택 공급확대 동력

을 확보를 절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Figure 5. Project feasible blocks for 6th amendment 
of guidelines

4.2.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

4.2.1. 준주거지역

1) 개수 및 면적의 변화 양상

준주거지역 변경 가능구역은 그 개수 및 면적 변화

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Figure 6). 2차, 4차, 그리

고 5차 운 기준 개정으로 준주거지역 변경 가능구역

이 확대된 가운데, 4차 운 기준 개정의 인접 및 도로

기준 완화, 5차 및 6차 운 기준 개정에 따른 사업가능

구역이 확대가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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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rends of count and area(ha) in blocks 
can alter to quasi-residential area

2) 공간적 분포의 변화 양상

Figure 7의 파란색 가구는 운 기준 제정부터 1차 

운 기준 개정까지의 준주거지역 변경 가능구역 분포 

현황을 보여준다. 이 가구는 지하철 2호선, 4호선, 6호

선이 경유하는 간선도로변과 마포, 서대문, 용산, 동대

문구 등 도심지를 중심으로 분포하며, 특히 강남3구, 

은평구, 노원구의 간선도로 인근에 집중된다.

Figure 7의 붉은색 가구는 2차 및 3차 운 기준 개

Figure 7. Alteration to quasi-residential area feasible 
blocks from 2nd to 3rd amendment of guidelines

정 시의 준주거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분포이다. 2차 

운 기준 개정에 따라 근린상업지역도 인접기준의 고

려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로써, 근린상업지역 인접지

역 일부가 준주거지역 변경 가능구역에 편입되었다.

4차 운 기준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변경 가능구

역은 Figure 8과 같이 변화되었다. 이때 도로기준이 

변경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선도로와 인접하는 

가구들이 대거 준주거지역 변경 가능구역으로 편입되

었다. 이런 이유로 4차 운 기준 개정으로써 준주거지

역 변경 가능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주요 간선도로 

변을 따라 선형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Figure 8. Alteration to quasi-residential area feasible 
blocks for 4th amendment of guidelines

Figure 9는 5차 및 6차 운 기준에 따른 준주거지

역 변경 가능구역의 분포현황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운 기준 개정에 의한 준주거지역 변경 가능구역

의 확대는 사업가능구역 증가의 향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역세권이 확장되고 기존의 대중교통중심 역세

권에 속하지 않는 가구들이 준주거지역 변경 가능구

역으로 새로 편입되었다. 그 결과 서울시 전역에서 준

주거지역 변경 가능구역이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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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lteration to quasi-residential area feasible 
blocks from 5th to 6th amendment of guidelines

4.2.2. 근린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변경 가능구역은 청년주택 정책에 편

입된 이래 총 3차례의 운 기준 개정을 거쳤다(Figure 

10). 근린상업지역 변경 가능구역은 이 청년주택 정책

에서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근린상업지역 변경 가

능구역 면적은 준주거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1.6%인 

76ha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Figure 10. Trends of count and area(ha) in blocks 
can alter to neighboring commercial area 

4.2.3. 일반상업지역

1) 개수 및 면적의 변화 양상

일반상업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변화는 개정사항에 

따라 다음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Figure 11). 첫

째, 2차, 4차, 5차 운 기준 개정에서는 직접적인 규제

완화로 인한 규모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둘

째, 6차 운 기준 개정에서는 직접적인 규제완화가 이

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업가능구역 확대가 간접적인 

향을 주면서 규모가 확대되었다.

Figure 11. Trends of count and area(ha) in blocks 
can alter to general commercial area 

2) 공간적 분포의 변화 양상

Figure 12의 파란색 가구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통

해 알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을 경유하는 간선도로 변을 따라 선형으

로 분포한다. 둘째, 도심지를 경유하는 주요 노선인 

1~4호선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Figure 12의 붉은색 가구는 2차 운 기준 개정에 

따라 변경되고 3차 운 기준 개정까지 적용되었던 일

반상업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공간적 분포를 보여준

다. 그에 따르면, 2차 운 기준 개정에 따라 도로기준

이 완화되면서 폭원이 25m 이상, 30m 미만의 간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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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 인접한 일부 가구가 일반상업지역 변경 가능구

역으로 편입되었다. 근린상업지역이 청년주택의 고려

대상에 포함되면서 인접성 기준 충족이 더욱 용이해

졌다. 이로써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Figure 12. Alteration to general commercial area 
feasible blocks from 2nd to 3rd amendment of 
guidelines

Figure 13은 4차 운 기준 개정에 따른 일반상업지

역 변경 가능구역의 변화와 현황을 보여준다. 대체적

으로 도로 기준 완화보다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일

반상업지역 변경 대상에 포함시킨 개정사항의 향이 

두드러진다. 주로 1호선 역세권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 일반상업지역 변경 가능구역에 편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Figure 14는 5차 및 6차 운 기준 개정

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변화양상과 

현황을 보여준다. Figure 14에서 드러나는 신규 용도

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공간적 분포 특성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사업가능구역 확장에 간접적으로 향을 받

아 신규 편입지역이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다. 둘째, 대

중교통중심 역세권 개념의 해체로 인한 신규 일반상

업지역 변경 가능구역이 가장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

Figure 13. Alteration to general commercial area 
feasible blocks for 4th amendment of guidelines

역은 강남구의 비(非)환승역 역세권이며, 동북권과 서

남권 일부 지역에도 군집을 이룬다. 6차례에 걸친 운

기준 개정 결과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변경 가능구

역의 전체적인 분포 양상을 살펴보면, 광역중심과 지

역중심 권역 위주로 분포하는 가운데, 특히 용산 광역

중심권과 등포 및 강남 도심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

으로 파악된다.

Figure 14. Alteration to general commercial area 
feasible blocks from 5th to 6th amendment of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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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운 기준 제정판과 운 기준 개정판에 대한 논리연

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주택의 사업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둘째, 사업가능구역의 규모 증가의 주요인은 2차 운

기준 개정에서는 근린상업지역 추가와 대중교통중

심 역세권의 도로 폭 기준 완화 으며, 6차 운 기준 

개정에서는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기준 삭제 다.

셋째, 5차 운 기준 개정에서 역세권 범위 확장과 역

사도심 편입에도 불구하고 사업가능구역 변화가 미미

했던 이유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조건 

추가에 따른 사업가능구역 감소가 상쇄했기 때문이다.

넷째,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규모 증가의 주요

인은 직접요인과 간접요인으로 구분된다. 직접요인에

는 2차 운 기준 개정에 따른 근린상업지역 추가와 4

차 운 기준 개정에 따른 대중교통역세권 기준 완화

가 있었다. 간접요인에는 5차 운 기준 개정에 따른 

대중교통역세권 조건 충족 기준 완화와 6차 운 기준 

개정에 따른 대중교통 역세권 조건 삭제가 있었다.

다섯째,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 가운데, 준주거지

역 변경 가능구역이 그 규모와 증가 추세가 가장 두드

러지며, 일반상업지역 변경 가능구역도 이보다 규모

는 적지만 유사한 추세로 증가해왔다. 한편 근린상업

지역 변경 가능구역은 그 규모가 미미하여 정책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실정이다.

여섯째, 5차, 6차 운 기준 개정과 함께, 사업가능구

역이 중심지체계의 중심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점이지대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5.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성

5.1.1. 연구결과 요약

이 글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16년 운 기준 제정에서 2019년 6차 운

기준 개정까지, 6차에 걸친 운 기준 개정과정의 주된 

관심사는 청년주택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공간적 범위

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둘째, 최근의 운 기준 개정일수록 큰 폭의 개정사

항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 이 현상은 서울시의회 도

시계획관리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의 회의록을 검토

한 결과를 종합하면, 조례 제정 이후에 청년주택 공급

물량이 기대보다 부족하다는 위기의식을 정책당국이 

인식하는 가운데 시의원들도 이 문제를 지적하는 상

황이 이어지면서, 높아져가는 공급실적 확대의 의지

가 반 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업가능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은 

더 이상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6차 운

기준 개정까지 이어진, 구역 조정을 통한 공급활성화 

노력은 최근 청년주택 정책의 중심 개념이었던 대중

교통중심 역세권 개념의 삭제에 이르러 한계에 도달

했다. 더 이상 역세권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무리하며, 

이미 모든 역세권을 사업가능구역으로 편입시켰다. 

남아있는 수단이 있다면, 인접 및 도로조건을 완화하

거나 삭제하는 방법이 있지만, 용도지역체계의 혼란

을 야기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5.1.2. 정책적 시사성

이번 연구결과는 향후 정책개선 또는 정책연구에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청년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

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사업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 판별에 명제논리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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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이유는 논리연산식과 명제가 정확히 구축되면 

논리적으로 오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

문이었다. 이 글에서 구축한 논리연산식을 응용하면, 

청년주택의 인허가와 관련된 논리적 판단을 도와주는 

순서도 형식의 체크리스트 작성이 가능하다. 이는 청

년주택 건립을 타진하는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와 

사업계획을 협의해야하는 일선 공무원,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야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사전검

토단, 최종 심의를 진행하는 심의위원 및 시의원이 공

유하는 사업 검토 매뉴얼 작성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로써 정책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을 

특정하여 후속 정책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계

획 및 주택 관련 연구의 탐구 대상은 대체적으로 공간

상의 실체이므로, 공간적 범위의 특정은 관련연구의 

범위의 확장에 기여한다. 가령 각 운 지침 개정에 따

라 추가 편입된 사업가능구역과 기존 구역의 청년세

대 주거만족도의 비교 연구도 가능하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5.2.1. 연구의 한계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리연산 수행 중 데이터 전처리 과정의 수작

업 비중이 높다. 이는 공공데이터의 완성도가 부족했

기 때문이었다. 수작업의 비중과 함께 인적오류의 발

생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것은 자명하다. 이점에서 

이 글의 분석결과는 차제에 공공데이터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재차 검토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 연구에서 

경험한 원천자료의 한계는 개인 연구자의 노력만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한다. 공공데이터의 

완성도가 향상되기까지는 학계 등 연구공동체에서 정

보를 공유하고 상호 검증하는 방식으로 정보의 완성

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해 본다.

둘째, 논리연산의 분석단위가 필지가 아닌 가구단

위이다. 현실의 사업대상지는 보통 하나이상의 필지

가 모인 구획단위로 이루어진다. 가구단위의 분석은 

실제 공간적 범위보다 다소 과장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불가피한 조치 지만, 분석의 정밀도가 낮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셋째, 이 글에서 구축한 논리연산식은 서울시 역세

권2030청년주택 정책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행정적 

판단의 재현을 위한 목적에 치중하여 구축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논리연산식은 향후 운 기준이 개정

에 따라 호환성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운 기준 및 조례의 개정 결과의 정

책적 함의의 고찰이 부족하다. 이것은 본고에서 구역 

도출을 위한 논리연산식 구축과 분석 수행, 그리고 1

차적인 해석에 집중한 결과이나, 더욱 효과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5.2.2. 향후 연구과제

이 글에서 권하는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에서 도출한 사업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을 청년주택을 둘러싼 두 주체, 민간사

업자와 청년입주자의 입장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 운 기준 개정의 정책

적 효과에 대한 더욱 현실성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

다. 청년 세대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나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사업성에 대한 향 요인에 관

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관련 도시환경 변수를 추출

한 뒤, 정량적 분석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글의 분석 결과를 검증하는 연구이다. 운

기준 개정사항의 실제 공고 및 고시된 청년주택 사업

에 대한 향을 사례분석을 통해 검증 가능할 것이다.

셋째, 법률 및 행정서류에 대한 명제논리 적용방안

을 이론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명제논리를 활용하

여 법률적, 행정적 행위의 논리구조를 구현하는 작업

의 가치가 높을 것이다. 국내 법체계 및 행정체계에 적

합한 명제논리 구성방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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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명제논리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넷째, 청년주택 외에도 명제논리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검증하거나 행정적 판단을 재현하여 비판적으

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 성과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주1. https://www.ktdb.go.kr/www/index.do
주2. http://openapi.nsdi.go.kr/nsdi/index.do
주3. http://www.juso.go.kr/addrlink/addressBuildDevNe

w.do?menu=layer
주4. 단지: 8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인 필지의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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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역세권 2030청년주택 정책은 역세권 개발이 서울시 내 임대주택 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대
안이라는 인식 가운데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실적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
했고 용도지역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결국, 역세권 2030청년주
택은 시행 후 3년 사이에 운영기준이 6차례 개정되었다. 특히 2018년 10월 이후에는 1년 이내에 큰 
폭의 운영기준 개정이 두 차례 이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사업가능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지난 운영기준 개정의 방향성 평가와 정책적 시사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공간
적 범위 및 구역의 도출에는 명제논리를 활용했다. 이를 위해, 가구(街區) 등 기초자료 정제 및 전처리, 
명제별 진리 값 입력, 논리연산 과정을 수행하여 사업가능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 소속여부
를 판별했다. 분석 결과, 1) 사업가능구역은 서울시 외곽의 역세권으로 고르게 분산되면서도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2) 용도지역 변경 가능구역은 준주거지역 변경 가능구역
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증가추세가 두드러졌다.

주요어 : 역세권 2030청년주택, 명제논리, 민간임대주택, 용도지역 변경, 지리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