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
23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개정안 발표
기반시설 확보비율 10%로 낮춰 용적률 상승 기대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낮춰 용적률을 상향 조
정한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을 짓거나 소형 분양주택 비율이 높을 경우 추가용적률
도 부여한다.
도는 2006년 제정·운영해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시행에 들어
간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13일 가진 ‘뉴타운사업 개선 방안’ 브리핑에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지침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이나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적용된다.
도는 우선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기준용적률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기준을 현행 12%
에서 10%로 조정했다.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의 기반시설 확보기준을 뉴타운에 적용
되는 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과 동일하게 하향조정해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는 이 경

우 약 7%의 용적률 상승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친환경·에너지절약형 건축 시 용적률을 추가해주는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건
축법에 의해 최우수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면 6%,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율이 35% 이상인 경우 5%, 부지면적 5% 이상의 공개공지(개방된 공간)를 설치할 경우
1%의 추가용적률을 부여한다.
또한, 60㎡ 이하의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이 35%를 넘으면 비율에 따라 4~8％의 추가용
적률을 적용한다. 이는 소형 주택분양을 늘려 서민 주거안정과 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것이다.
지역의 특수한 여건반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일부 규정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신설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내용을 반
영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평균층수(18층) 및 최고층수(23층) 등 건축물 높이 제한은 삭
제했다.
이와 함께 전용주거지역 기준용적률을 각각 10% 상향해 주민들이 기반시설 확보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기부채납 용적률 완화가능 대상을 공공시설에 한정했던 조항도 개정해 학교
부지까지 확대했다.
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침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부담 경감과 함께 친환경·에너지절
약형 건축물 건축,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분양주택 건설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타운 사업에 적용되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변경안은 25일 발표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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