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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장 계획(변경)

■ 광장 구상(안)

• 면적 : 13,207㎡ → 13,609㎡ (중 402㎡)
• 광장의 조성 위치는 부전역과 부산시민공원을 연결 가능 하도록 부산시민공원 남측과 부전역 사

이에 조성
• 서면지역과 부산시민공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축으로 원활한 동선 계획
• 지하공간개발구상(안)을 고려하고 연결성 강조를 위한 입체적 광장 조성 
• 주변에 계획되어 있는 학교를 고려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문화공간  조

성
• 다양한 공연과 문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광장을 조성

[ 위치도 및 예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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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관계획(변경없음)

 기본방향

가. 도시구조와 조화되는 도시경관 형성

• 도심축의 상징성 및 정체성 강화
• 촉진지구 주변의 광역녹지축 고려

나. 공원과 조화되는 지구경관 형성

• 열린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배치․형태 제어
• 보행중심의 개성있는 테마가로 도입
• 공공시설 재배치를 통한 시각회랑 확보

다. 차별화된 구역경관 형성

• 구역별 차별화된 건축 디자인으로 개성화 
• 복원된 부전천을 활용한 수변공간 조성 
• 자연지형을 활용한 건축물 형태 차별화 
• 주요 가로별 경관요소를 통합하여 일관된 이미지 형성

[ 부산시민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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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축 계획

■ 조망·경관축

• 고층부 탑상형 및 광장, 학교, 공공시설 등의 이전 재배치를 통한 개방감의 확보

■ 수변경관축

• 복원된 부전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어메니티를 제공하는 수변경관 축 계획

■ 문화경관축

• 국립국악원, 시민공원, 서면도심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이 연계되는 문화경관축 계획

■ 녹지·경관축

• 화지산과 시민공원을 연결하는 녹지 경관축 계획
[ 경관축 계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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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라인 계획

• 고층부 탑상형 건축계획을 통하여 시각적 개방감 확보와 도심 랜드마크 경관 형성
• 공원을 중심으로 남측을 최대한 개방시켜 시각 회랑 확보

- 공원 남측에 공공시설, 교육시설, 광장 등을 집중 배치
• 공원인접지역의 경사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하우스 배치
•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저층부 계단형 건축형태 유도
• 횡축 스카이라인 계획(연속적이고 다양한 스카이라인의 구축)

-공원과 외부지역을 연결하는 시각회랑 확보
[ 스카이라인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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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별 경관계획

가. 예술의 거리 경관

• 복원된 부전천을 축으로 특색 있는 어메니티를 제공하는 수
변경관 형성

• 공원 인접 지역은 위압적이고 폐쇄적인 경관이 발생하지 않
도록 공원으로부터 최대한 이격된 건축물 배치와 형태 유도

• 고층부 탑상형 계획으로 시각 회랑 확보
• 저층부 문화․예술관련시설 도입 유도로 공원과 조화되는 경관 창출
• 도심과 연계성을 고려한 저층부 상업시설(연도형 상가 및 공중회랑) 계획으로 연속적 가로경관 

형성 유도
[ 예술의 거리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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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의 거리 경관

• 공원 남측 문화의 거리에는 교육시설, 공공시설, Open 
Space를 집중 배치하여 공원과 주변지역의 개방성을 확
보

• 시민공원과 연계된 풍부한 Open Space, 교육시설, 문
화관련시설 등에서 다양한 문화교류 (inter- culture) 활
동이 발생되는 문화적 가로경관 형성

• 공원 인접 지역은 위압적이고 폐쇄적인 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으로부터 최대한 이격된 건
축물 배치와 형태 유도

• 고층부 탑상형 계획으로 시각 회랑 확보
• 도심과 연계성을 고려한 저층부 상업시설 계획으로 연속적 가로경관 형성 유도

[ 문화의 거리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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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뜨는 거리 경관

• 가로변 경사지에는 지형에 순응하는 테
라스하우스 배치로 개방감 향상 및 
구릉지 경관 회복

• 대규모 공적 공간(시민공원) 으로부터 
급격한 기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 인접도로변 일부구간에는 저층
의 연도형 상가 배치

• 시각 회랑을 고려한 건축 배치를 통해 
풍부한 빛과 바람길 제공

• 건축선 후퇴를 통한 개방감 부여

[ 해뜨는 거리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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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기본방향(변경)

∙ 재정비촉진지구내 촉진구역의 개별사업(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원활한 진행을 위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 변경

∙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건폐율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가. 부산진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구역수 재정비촉진지구 내 4개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3개구역◦범전-도시환경-④ 제척

면적(천㎡) 284.4 220.5 ◦기반시설우선설치에 따른
  토지내역 변경사항 반영

나. 구역별 계획(변경)

    (기정)

구분 구역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천㎡)
토지이용
계획유형 사업시행방식 비고

기정 6-1 범전-도시환경-① 부암동 27-7번지,
범전동 212-1번지 일원 60.3 대생활중심도심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6-1 범전-도시환경-② 범전동 227번지,
부산진중교 일원 134.6 대생활중심도심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6-2 범전-도시환경-③ 범전동 400번지 일원 23.4 대생활중심도심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6-3 범전-도시환경-④부암동 666-16번지 일원 66.1 대생활중심도심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

구분 연번 구역명 면적
(천㎡) 위치 유형별

정  리 비고
변경 154-1 시민공원재정비 촉진1 60.4 부암동 27-7번지 일원 도시환경정비 면적변경
변경 154-2 시민공원재정비 촉진2-1 136.7 범전동 263-5번지 일원 도시환경정비 면적변경
변경 154-3 시민공원재정비 촉진2-2 23.4 범전동 400번지 일원 도시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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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주택재개발사업부문-

가. 부산진구 주택재개발사업 및 유형유보지 정비예정구역(변경없음)

구    분 기 정 비 고
구역 수 재정비촉진지구 내 2개 구역

면적(천㎡) 218.1

나. 구역별 계획(변경)

    (기정)

구분 연번 구역명 위치 면적
(천㎡)

토지이용
계획유형 사업시행방식 비고

기정 5 범전-재개발
-①

범전동 71번지 동원맨션
일원 178.7 주거정비 주택재개발사업

기정 21 양정-재개발
-①

양정동 445번지
현대아파트 남서측 일원 39.4 주거정비 주택재개발사업

    (변경)

구분 연번 구역명 면적
(천㎡) 위치 유형별

정  리 비고

변경 154-4 시민공원
재정비 촉진3 178.6 범전동 71-5번지 일원 재개발

변경 154-5 시민공원
재정비 촉진4 39.5 양정동 445-15번지 일원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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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기정)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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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기본방향(변경)

• 202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기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검토

• 건축물의 연령, 구조에 의한 불량의 정도와 과밀정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와 대지의 규모 등 
종합적인 주거환경 고려

• 지형, 행정구역, 사업의 규모를 감안한 촉진구역 설정
• 주민의견과 시행능력을 감안하고 사업 시행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촉진구역의 경계는 가급적 기반시설을 기준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변경없음)

촉진사업  내        용 근거법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

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건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
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
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
행하는 사업

도시개발사업 -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
개발법

시장정비사업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대상으로 추천한 시장
을 구역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선정

-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경우

- 그밖에 시도지사가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시장정비사업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인정시장으로서 시행령 제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하여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래
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계획시설사업 - 기반시설 중 법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을 재정비
촉진지구 내 시설의 도시계획시설로 확보

국토의계획
및이용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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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계획(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기준 검토(변경)

• 재정비촉진지구내 원활한 기반시설 확보 및 생활권 단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비
구역 지정요건 완화
-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20%이내)

구역 면적
(㎡) 호수밀도 접도율 사업가능

여부기준
(완화) 기정 변경 50호/ha

(40호/ha)
40%이하

(32%이하)
촉진3구역 178,658 178,624 58.49 25.7 가능

촉진4구역 39,433 39,460 51.23 26.4 가능

나. 사업시행계획(변경없음)

• 사업여건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방식 도입
• 기존 도심 기능을 보완하고 역세권 중심기능의 강화 도모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
  (촉진1, 2-1, 2-2구역)
• 사업지구 내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계획(촉진3, 4구역)
• 부산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촉진5구역)

사업구역 사 업 방 식 시 행 자 비고

촉진1,2-1,2-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18조에서 

정한자

촉진3,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18조에서 

정한자
촉진5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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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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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변경)

■ 변경내용

• 1구역으로 편입된 존치지역의 일부(가각)를 1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지적불부합 지역 조정
• 존치지역의 면적변경 없음

 기본방향(변경없음)

• 신축 건물 등의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는 획지 및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여 존치하거나 자력개
발이 가능한 지역

• 일동미라주 공동주택 사업의 건설이 완료된 지역을 존치지역(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

 존치지역(존치관리구역) 건축개요(변경없음)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위 치 부산시 진구 부암동 9-3번지 일원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5,931.00㎡
건축면적 3,607.5㎡
연면적 45,136.6㎡
세대수 294세대(4개동)
건폐율 63.15%
용적율 663.93%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 존치구역 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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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

■ 변경

■ 지적 불부합지역 변경

   (지적선과 일치)

■ 면적감소(10㎡)

■ 가각축소

   (8m→5m)

■ 면적증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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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기본방향(변경없음)

• 재정비촉진계획의 실현성 강화 및 주변 개발여건을 고려
• 지역의 적정 개발규모 유도를 위한 합리적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 용도지역변경은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

• 2011.6월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이후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나,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따른 
토지내역(지적 분‧합필) 변경사항 반영으로 면적변경

[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95,970 증)4,582 900,552  100.0 -  

주거
지역 

소계 245,580 증)1,938 247,518 27.5   
제1종일반주거지역 55,032 증)278 55,310 6.2   
제3종일반주거지역 190,548 증)1,660 192,208 21.3   

상업
지역 

 소계 380,570 증)1,281 381,851 42.4   
일반상업지역 380,570 증)1,281 381,851 42.4 존치지역

(5,931㎡)포함 
녹지
지역 

 소계 269,820 증)1,363 271,183 30.1   
자연녹지지역 269,820 증)1,363 271,183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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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결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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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가. 재정비촉진1구역(변경)

• 현재 용도지역 반영
•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나,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따른 토지내역(지적 분‧합필) 변경사항 반영으로 

면적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0,334 증)83 60,417 100.0

상업
지역

 소계 60,334 증)83 60,417 100.0
일반상업지역 60,334 증)83 60,417 100.0

[ 용도지역 결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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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정비촉진2-1구역(변경)

• 현재 용도지역 반영
•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나,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따른 토지내역(지적 분‧합필) 변경사항 반영으로 

면적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4,606 증)2,128 136,734 100.0
주거
지역

소계 1,428 감)31 1,397 1.0
제3종일반주거지역 1,428 감)31 1,397 1.0

상업
지역

 소계 133,178 증)2,159 135,337 99.0
일반상업지역 133,178 증)2,159 135,337 99.0

[ 용도지역 결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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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정비촉진2-2구역(변경)

• 현재 용도지역 반영
•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나,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따른 토지내역(지적 분‧합필) 변경사항 반영으로 

면적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3,347 증)87 23,434 100.0

상업
지역

 소계 23,347 증)87 23,434 100.0

일반상업지역 23,347 증)87 23,434 100.0

[ 용도지역 결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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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정비촉진3구역(변경)

• 현재 용도지역 반영
•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나,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따른 토지내역(지적 분‧합필) 변경사항 반영으로 

면적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78,658 감)34 178,624 100.0

주거
지역

소 계 149,687 증)1,664 151,351 84.7
제3종일반주거지역 149,687 증)1,664 151,351 84.7

상업
지역

 소 계 28,971 감)1,698 27,273 15.3
일반상업지역 28,971 감)1,698 27,273 15.3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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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정비촉진4구역(변경)

• 현재 용도지역 반영
•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나,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따른 토지내역(지적 분‧합필) 변경사항 반영으로 

면적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9,433 증)27 39,460 100.0

주거
지역

소 계 39,433 증)27 39,46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9,433 증)27 39,460 100.0

[ 용도지역 결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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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재정비촉진5구역(변경)

• 현재 용도지역 반영
•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나,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따른 토지내역(지적 분‧합필) 변경사항 반영으로 

면적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53,661 증)2,291 455,952 100.0 - 
주거
지역

소계 55,032 증)278 55,310 12.1
제1종일반주거지역 55,032 증)278 55,310 12.1

상업
지역

 소계 128,809 증)650 129,459 28.4
일반상업지역 128,809 증)650 129,459 28.4

녹지
지역

 소계 269,820 증)1,363 271,183 59.5
자연녹지지역 269,820 증)1,363 271,183 59.5

[ 용도지역 결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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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기본방향(변경없음)

가. 자연환경과의 조화

• 복원된 부전천을 중심으로 수변공간 형성을 통한 친환경적 도시이미지 구축
•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한 스카이라인 계획으로 열린 경관 형성
• 주변지역과 시민공원의 공간적 조화를 고려

나. 도시 커뮤니티 공간 형성

• 특성 있는 가로를 중심으로 활력 있는 도시 공간 형성
• 문화와 일상생활이 결합된 커뮤니티 공간 형성

다. 도시경관의 형성

• 부산시민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의 이미지 확립을 위한 간선도로변 랜드마크 형성 
• 가로와 도시구조에 대응하는 입체화된 경관계획
• 시민공원 정형화를 통한 간선도로축의 경관 개선

 건축계획(변경)

가. 계획방향(변경없음)

• 공동주택의 획일적인 판상형 배치를 지양하고 탑상형, 연도형, 테라스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형태 
도입

• 부산시민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의 지형적, 위치적 특성을 살린 주거동의 높이 및 배치계
획의 수립

• 단지 배치에 있어 안전성, 쾌적성, 일조 및 채광 등을 고려한 주동배치 및 다양한 유형으로 계획
• 시민공원에서의 통경축 확보를 위한 단지계획
•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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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치 및 형태계획(변경없음)

• 간선가로변 초고층․고층 탑상형 및 저층 기단부 배치
- 지구 초입부인 새싹로변에 초고층 탑상형을 배치하여 랜드마크적 요소 도입
- 저층(3개층 이하) 기단부에 상업시설 도입으로 가로의 활성화 유도 및 주변 가로와의 연속성 

유지
• 해뜨는 거리변 연도형 상가 및 구릉지 저층형 테라스하우스배치 

- 해뜨는 거리변 저층 근린생활시설 도입으로 생활가로의 활성화  
- 경사지형에 순응한 저층형 테라스하우스 배치를 통해 원지형의 보존 및 주변 공원으로의 열린 조

망 형성
[ 경사지 저층형 테라스하우스 ]

• 단지 내부 고층 탑상형 배치 
- 단지 내부 고층 탑상형 주동 배치를 통해 시각회랑을 확보하고, 건폐율의 최소화를 유도하여 
   내·외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 고층의 탑상형 주동 배치를 통한 지구 전체를 연결시켜주는 연속적 스카이라인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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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 가로경관 및 생활환경, 교육환경 등의 보호
• 낙후된 지역의 중심기능 강화 
• 저층부 용도 관리를 통한 가로변 보행 및 상업활동 활성화
•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화 개발 계획 방향에 따라 건축물용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 획지에는 

권장용도 및 불허 용도를 계획
• 재정비촉진1구역, 재정비촉진2-1구역, 재정비촉진2-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한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 계획
 - 일반상업지역내 조례상 허용된 용도 건축 가능
 - 지구 내 부적격시설(공장, 창고,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등)은 불허용도 지정

[ 재정비촉진1구역, 재정비촉진2-1구역, 재정비촉진2-2구역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 계획 ]
구 분 건축물 용도 비 고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서점,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수족관, 회
의장, 전시장

불허용도
전 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식장, 격리병원  

3층
이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1층 전체를 필로티 
개방 시 2층 이상 
공동주택 가능

• 오픈스페이스 확보와 열린 경관의 조성 등 도시환경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건폐율 계획
[ 건폐율 계획 ]

구 분 건 폐 율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30% 이하 • 학교 및 공공청사 제외

도시환경정비사업 60% 이하 
학교 60% 이하 

공공청사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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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적률 계획(변경)

∙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각 촉진구역의 사업방식 및 토지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교 및 공공청사는 완화 할 수 있는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기준용적률

 - 개발수요 및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 시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용적률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의 주택연면적 비율별 
용적률 고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별표21> 주택연면적 비율별 용적률 ]
주택연면적 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 이상 ～ 90 미만 660 이하 600 이하 540 이하
70 이상 ～ 80 미만 740 이하 650 이하 560 이하
60 이상 ～ 70 미만 820 이하 700 이하 580 이하
50 이상 ～ 60 미만 900 이하 750 이하 600 이하
40 이상 ～ 50 미만 980 이하 800 이하 620 이하
30 이상 ～ 40 미만 1,060 이하 850 이하 640 이하
20 이상 ～ 30 미만 1,140 이하 900 이하 660 이하
10 이상 ～ 20 미만 1,220 이하 950 이하 680 이하

10 미만 1,300 이하 1,000 이하 700 이하

∙ 상한용적률
-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하여 정하여지는 용적률로서 기준용적률과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용도지역안의 용적률을 고려
- 기준용적률과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의 합은 상한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 기준․상한용적률 계획 ]
구  분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도시환경정비사업 600% 810%
주택재개발사업 220% 300%

학   교 300% -
공공청사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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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기반시설 제공과 재정비촉진계획 시행지침 준수에 따라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

[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
구 분 기  준

도시환경정비사업 1.1 × (기반시설 제공면적 × 기반시설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주택재개발사업 1.1 × (기반시설 제공면적 × 기반시설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주) 1. 기반시설 제공 면적 = 계획기반시설-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군부대(계획기반시설 내)
    2. 기반시설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을 적용

∙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기정)

구분 구역면적
(㎡)

기반시설
제공면적(㎡)

①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기준용적률)
②

기반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택지면적)③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용적률(%)
1.1×①×②/③

1구역  60,334 6,306 600 38,716 107
2-1구역  134,606 6,696 600 36,771 120
2-2구역  23,347 2,614 600 14,380 120

3구역  178,658 24,189 220 132,812 44
4구역  39,433 4,974 220 27,357 44

∙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변경)

구분 구역면적
(㎡)

기반시설
제공면적(㎡)

①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기준용적률)
②

기반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택지면적)③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용적률(%)
1.1×①×②/③

1구역 60,417 7,024 600 38,734 120
2-1구역 136,734 6,716 600 37,029 120
2-2구역 23,434 2,630 600 14,451 120

3구역 178,624 23,576 220 129,655 44
4구역 39,460 4,993 220 27,365 44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따른 토지내역(지적 분‧합필) 변경사항 반영으로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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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지침 준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도시환경정비사업) ]
항   목 조   건 기   준 비   고

건축물
용도

주거 외
용도 주거외용도 비율 (주거외용도 비율(%) 

- 10%) × 6
권장
용도 권장용도 설치 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주거 및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2
전면공지 설치 면적 기준용적률 × (설치율-7%) •설치율(%) = (설치면적/대지면

적) × 100
공공보행통로 지정 위치

설치 면적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대지면적) × 0.5 •전면공지산정면적은 제외

탑상형 4층이상 탑상형 배치 기준용적률 × 0.02
기단부 기단부 형태 기준용적률 × 0.02

건축물 형태 공원측과 대로변 정면성 기준용적률 × 0.02
건축물구조 라멘구조 기준용적률 × 0.01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90%이상

[ 시행지침 준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주택재개발사업) ]

항  목 조  건 기  준 비  고

건축물
형태

및 외관

테라스
하우스
배치

세대수 기준
만족시 기준용적률 × 0.03 •총세대수의 3%이상 배치

탑상형
배치

세대수 기준
만족시 기준용적률 × 0.02 •총세대수의 60%이상 배치

연도형상가
배치 기준 및
건축물 높이

만족시
기준용적률 × 0.02

•지정된 구간에 접한 전면도
로 길이의 30～60%범위 
내 배치

•건축물 높이는 처마높이 
12m이하

건축물구조 라멘구조 기준용적률 × 0.03

자연지반 자연지반 면적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
대지면적) × 0.5

현상공모 기준용적률 × 0.1
•현상공모는 부산광역시등 
공공성이 있는 단체에서 주
관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 시설기준에
맞추어 설치시 기준용적률 × 0.05 •시설기준은 수도법 등 관련

법령
조경면적 상향 설치 면적 기준용적률 ×

상향설치율 × 0.5
•상향설치율=
 계획설치율-법적설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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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촉진구역별 용적률계획 ]
구  분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재정비촉진1구역 600 810

재정비촉진2-1구역 600 810

재정비촉진2-2구역 600 810

재정비촉진3구역 220 300

재정비촉진4구역 220 300 

마. 높이계획(변경없음)

∙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물의 다양한 주거유형으로 계획시 지구의 특성과 경관 등을 고려
∙ 단지 내부에 시각회랑을 확보하도록 고층의 주동을 배치
∙ 도심공원과 연계하여 상징적 건물형태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
∙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다양성을 고려한 높이계획 
∙ 건축물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권자가 가로정비지

구를 지정 할 수 있음
 [ 촉진구역별 높이계획 ]

구  분 최 고 높 이 비고  

재정비촉진1구역 65층 이하

재정비촉진2-1구역 65층 이하

재정비촉진2-2구역 65층 이하

재정비촉진3구역 60층 이하

재정비촉진4구역 60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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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계획 시행지침(변경)

제1장 총칙(변경없음)

제1조 (목적)

① 건축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특별법」제2조제2항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공원주변지역 재정비촉진계획(이하 재정비촉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축계획 시행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① 지침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관련법규나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② 지침과 관련법규 등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현행 법규의 허용범위 안에서 지침을 따

른다.
③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어지며, 그 구분은 아래와 같다.

1.‘규제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권장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침의 준수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
한다.

④ 재정비촉진구역별로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 법규와 시행지침, 재정비촉진계획 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자의 검토․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는 해당 법규
를 따른다.

1. ‘최고층수’라 함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최고층수가 지정된 블록의 경우는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2. ‘탑상형’ 이라 함은 건축물의 단변과 장변 비율이 1/2이상인 건축형태를 말한다.(단, 건축물의 
장․단변 산정 시 기단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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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단부(Podium)’라 함은 건축물의 저층부(저층부 최상층 기준) 수평 투영면적이 고층부 수평 
투영면적의 2배 이상인 건축형태를 말한다.

4. ‘연도형 상가’란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가로변에 배치되는 공동주택단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
활시설 등을 포함)이다.

5.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 및 지하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6. ‘4층이상 벽면한계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4층 이상 벽면이 그 선을 넘어 건축할 수 없는 선
을 말한다.

7.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
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8.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의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
된 통로를 말한다.

9. ‘보행지장물’이라 함은 보행자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화
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
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배수관,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전면공지’라 함은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11. ‘기준용적률’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가 허용

하는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기타 기반시설 여건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
해 재정비촉진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로서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항목이 충족되지 아니
할 경우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한 용적률을 말한다.

12. ‘상한용적률’이라 함은 재정비촉진계획을 통하여 정하여지는 용적률로서 기준용적률과 완화
할 수 있는 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13.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이라 함은 기반시설 제공과 재정비촉진계획 시행지침 준수에 따라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말한다. 단, 학교 및 공공청사는 완화 할 수 있는 용적률을 적용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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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촉진 3, 4구역)(변경없음)

제1절 규제사항

제4조 (건축한계선)

①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제2절 권장사항

제5조 (건축물 배치)

① 조망확보, 시각축․통경축 확보, 바람길 확보가 가능하도록 아파트 주동을 상호 이격하여 배치한
다.

② 총 세대수의 60% 이상을 탑상형으로 배치한다.
③ 총 세대수의 3% 이상을 테라스하우스로 배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지침을 준수한 경우 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가 부여된다.

제6조 (건축물 형태 및 외관)

① 측벽의 아파트명 및 동명은 별도 계획에 의해 위치와 규격을 정하여 통일감을 부여하며 디자인
적 요소를 살린 서체, 크기를 적용한다.

②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단지조성 및 색채계왹을 위해 부산시 도시색채계
획에서 제시하는 권역별 권장색을 적용하는 등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
한다.

제7조 (현상공모)

① 현상공모에 의거 건축계획을 수립한 경우 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가 부여된다.
② 제1항의 현상공모는 부산광역시 등 공공성이 있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 (연도형상가)

① 연도형상가는 지침도의 연도형 배치구간과 접하는 전면도로 길이의 30~60%범위 내 배치한다.
② 연도형상가의 건축물 높이는 처마높이 12m이하로 한다.
③ 연도형 상가는 이용객들이 상가 내에서 공원으로 조망이 가능하도록 건축한다. 
③ 상기 지침에 따라 연도형상가를 건축한 경우 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가 부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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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축물 구조)

① 건축물 구조는 라멘구조를 사용한다.
② 상기 지침에 따라 라멘구조를 사용한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가 부여된다.

제10조 (전면공지)

①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후퇴된 전면공지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주차장 및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11조 (자연지반 보존)

① 자연지반은 지층부의 바닥이나 비건폐지를 흙, 자갈, 모래, 잔디 등의 자연재료 또는 투수콘, 아
스콘 등의 투수성 재료로 조성하고 당해 지하부에는 일체의 인공구조물(지하주차장, 저수조 등)
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자연지반을 보존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상기 지침에 따라 자연지반을 보존할 경우 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가 부여된
다.

제12조 (빗물 이용시설)

①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시설 및 관리기준 등은 수도법 등 관련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기 지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가 부여

된다.

제13조 (조경면적)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률 등이 정한 조경면적을 초과하여 조경면적을 설치할 
경우 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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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상복합에 관한 사항(촉진 1, 2-1, 2-2구역)(변경없음)

제1절 규제사항

제14조 (건축한계선)

①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제15조 (4층이상 벽면한계선)

① 벽면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 4층 이상의 벽면이 지정된 벽면한계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②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지정한 벽면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제16조 (건축물 층고 기준)

① 건축물의 지상1층 층고는 6m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17조 (기단부 높이제한)

① 기단부(돌출된 형태의 저층부)는 3층 이하로 조성한다.

제18조 (건축물 형태의 정면성)

① 건축물의 형태는 공원측과 대로변 모두에서 정면성을 갖도록 디자인한다.
② 제1항의 지침에 대하여 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가 부여된다.

제2절 권장사항

제19조 (건축물 형태 및 외관)

① 4층 이상 부분은 탑상형을 배치한다.
② 공원변(벽면한계선이 지정된 곳) 기단부의 1층 또는 2층 상부는 테라스 형태로 조성하여, 공원

으로의 조망과, 통행이 가능한 공중회랑을 조성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지침을 준수한 경우 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가 부여된다.
④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단지조성 및 색채계왹을 위해 부산시 도시색채계

획에서 제시하는 권역별 권장색을 적용하는 등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
한다.

제20조 (주거외 용도)

① 주거 외 용도 비율에 따라 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가 부여된다.
② 제1항의 주거 외 용도 중 주거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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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축물 구조)

① 평면의 가변이 용이한 라멘 구조로 건축한다.
② 상기 지침에 따라 라멘 구조로 건축한 경우 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가 부여된

다.

제22조 (전면공지)

① 전면공지는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게 조성한다.
1. 전면공지는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하며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한다.
2. 전면공지 내에는 담장, 계단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3. 포장패턴은 공공부문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과 투수성이 우수한 재료로 포장토록 한다.
② 상기 지침에 따라 전면공지를 조성한 경우 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가 부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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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차량동선 및 보행동선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제1절 규제사항

제23조 (차량동선)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도로에서의 차량 진출입은 금지한다.

제24조 (공공보행통로)

①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대지는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보행통로는 폭12m 이상으로 계획해야 한다.
③ 공공보행통로는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또한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한다.
⑥ 위치가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건축계획 수립시 융통성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도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다.
⑦ 상기 지침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지정된 위치에 조성하는 경우 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

적률 완화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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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축물에 관한 사항(변경)

제1절 규제사항

제25조 (건폐율 계획)

① 건물의 건폐율은 지정되어 있는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제26조 (용적률 계획)

① 기준용적률
1. 기준용적률 계획

구  분 기준용적률
도시환경정비사업 600%
주택재개발사업 220%

학교 300%
공공청사 300%

② 상한용적률
1. 상한용적률 계획

구 분 상한용적률
도시환경정비사업 810%이하
주택재개발사업 300%이하

2. 기준용적률과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의 합은 상한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1.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구 분 기  준

도시환경정비사업 1.1 × (기반시설 제공면적 × 기반시설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주택재개발사업 1.1 × (기반시설 제공면적 × 기반시설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주) 1. 기반시설 제공 면적 = 계획기반시설 -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군부대(계획기반시설 내)
     2. 기반시설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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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기정)

구분 구역면적
(㎡)

기반시설
제공면적(㎡)

①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기준용적률)
②

기반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택지면적)③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용적률(%)
1.1×①×②/③

1구역  60,334 6,306 600 38,716 107
2-1구역  134,606 6,696 600 36,771 120
2-2구역  23,347 2,614 600 14,380 120

3구역  178,658 24,189 220 132,812 44
4구역  39,433 4,974 220 27,357 44

2.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변경)

구분 구역면적
(㎡)

기반시설
제공면적(㎡)

①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기준용적률)
②

기반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택지면적)③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용적률(%)
1.1×①×②/③

1구역 60,417 7,024 600 38,734 120
2-1구역 136,737 6,716 600 37,029 120
2-2구역 23,434 2,630 600 14,451 120

3구역 178,296 23,576 220 129,655 44
4구역 39,460 4,993 220 27,365 44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따른 토지내역(지적 분‧합필) 변경사항 반영으로 면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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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행지침 준수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시행지침 준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도시환경정비사업) ]

항 목 조 건 기 준 비 고

건축물
용도

주거외
용도 주거외용도 비율 (주거외용도 비율(%)

 - 10%) × 6
권장
용도 권장용도 설치시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거 및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2

전면공지 설치 면적 기준용적률 × (설치율-7%) •설치율(%) = (설치면적/대지면적) × 100

공공보행통로 지정 위치
설치 면적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0.5 •전면공지 산정 면적은 제외

탑상형 4층이상 탑상형 배치 기준용적률 × 0.02
기단부 기단부 형태 기준용적률 × 0.02

건축물 형태 공원측과 대로변 정면성 기준용적률 × 0.02
건축물구조 라멘구조 기준용적률 × 0.01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90%이상

[ 시행지침 준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주택재개발사업) ]
항 목 조 건 기 준 비 고

건축물
형태

및 외관

테라스하우스
배치

세대수 기준
만족시 기준용적률 × 0.03 •총세대수의 3%이상 배치

탑상형
배치

세대수 기준
만족시 기준용적률 × 0.02 •총세대수의 60%이상 배치

연도형상가
배치 기준 및
건축물 높이

만족시
기준용적률 × 0.02

•지정된 구간에 접한 전면도로 길이의 30～60%범위내 배치
•건축물 높이는 처마높이 12m이하

건축물구조 라멘구조 기준용적률 × 0.03

자연지반 자연지반면적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
대지면적) × 0.5

현상공모 기준용적률 × 0.1 •현상공모는 부산광역시등 공공성이 있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 시설기준에
맞추어 설치시 기준용적률 × 0.05 •시설기준은 수도법 등 관련법령

조경면적 상향 설치 면적 기준용적률 ×
상향설치율 × 0.5

•상향설치율=계획설치율-법적설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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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재정비촉진1구역, 재정비촉진2-1구역, 재정비촉진2-2구역 불허용도)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 지구에
서 제한하는 건축물 및 시설 등은 입지할 수 없으며,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일 경우에도 본 재
정비촉진계획에서 제시한 불허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
[ 재정비촉진1구역, 재정비촉진2-1구역, 재정비촉진2-2구역 불허용도 계획 ]
위 치 불허용도 비 고
1-1
1-2
2-1
2-2

전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

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장례식장, 격리병원

3층이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1층 전체를 필로티 
개방시 2층 이상 공

동주택 가능
제28조 (높이 계획)

①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정비계획에서 지정한 층수이하로 한다.
 [ 재정비촉진구역별 높이계획 ]

구 분 최 고 높 이 비 고  
재정비촉진1구역 65층 이하

재정비촉진2-1구역 65층 이하
재정비촉진2-2구역 65층 이하

재정비촉진3구역 60층 이하
재정비촉진4구역 60층 이하

제2절 권장사항

제29조 (권장용도)

① 권장용도가 준수된 경우 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 재정비촉진1구역, 재정비촉진2-1구역, 재정비촉진2-2구역 권장용도 계획 ]

위 치 권장용도

1-1, 1-2,
2-1, 2-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서점,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수족관, 회의장, 전시장

② 권장용도의 준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
은 건축법 제14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서 계
획한 권장용도 범위 내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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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계획 지침도(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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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계획 지침도(변경) ] 

 



- 92 -

 가로별 특성화 계획(변경)

가. 예술의 거리･문화의 거리 조성

• 예술ㆍ문화 관련 용도를 권장용도로 지정
• 1층 층고 기준(6m이상) 제시를 통한
  예술ㆍ문화시설 입지 유도
• 가로변 개방감 확보 및 경관성 향상 유도
• 건축한계선 10m, 4층이상 벽면한계선 20m,
  시각회랑 확보, 공공보행통로 설치

[ 예술의 거리 단면 예시도(변경) ] 

[ 문화의 거리 단면 예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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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뜨는 거리 조성

• 자연지형을 이용한 테라스하우스 조성
• 공원과 조화되는 기능의 저층의 연도형 상가
• 시각회랑을 고려한 건축배치를 통해 풍부한 빛과 바람길 제공

[ 해뜨는 거리 단면 예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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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변경)

 전체 기반시설 계획(변경)

구 분
기존 기반시설 계획 기반시설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촉진지구 면적 895,970 100.0 900,552 100.0  

기반
시설

소계 640,011 71.4 647,387 71.9  

도로 109,340 12.0 109,737 12.2  

보행자도로 881 0.1 1,774 0.2 

공원 483,186 53.9 484,909 53.8 시민공원, 소공원, 하천 2개소 포함

녹지 4,662 0.5 8,640 1.0 

학교 26,766 3.0 26,749 3.0 성지초등학교, 부산진중학교, 
양성초등학교

공공공지 969 0.1 969 0.1   1개소

주차장 371 0.1 371 0.0 

광장 13,207 1.5 13,609 1.5   

공공청사 629 0.2 629 0.1 동사무소→공공청사, 치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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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비용분담 계획(변경)

가. 기반시설 부지제공 계획(변경)

■ 기반시설 부담률 산정식

∙ 특별법 및 관련 수립지침 기준에 부합하는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수립

     

계획기반시설 –기존기반시설내국·공유지 –군부대(계획기반시설내)

구역면적 –기존기반시설내국공유지 –군부대(계획기반시설내)
×100(%)

계획기반시설 –기존기반시설내국·공유지 –군부대(계획기반시설내)

구역면적 –기존기반시설내국공유지 –군부대(계획기반시설내)
×100(%)

[ 기반시설별 부담률 산정 항목 ]
항 목 정 의

계획기반시설  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로서 본 촉진계획에서는 도로, 공원, 녹지, 
공공공지, 광장, 주차장,  학교, 동사무소, 치안센터가 대상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기존에 설치된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로서 본 촉진계획에서는 지목상 도로, 
철도, 학교, 구거, 하천이 대상

군부대
(계획기반시설)

 계획 기반시설에 포함된 군부대(택지에 포함되는 군부대는 제외)로서 현재 
군부대는 국방부, 재무부, 건교부, 교육인적자원부, 부산시, 진구청이 소유

구역면적  각 구역의 면적 
  ※ 1.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및 군부대(계획기반시설), 촉진계획 기반시설에 대한 도면 및 토지

조서: 부록에 첨부
          2.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및 군부대(계획기반시설) 부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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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부담률 산정(기정)

구 분 촉진구역
면적(㎡)①

계획기반
시설(㎡)②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③

군부대
국·공유지(㎡)

(계획기반
시설내)④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구간(㎡)
⑤

기반시설
부담률
(%)

실제
부담면적(㎡)

재정비
촉진1구역  60,334  21,618 14,569 - 743 14.0 6,306

재정비
촉진2-1구역  134,606 97,835 37,274  53,865 - 15.4 6,696

재정비
촉진2-2구역  23,347 8,967 6,353 - - 15.4 2,614

재정비
촉진3구역  178,658  45,846 11,083 10,574 - 15.4 24,189

재정비
촉진4구역  39,433 12,076 4,596 2,506 - 15.4 4,974

※ 1. 기반시설부담률(%) = (②-③-④-⑤)/(①-③-④-⑤)*100
   2. 실제부담 면적(㎡) = ②-③-④-⑤
   3. 기존 기반시설내 국․공유지는 현재 공부상 지목 및 면적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향후 용도 확인 및 

측량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 0.5% 범위 이내의 기반시설부담률 차이는 15.4%로 보
며, ± 0.5%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재산정 함

■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부담률 산정(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구간] 
항목 삭제

∙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따른 토지내역(지적 분‧합필) 변경사항 반영으로 면적 변경

구 분 촉진구역
면적(㎡)①

계획기반
시설(㎡)②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③

군부대
국·공유지(㎡)

(계획기반시설내)④
기반시설
부담률
(%)

실제
부담면적(㎡)

재정비
촉진1구역 60,417 21,683 14,659 - 15.4 7,024

재정비
촉진2-1구역 136,734 99,705 39,390 53,599 15.4 6,716

재정비
촉진2-2구역 23,434 8,983 6,353 - 15.4 2,630

재정비
촉진3구역 178,624 48,969 14,825 10,568 15.4 23,576

재정비
촉진4구역 39,460 12,095 4,596 2,506 15.4 4,993

※1. 기반시설부담률(%) = (②-③-④)/(①-③-④)*100
  2. 실제부담 면적(㎡) = ②-③-④
  3. 기존 기반시설내 국․공유지는 현재 공부상 지목 및 면적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향후 용도 확인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 0.5% 범위 이내의 기반시설부담률 차이는 15.4%로 보
며, ± 0.5%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재산정 함

  4. 단, 측량에 따른 면적 증감의 경우 기반시설부담률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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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반시설별 설치주체 및 설치비용 분담주체(변경)

[ 기반시설별 설치주체 및 설치비용 분담주체(기정)]

구  분 시 설 명 규 모 설 치 주 체 설치비용 분담주체

공원 시민공원 470,758㎡ 부산시 부산시
소공원 12,428㎡ 〃 〃

하천 하천복원공사 2개소 〃 〃
광장 광장 13,207㎡ 〃 〃

도
로

광로 3-1 동평로 확장 L=260m
B=30m→45m 〃 〃

광로 3-47 새싹로 확장공사 L=764m
B=25m→40m 〃 〃

광로 3-48 공원 우회로공사 L=1,438m
B=40m 부산시+부산진구청

부산시(50%),부산진구청및사업
시행자(50%를 계획
연면적규모배분)

광로 3-49 범전로 확폭 도로 L=137m B=40m 부산시 부산시(50%)사업시행자(50%
를 계획연면적 규모배분)

중로 2-521 학교 진입로 L=167m B=15m 〃
부산시(50%),사업시행자(50%를 
계획세대규모 배분, 촉진4구역 
분담 제외)

중로 2-518 동평로 연결도로 L=285m B=15m 사업시행자(촉진1구역)
부산시(존치지역 가각부) 사업시행자(촉진1구역)

소로 2-372 공원 서측도로 L=408m B=8m 사업시행자
(촉진1구역) 〃

중로 2-520 부전역 북측도로 L=397m B=15m 사업시행자
(촉진2-1구역) 사업시행자(촉진2-1구역)

중로 2-522 광장 서측도로 L=104m B=15m 〃 〃

소로 1-50 촉진2-2구역 
남측도로 L=173m B=11m 사업시행자

(촉진2-2구역) 사업시행자(촉진2-2구역)

소로 2-373 보행자전용도로 L=102m B=8m 〃 〃

소로 3-374 보행자전용도로 L=31m B=6m 사업시행자(촉진3구역) 사업시행자(촉진3구역)

중로 1-404 3,4구역 경계도로 L=314m B=20m 부산시 촉진3,4구역 계획연면적
규모 배분

중로 2-519 3․4구역 동측
진입도로 L=595m B=15m

양성초교～3구역 경계: 
사업시행자(촉진3구역)

3구역경계～동평로:
부산시

촉진3,4구역 접한 도로 길이 
배분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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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 >
구 분 시 설 명 규 모 설 치 주 체 설치비용 분담주체

학교 이전증설 성지초, 부산진중 25,203㎡ 부산시교육청
부산시(50%),사업시행자(50%를 
계획세대 규모 배분, 촉진4구역 
분담 제외)

기존 학교증축 양성초 본관동 
재건축

49학급, 
BTL규모, 

동관건물 유지
부산시교육청 사업시행자(계획세대 규모로 

배분, 촉진4구역 분담 제외)

공공공지 2-2구역 공공공지 969㎡ 사업시행자
(촉진2-2구역) 사업시행자(촉진2-2구역)

주차장 3구역 주차장 371㎡ 사업시행자(촉진3구역) 사업시행자(촉진3구역)
완충녹지 철도측 완충녹지 4,662㎡ 〃 〃

공공청사
동사무소 대지:417㎡ 부산진구청 부산진구청
치안센터 대지:212㎡ 부산진경찰서 부산진경찰서

※ 1. 계획세대수 : 인구주택수용계획의 주택공급계획표에서 제시한 구역별 전체세대수
   2. 계획연면적 : 촉진구역별로 다음산식에 의거 산정한 것으로 기반시설분담비용 배분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임 
              = (촉진구역면적-계획기반시설)×(‘시설부담 주체별 분담액 산정시 구성비’의 기반시설추가 용적률) 
   3. 교육청은 학교신축 및 증축 계획 수립시 그 설치 규모, 사업비 및 시기에 대하여 부산시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야 함 
   4. 상기 기반시설의 부지는 해당 촉진구역별 사업시행자가 무상 제공
   5. 광로3-48호선 설치비용 분담주체 변경으로 인한 부산진구청 분담분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에 한함
   6. 광로3-48호선 설치비용 분담주체중 부산광역시(50%)는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시 자체 부담비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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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별 설치주체 및 설치비용 분담주체(변경) ]

구  분 시 설 명 규 모 설 치 주 체 설치비용 분담주체

공원 시민공원 471,544㎡ 부산시 부산광역시
소공원 13,365㎡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하천 하천복원공사 2개소 〃 〃
광장 광장 13,609㎡ 〃 〃

도로

광로 3-1 동평로 확장 L=260m
B=30m→45m 〃 〃

광로 3-47 새싹로 확장공사 L=764m
B=25m→40m 〃 〃

광로 3-48 공원 우회로공사 L=1,435m
B=40m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부산광역시(50%),부산진구 및 
사업시행자(50%를 계획
연면적규모배분)

광로 3-49 범전로 확폭 도로 L=137m B=40m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50%)사업시행자
(50%를 계획연면적 규모배분)

중로 1-405 촉진2-1구역
진입도로 L=19m B=20m 사업시행자

(촉진2-1구역)
사업시행자

(촉진2-1구역)

중로 2-521 학교 진입로 L=167m 
B=15m 부산광역시

부산시(50%),사업시행자(50%를 
계획세대규모 배분(촉진4구역  
증가되는 세대수 비율만큼 부
담)

중로 2-518 동평로 연결도로 L=400m 
B=15m 사업시행자(촉진1구역) 사업시행자(촉진1구역)

중로 3-524
(기정 : 소2-372)

공원 서측
촉진1구역 공동주

택 진입로
L=41m
B=12m 사업시행자(촉진1구역) 〃

소로 3-427
(기정 : 소2-372)

공원 서측
보행자도로

L=240m
B=4m 사업시행자(촉진1구역) 〃

중로 2-520 부전역 북측도로 L=397m B=15m 사업시행자(촉진2-1구역) 사업시행자(촉진2-1구역)
중로 1-406
(기정 : 중로 2-522)

광장 서측도로 L=104m B=20m 〃 〃

소로 1-50 촉진2-2구역 
남측도로 L=173m B=11m 사업시행자

(촉진2-2구역) 사업시행자(촉진2-2구역)
소로 2-373 보행자전용도로 L=102m B=8m 〃 〃
소로 3-374 보행자전용도로 L=31m B=6m 사업시행자(촉진3구역) 사업시행자(촉진3구역)
중로 1-404 3,4구역 경계도로 L=314m B=20m 부산광역시 촉진3,4구역 계획연면적

규모 배분

중로 2-519 3․4구역 동측
진입도로 L=595m B=15m

양성초교~3구역 경계: 
사업시행자(촉진3구역)

3구역경계~동평로:
부산광역시

촉진3,4구역 접한 도로 길이 
배분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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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 >
구 분 시 설 명 규 모 설 치 주 체 설치비용 분담주체

학교 이전증설 성지초, 부산진중 25,186㎡ 부산시교육청
부산시(50%),사업시행자(50%를 
계획세대규모 배분, 촉진4구역 
은 증가되는 세대수 비율만큼 
부담)

기존 학교증축 양성초 본관동 
재건축

49학급, BTL규모, 
동관건물 유지 부산시교육청

사업시행자(계획세대 규모로 배
분, 촉진4구역은 증가되는 세대
수 비율만큼 부담)

공공공지 2-2구역 공공공지 969㎡ 사업시행자(촉진2-2구역) 사업시행자(촉진2-2구역)
주차장 3구역 주차장 371㎡ 사업시행자(촉진3구역) 사업시행자(촉진3구역)

완충녹지 철도측 완충녹지 6,308㎡ 사업시행자(촉진3구역) 사업시행자(촉진3구역)
2-1구역 완충녹지 2,332㎡ 사업시행자(촉진2-1구역) 사업시행자(촉진2-1구역)

공공청사 공공청사 대지 : 417㎡ 부산진구청 부산진구청
치안센터 대지 : 212㎡ 부산진경찰서 부산진경찰서

※ 1. 계획세대수 : 인구주택수용계획의 주택공급계획표에서 제시한 구역별 전체세대수
   2. 계획연면적 : 촉진구역별로 다음산식에 의거 산정한 것으로 기반시설분담비용 배분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임 
              = (촉진구역면적-계획기반시설)×(시설부담 주체별 분담액 산정시 구성비’의 기반시설추가 용적률) 
   3. 교육청은 학교신축 및 증축 계획 수립시 그 설치 규모, 사업비 및 시기에 대하여 부산시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야 함
   4. 상기 기반시설의 부지는 해당 촉진구역별 사업시행자가 무상 제공
   5. 광로3-48호선 설치비용 분담주체 변경으로 인한 부산진구 분담분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에 한함
   6. 광로3-48호선 설치비용 분담주체중 부산광역시(50%)는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시 자체 부담비용임

■ 기반시설 설치주체 지정 기본원칙(기정)

∙ 설치비용분담 계획에 따라 설치비용 분담주체를 시설설치주체로 지정
∙ 학교시설의 이전 및 증설시 증가되는 세대가 경미한 4구역에 대하여 학교시설의 비용분담 제외

■ 기반시설 설치주체 지정 기본원칙(변경)

∙ 설치비용분담 계획에 따라 설치비용 분담주체를 시설설치주체로 지정
∙ 기정 계획시 증가되는 세대수가 경미한 4구역을 비용분담에서 제외하였으나, 변경 계획시 증가 

하는 세대수의 비율만큼 분담하는 것으로 함

■ 예외규정

∙ 부산시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비용 분담하는 시설의  설치주체는 부산시
∙ 학교시설 설치주체는 부산시교육청
∙ 구역이 혼재되어 정비사업으로 시행이 곤란한 재정비촉진3·4구역 동측 진입도로 (중로2- 519)

의 재정비촉진3구역 경계에서부터 동평로, 재정비촉진3·4구역 경계도로 (중로1-404), 동평로 
연결도로(중로2-518) 가각부 설치주체는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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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진계획 수립자가 설치주체를 변경하거나, 촉진계획 수립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주체를 변경
하는 경우

∙ 특별법 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설치하는 경우

■ 시설부담 주체별 분담액 산정시 구성비(기정)

 부 담
 주 체

구 성 비 

비 고계획 연면적 계획 세대수
(4구역 제외 시)

대지 면적
(㎡)

기반시설
추가 용적률

계획
연면적(㎡) 구성비 세대수 구성비

전 체 250,033 1,064,854 1.0000 6,274 1.0000
재정비촉진1구역 38,716 707 273,722 0.2571 1,374 0.2190

재정비촉진2-1구역 36,771 720 264,751 0.2486 1,450 0.2311
재정비촉진2-2구역 14,380 720 103,536 0.0972 550 0.0877
재정비촉진3구역 132,812 264 350,623 0.3293 2,900 0.4622
재정비촉진4구역 27,357 264 72,222 0.0678 (700)

※ 1. 기반시설 추가 용적률 = 기준용적률 + 기반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완화 용적률
   2. 계획연면적: 촉진구역별로 다음산식에 의거 산정한 것으로 기반시설분담비용 배분을 위한 기준

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임 = (촉진구역면적-계획기반시설)×(기반시설 추가 용적률) 
※ 촉진1구역 계획연면적(변경) = [촉진구역면적(60,334㎡) - 계획기반시설(21,618㎡)] × 
                                 (707%/100) = 273,722㎡

■ 시설부담 주체별 분담액 산정시 구성비(변경)

 ∙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따른 토지내역(지적 분‧합필) 변경사항 및 변경된 토지이용계획 반영에 따
른 면적 변경

 ∙ 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 계획 세대수를 반영하고 4구역은 증가하는 세대수(140세대) 적용

 부 담
 주 체

구 성 비 
비 고계획 연면적 계획 세대수

대지 면적
(㎡)

기반시설
추가 용적률

계획
연면적(㎡) 구성비 세대수 구성비

전 체 247,234 1,064,074 1.0000 8,040
(8,740) 1.0000

재정비촉진1구역 38,734 720 278,885 0.2621 1,820 0.2263
재정비촉진2-1구역 37,029 720 266,609 0.2505 1,885 0.2345
재정비촉진2-2구역 14,451 720 104,047 0.0978 715 0.0889
재정비촉진3구역 129,655 264 342,289 0.3216 3,480 0.4328
재정비촉진4구역 27,365 264 72,244 0.0679 140

(840) 0.0174
※ 1. 기반시설 추가 용적률 = 기준용적률 + 기반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완화 용적률
   2. 계획연면적: 촉진구역별로 다음산식에 의거 산정한 것으로 기반시설분담비용 배분을 위한 기준

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임 = (촉진구역면적-계획기반시설)×(기반시설 추가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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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별 설치비용 분담 기반시설의 비율(기정)

구  분
사업

시행자
(%)

설치비용 분담비율(%)
재정비
촉진
1구역

재정비
촉진

2-1구역
재정비
촉진

2-2구역
재정비
촉진
3구역

재정비
촉진
4구역

광로3-48 부산시(50%), 부산진구청 및 사업시행자(50%) 50 12.855 12.43 4.86 16.465 3.39

광로3-49
 부산시(50%),

사업시행자(50%)를 계획연면적 규모 배분)
50 12.855 12.43 4.86 16.465 3.39

중로2-521,
성지초,

부산진중

부산시(50%),
사업시행자(50%를 계획세대규모 배분, 촉진4구역 분담 제외)

50 10.95 11.555 4.385 23.11 -

중로1-404 촉진3,4구역 계획연면적 규모 배분 100 - - - 82.92 17.08
중로2-519 촉진3,4구역 접한 도로 길이 배분 100 - - - 33.11 66.89

양성초 사업시행자(계획세대 규모로 배분, 촉진4구역 분담 제외) 100 22.22 23.02 8.73 46.03 -

■ 구역별 설치비용 분담 기반시설의 비율(변경)

구  분
사업

시행자
(%)

설치비용 분담비율(%)
재정비
촉진
1구역

재정비
촉진

2-1구역
재정비
촉진

2-2구역
재정비
촉진
3구역

재정비
촉진
4구역

광로3-48 부산시(50%), 부산진구청 및 사업시행자(50%) 50 13.11 12.53 4.89 16.08 3.39

광로3-49
 부산시(50%),

사업시행자(50%)를 계획연면적 규모 배분)
50 13.11 12.53 4.89 16.08 3.39

중로
2-521,
성지초,

부산진중

부산시(50%),사업시행자
(50%를 계획세대규모 배분, 
촉진4구역은 증가되는 세대 
수 비율만큼 부담)

50 22.69 23.50 8.91 43.39 1.51

중로
1-404

촉진3,4구역 계획연면적 규모 배분 100 - - - 82.57 17.43
중로

2-519
촉진3,4구역 접한 도로 길이 배분 100 - - - 33.11 66.89

양성초
사업시행자(50%를 계획세대 
규모 배분, 촉진4 구역은 
증가되는 세대수 비율만큼 
부담)

100 22.69 23.50 8.91 43.39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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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반시설 분담주체별 설치비용 분담계획(변경)

[ 기반시설 분담주체별 설치비용 분담계획(기정) ]

분담
주체

택지
(획지

면적)㎡

건축계획규모 기반시설물
비고계획

연면적 세대수 번호 사업명 규모

부산
광역시

공원 시민공원 조성 470,758㎡ 대지면적
〃 소공원 12,428㎡ 대지면적

하천 하천복원 공사 2개소
광장 광장 13,207㎡ 대지면적

광로3-1 동평로 확장 L=260m
B=30m→45m

광로3-47 새싹로 확장 L=764m
B=25m→40m

광로3-48 공원 우회로공사 L=1,438m B=40m
광로3-49 범전로 확폭도로 L=137m B=40m
중로2-521 학교진입로 L=167m B=15m

학교이전 증설 성지초, 부산진중 25,203㎡ 대지면적
소계

1구역 38,713 273,722 1,374

광로3-48 공원 우회도로 L=1,438m B=40m
광로3-49 범전로 확폭도로 L=137m B=40m
중로2-521 학교 진입로 L=167m B=15m
중로2-518 동평로 연결도로 L=285m B=15m
소로2-372 공원 서측도로 L=408m B=8m

학교이전 증설 성지초, 부산진중 25,203㎡ 대지면적
학교증축 양성초 본관동 재건축 49학급 BTL규모, 동관 

건물유지
소계

2-1
구역 36,771 264,820 1,450

광로3-48 공원 우회도로 L=1,438m B=40m
광로3-49 범전로 확폭도로 L=137m B=40m
중로2-521 학교 진입로 L=167m B=15m
중로2-520 부전역 북측도로 L=397m B=15m
중로2-522 광장 서측도로 L=104m B=15m

학교이전 증설 성지초, 부산진중 25,203㎡ 대지면적
학교증축 양성초 본관동 재전축 49학급 BTL규모, 동관 

건물유지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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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
주체

택지
(획지

면적)㎡

건축계획규모 기반시설물
비고계획

연면적 세대수 번호 사업명 규모

2-2
구역 14,380 103,532 550

광로3-48 공원 우회도로 L=1,438m B=40m
광로3-49 범전로 확폭도로 L=137m B=40m
중로2-521 학교 진입로 L=167m B=15m
소로1-50 촉진2-2구역 

남측도로 L=173m B=11m
소로2-273 보행자전용도로 L=102m B=8m

학교이전 증설 성지초, 부산진중 25,203㎡ 대지면적
기존학교

증축 양성초 본관동 재건축 49학급 BTL규모, 동
관 건물유지

공공공지 2-2구역 공공공지 969㎡ 대지면적
소계

3구역 132,812 350,724 2,900

광로3-48 공원 우회도로 L=1,438m B=40m
광로3-49 범전로 확폭도로 L=137m B=40m
중로2-521 학교 진입로 L=167m B=15m
중로1-404 3,4구역 경계도로 L=314m B=20m
중로2-519 3,4구역 동측

진입도로
L=595m(197m)

B=15m
소로3-372 보행자전용도로 L=31m B=6m

학교이전 증설 성지초, 부산진중 25,203㎡ 대지면적
기존학교 증축 양성초 본관동 재전축 49학급 BTL규모, 동

관 건물유지
주차장 3구역 주차장 371㎡ 대지면적

완충녹지 철도측 완충녹지 4,662㎡ 대지면적
소계

4구역 27,357 72,222 700

광로3-48 공원 우회도로 L=1,438m B=40m
광로3-49 범전로 확폭도로 L=137m B=40m
중로1-404 3,4구역 경계도로 L=314m B=20m
중로2-519 3,4구역 동측

진입도로
L=595m(398m)

B=15m
소계

부산
진구청

공공청사 동사무소 신축 417㎡ 대지면적
광로3-48 공원 우회로공사 L=1,438m B=40m

경찰청 〃 치안센터 신축 212㎡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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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분담주체별 설치비용 분담계획(변경) ]
분담
주체

택지
(획지

면적)㎡
건축계획규모 기반시설물

비고계획
연면적 세대수 번호 사업명 규모

부산
광역시

공원 시민공원 조성 471,544㎡ 대지면적
〃 소공원 13,365㎡ 대지면적

하천 하천복원 공사 2개소
광장 광장 13,609㎡ 대지면적

광로3-1 동평로 확장 L=260m B=45m
광로3-47 새싹로 확장 L=764m B=40m
광로3-48 공원 우회로공사 L=1,435m B=40m
광로3-49 범전로 확폭도로 L=137m B=40m
중로2-521 학교진입로 L=167m B=15m

학교이전 증설 성지초, 부산진중 25,186㎡ 대지면적
소계

1구역 38,734 278,885 1,820

광로3-48 공원 우회도로 L=1,435m B=40m
광로3-49 범전로 확폭도로 L=137m B=40m
중로2-521 학교 진입로 L=167m B=15m
중로2-518 동평로 연결도로 L=400m B=15m
중로3-524 공동주택 진입로 L=41m B=12m 기정

(소2-372)
소로3-427 공원 서측도로 L=240m B=4m 기정

(소2-372)
시민공원 구역 남측 1,318㎡ 대지면적
공공공지 중2-518호선 변 523㎡
학교이전

증설 성지초, 부산진중 25,186㎡ 대지면적

학교증축 양성초 본관동 재건축 49학급 BTL규모, 동관 
건물유지

소계

2-1
구역 37,029 266,609 1,885

광로3-48 공원 우회도로 L=1,435m B=40m
광로3-49 범전로 확폭도로 L=137m B=40m
중로1-405 공동주택 진입로 L=19m B=20m
중로2-521 학교 진입로 L=167m B=15m
중로2-520 부전역 북측도로 L=397m B=15m
중로1-406 광장 서측도로 L=104m B=20m 기정

(중로2-522) 
완충녹지 중2-520호선 변 2,332㎡ 대지면적

학교이전 증설 성지초, 부산진중 25,186㎡ 대지면적
학교증축 양성초 본관동 재전축 49학급 BTL규모, 동관 

건물유지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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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
주체

택지
(획지

면적)㎡
건축계획규모 기반시설물

비고계획
연면적 세대수 번호 사업명 규모

2-2
구역 14,451 104,047 715

광로3-48 공원 우회도로 L=1,435m B=40m
광로3-49 범전로 확폭도로 L=137m B=40m
중로2-521 학교 진입로 L=167m B=15m
소로1-50 촉진2-2구역 남측도로 L=173m B=11m
소로2-273 보행자전용도로 L=102m B=8m

학교이전 증설 성지초, 부산진중 25,186㎡ 대지면적
기존학교 증축 양성초 본관동 재건축 49학급 BTL규모, 동

관 건물유지
공공공지 2-2구역 공공공지 969㎡ 대지면적

소계

3구역 129,630 342,223 3,480

광로3-48 공원 우회도로 L=1,435m B=40m
광로3-49 범전로 확폭도로 L=137m B=40m
중로2-521 학교 진입로 L=167m B=15m
중로1-404 3,4구역 경계도로 L=314m B=20m
중로2-519 3,4구역 동측 진입도로 L=595m(197m)

B=15m
소로3-372 보행자전용도로 L=69m B=6m

학교이전 증설 성지초, 부산진중 25,186㎡ 대지면적
기존학교 증축 양성초 본관동 재전축 49학급 BTL규모, 동

관 건물유지
주차장 3구역 주차장 371㎡ 대지면적

완충녹지 철도측 완충녹지 6,308㎡ 대지면적
소계

4구역 27,365 72,244 840

광로3-48 공원 우회도로 L=1,435m B=40m
광로3-49 범전로 확폭도로 L=137m B=40m
중로2-521 학교 진입로 L=167m B=15m
중로1-404 3,4구역 경계도로 L=314m B=20m
중로2-519 3,4구역 동측

진입도로
L=595m(398m)

B=15m
소계

부산
진구청

동사무소 동사무소 417㎡ 대지면적
광로3-48 공원 우회로공사 L=1,435m B=40m

경찰청 치안센터 치안센터 212㎡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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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설치비용 주체도(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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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비용 주체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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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인수인계 및 분담비용 납부계획(안)(변경없음)

가. 기반시설 인수인계 계획

1) 사업시행자가(부산시 포함) 시설설치 후 해당 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시설

• 행정자치부 제정 ‘공유재산관리지침’의 ‘1-2. 무상귀속 공공시설의 인수 철저’에 따라 해당 
관리청과 인수인계 

2) 해당 관리청이 설치하는 시설

• 인수인계 불필요

3) 사업시행자가 부지만 제공하고 시설설치는 관리청(부산시, 교육청, 부산진구청 등)이 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당해 구역에
서 제공하는 부지의 지장물 철거공사까지 완료한 다음 관리청에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시에서 무상양도한 군부대 부지는 제외한다.

• 사업시행인가 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 제1항 15호 관련) 해당 기반시설부지는 지
장물 철거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임을 명기

• 부지제공은 관련 촉진구역의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우선적으로 완료하여야 하고, 
부지제공 지연으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 지연에 대한 손실 등은 촉진구역별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진다

• 상기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반시설 부지의 인수인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시 사업시행자
와 관리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분담비용 납부계획

1) 본 분담비용 납부계획은 ‘나. [기반시설별 설치주체 및 설치비용 분담계획]’에 의거 사업시행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한한다.

2) 비용 징수권자는 부산시장으로 한다. 다만, 학교시설에 대한 비용은 부산시 교육청으로 한다.
3) 비용 납부시기는 개별 촉진사업별 사업시행인가 후 징수권자가 요청하는 때로하며, 징수권자는 

납부시점 1개월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징수권자는 필요시 비용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 ‘부산시 재정비촉진조례 제17조’를 준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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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5) 징수권자는 기반시설별로 납부비용을 산정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6) 징수권자는 필요시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상황에 따라, 공사진행 단계별로 비용을 산정하고 징수

할 수 있다.
7) 최초로 비용을 납부하는 촉진구역의 최초 납부시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지 못한 촉진구역의 

납부비용은 최초 촉진구역의 최초 납부시점 익일부터 ‘부산시 재정비촉진조례’ 제17조 제3항
에 의한 이자가 가산된 금액을 나항 제3호에 의한 당해 촉진구역의 납부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
다.

8) 나항 제3호에 따른 납부시점을 경과한 경우에는 징수권자가 정하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기업일반대출금리’의 평균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9) 징수권자가 비용을 징수할 시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납부비용내역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0)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때에는 징수권자는 총 설치비용과 징수내역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1)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의 분담비용이 촉진사업 준공 시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에는 징수권자가 추정분담비용을 산정하여 준공 전 납부하게 하고, 향후 당해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해산 전)와 협의하여 정산 한다.

12) 상기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분담비용 납부계획에 관하여는 향후 부산시(또는, 특별법 제17
조의 사업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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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신설)

 기본방향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사업시기 단계별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ㆍ감독 
∙ 지속적인 관리로 촉진지구 내의 빈집이 청소년 탈선 등 범죄 장소로 사용되거나 재해 위험에 노

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사업단계별 범죄예방대책

가. 이주ㆍ철거 이전 

∙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전수조사를 통해 자연적 공가 등의 실태를 파악한 뒤 범죄예
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범죄예방계획서
 ∙ 정비구역 내 폐쇄회로(CCTV), 가로등, 보안등 및 방범초소 설치현황
 ∙ CCTV 사각지대 현황
 ∙ 시설물 보강 계획(비용부담주체 명시)
 ∙ 공가 순찰계획
 ∙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 동 자율방범대 협조체계 구축
 ∙ 공가에 남아 있는 가구나 이불 등 물건 폐기

나. 이주ㆍ철거 이후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이주․철거기간 동안의 아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계획을 수
립하여 인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명문화

■ 범죄예방을 위한 경비인력 확보

∙ 현장에 24시간 상주하며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발생 여건을 차단
∙ 불법 및 위법행위 발견시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하여 즉시 보고
∙ 구역내 쓰레기, 폐기물 무단 투기 및 적치 방지 차단
∙ 공가 불법 출입 및 무단 점유 차단(노숙자, 무단 전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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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가(이주) 현황 수시ㆍ정기조사 및 관리
∙ 구역내 주요 지점에는 경비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순찰 초소를 설치하여 범죄발생 예방
∙ 현장관리일지 및 업무보고를 해당 조합과 영등포구에 제출

■ 블록단위로 이주ㆍ철거

∙ 이주ㆍ철거계획 수립시 보다 정교한 블록 단위의 이주계획 수립하여  이주 즉시 철거가 이루어져 
공가기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거계획 수립

■ 공가내 물건 폐기

∙ 부득이 인접가옥의 미이주로 인하여 공가상태가 지속될 경우 공가내 거주권이 없는 사람이 거주
할 수 없도록 해당 주택 안에 남아 있는 가구나 이불 등 사람의 거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물
건 폐기

■ 공사착공 이후

∙ 공사현장에 시공사의 현장대리인이나 위임자가 상주해 현장을 수시점검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
제하는 등 공사장의 안전 및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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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기본방향(변경)

• 관계법령 및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 
-499호) 기준에 적합한 임대주택 공급계획

• 거주민 특성을 반영, 소형평형에 대한 공급주택 구성 배려 
• 민간사업구역별로 단계별 시차를 둔 순차적 개발 방식으로 재개발 영향 최소화 
• 다양한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로 세입자, 저소득층 등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한 여건 조성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별 임대주택 건설계획(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61호에 의한 부산광역시 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계획(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499호)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규모의 임대주택
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 임대주택 건설계획(기정) ]
구 분 

(전체세대수)
촉진구역

(3,600세대)
3구역

(2,900세대)
4구역 

(700세대)
주거전용면적

40㎡이하 242 195 47
주거전용면적

40㎡초과 69 56 13
계 311 251 60

주) 1. 상기 임대주택은 법 제30조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급해야 함 
    2. 상기 임대주택 수는 계획세대수 기준으로 산정 된 것으로 사업시행 인가 시 구역별 최종 전체

세대수에 의거 확정함
[ 임대주택 건설계획(변경) ]

구 분 
(전체세대수)

촉진구역
(4,320세대)

3구역
(3,480세대)

4구역 
(840세대)

주거전용면적
40㎡이하 216 174 42

주거전용면적
40㎡초과 - - -

계 216 174 42
주) 1. 상기 임대주택은 법 제30조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급해야 함 
    2. 상기 임대주택 수는 계획세대수 기준으로 산정 된 것으로 사업시행 인가 시 구역별 최종 전체

세대수에 의거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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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기본방향(변경없음)

∙ 촉진사업의 시급성, 지역주민이 사업추진의지 등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 광역시설사업과의 단계적 사업 추진 고려

 단계별 사업추진계획(변경)

∙ 1단계 :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주민의 사업추진의지가 있는 지역
∙ 2단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기정)

구  분 사 업 기 간 해 당 구 역 비 고

1단계 2008~2014
재정비촉진1구역, 재정비촉진2-1구역, 
재정비촉진2-2구역, 재정비촉진3구역, 

재정비촉진5구역

2단계 2009~2015 재정비촉진4구역
※ 단계별 추진계획은 촉진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서 조정 가능

  (변경)

구  분 사 업 기 간 해 당 구 역 비 고

1단계 2008~2019 재정비촉진1구역, 재정비촉진2-1구역, 
재정비촉진2-2구역, 재정비촉진3구역

2단계 2009~2020 재정비촉진4구역
※ 단계별 추진계획은 촉진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서 조정 가능



- 115 -

18.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신설)

 기본방향

∙ 건축계획과 연계한 상가의 규모 및 시설배치계획 수립
∙ 임차상인 재정차을 위한 유도방안 마련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기준한 상가 분포 및 시설 설치 
∙ 연도형 상가 배치시 건축계획시행지침 제8조를 기준
∙ 임차상인 재정착을 위한 구역별 유도방안

- 기존 임차상인들에 대한 우선 임차권 부여 권장
- 상가 일반분양에 대한 우선분양권 부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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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기본방향

가. 주요 간선가로 경관의 관리방안 마련

∙ 재정비촉진지구 시민공원 주변 상가시설에 대하여 촉진지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일관성 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통해 타 지구와 차별화된 이미지 특성 부여

∙ 상가시설에 대해 광고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 제시
나. 생활가로 경관의 이미지 특화

∙ 촉진지구 연도형 상가일대의 상업지역에 대하여 건전하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시설 정비유도 
∙ 촉진지구 내 개별적인(점포별) 환경개선이 아닌 지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계획 

수립 및 아이덴티티 확보

 광고물 관리방안

가. 디자인의 목표

∙ 미래형 도시주거에 걸맞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이미지 통합화를 위하여 사인 및 시설물의 디자인을 
통일, 시각적으로 일관성 있는 경관계획

∙ 광고물 수준의 향상 및 시대적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가이드라
인 제시

∙ 크기, 형태, 색상, 소재, 디자인 등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아이덴티티 형성 

나. 일반적 광고물 설치기준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옥외광고물을 그 설치 형태, 목적, 설치수단 및 위치에 따라 형태

적으로는 가로형, 세로형, 돌출형으로 구분하며, 설치위치상으로는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현
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
물, 선전탑, 아치, 창문이용 광고물 등 다양하게 분류

  - 또한, 각 광고물의 형태에 따라 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특정지역 내 옥외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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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위치 및 수량 
  - 간판의 설치위치와 범위는 도로 폭과 건물 높이 등 스트리트월의 공간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사용자의 가시거리를 고려해 유동적으로 적용
  - 간판의 설치 위치와 범위의 제한은 화려하게 해도 좋은 지역과 전체적인 품격을 중요시하여 

간판설치를 자제해야 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정함
  - 머무는 시간과 이동빈도가 높은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활기찬 분위기의 연출이 필요
  - 간판 설치위치는 옥외광고물 종류별 세부 표시방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제정비촉진지구 

신축 건물은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를 1개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에서 총 수 2개 이내로 표시함
    ①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②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에서 표지 등의 돌출형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③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

점을 말함)에 접한 업소로서 1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함)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 도로의 곡각지점 : 왕복 4차선 이상
∙ 규모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의 일정위치에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하여 설치하되, 벽면
으로부터 돌출폭 10cm 이내로 견고하게 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부착위치를 지정함

  - 옥외광고물은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
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함

  -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은 설치해서는 안됨
  - 건물입면을 지나치게 많이 가리고 있는 가로형 간판의 크기를 축소하여 간판이 건물을 차지하

는 면적을 최소화
∙ 조명
  - 간판의 조명은 도시 야간경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
  - 원칙적으로 네온 이용광고물이나 전자식 발광 옥외광고물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자극적인 

점 조명 보다는 되도록 부드러운 톤의 간접 조명을 외부투광으로 연출하도록 하며, 단 의료
기관 또는 약국은 네온류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료기관 또는 약국
의 표시 등(“+”, “약”)의 경우에만 점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용함>

  - 은은한 빛의 LPD 라이트판넬의 사용을 권장함 
  - 황색, 흰색류의 색광을 권장하고, 남색류의 색광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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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채(적색, 
황색 또는 녹색)를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됨

  - 운전자나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함
  - 전기배선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함
∙ 형태
  - 건물의 2층 이상에는 판류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4층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

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음
  - 돌출간판의 세로길이는 건물 1개층 이내로 유도

다. 옥외광고물 종류별 세부 설치방법 

① 가로형 간판
∙ 설치위치 및 수량
  - 가로에서 시각적인 통일감을 주기위해 같은 층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들 간의 높이는 통일함
  - 간판은 벽면에 최대한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최대 돌출폭은 30cm 이내로 함
  - 가로폭을 업소별 창문폭 이내에 설치
  - 간판의 세로길이를 50cm 이하로 제한
  - 층간 창문사이 벽면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며, 1~2층간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
  - 입체형간판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판형 간판은 1층에만 허용 1개 업소당 1개 원칙(곡각부 

예외)
∙규격 
  - 문자크기는 40cm×40cm 이내
  - 가로 : 업소폭의 80% 이내
  - 간판 최고높이 : 50cm 이내
  - 건물내 간판의 세로 폭 크기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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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시도> <가로형 간판 예시도>

② 돌출형 간판
∙ 설치위치 및 수량
  - 업소 변경 시에도 자유롭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
  - 건물 정면 가장 좌측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 표시할 수 없음.
  -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고, 돌출형 간판의 측면부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함 
  - 허용지역 내의 업소에 한해 1개 업소 당 1개씩 설치할 수 있음.
∙ 규격
  - 건물의 벽면으로부터 80c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하나의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

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폭·두께·가로폭 크기를 동일시킴
  - 건물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cm이내로함
  - 간판의 세로폭은 최대 건물 한 층의 폭을 넘지 못함

<전체 예시도> <돌출형 간판 예시도>

50cm 이하
세로폭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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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주형 간판
∙ 설치위치 및 수량
  - 개별 독립옥외광고물 설치 금지(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공공성이 큰 업소는 제외) 
  - 건물 벽면에서의 거리 1m 이내에 벽면과 평행이 되도록 설치
  -  4층 이상의 건물일 때 설치 가능
∙ 규격
  - 높이 : 최대 지면으로부터 3m이내
  - 가로폭 : 1m 이내로 함,  두께 : 50cm를 초과하지 못 함

<전체 예시도> <지주형 간판 예시도>

 ④ 서체 및 명시내용
∙ 보행자와 운전자가 이동하면서 순간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크기를 고려하여 간판의 크기와 수량 

결정
∙ 문자크기 축소
  - 간판에서 문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정하여 간판이 주는 심리적 부담감 경감
∙ 인지내용의 면적(글자크기 40cm X 40cm 이내)은 최소화 유도
  - 인지내용(활자의 면적)이 전체간판 면적의 3/8을 넘지 않도록 함    
∙ 서체종류 
  - 입체형은 디자인의 창의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서체 권장 
  - 가로형 및 돌출형은 권장서체 유도
⑤ 색채
∙ 통일성 및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Theme Color 선정
∙ 색상은 창의성을 존중하되 원색적인 적색의 배경색 사용 억제, 3원색 지양
∙ 배경요소인 건축물외관, 가로보도, 간판배경은 조화와 통일성을 갖도록 디자인
∙ 도형요소인 간판글씨, 가로시설물은 다양성과 개성을 갖도록 디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