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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 서울시, 대전시, 창원시 등에서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보존 사업을 추진 중임
￭ 서울시는 역사유산(흔적)남기기 사업으로 개포주공1･4단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에서
보존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보류된 상황
￭ 대전시는 2008년부터 정비사업 흔적남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창원시의 용지 주공2단지
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마을흔적 보전사업을 시행하여 완공된 사례임
❚ 의식조사 결과 성남시민 중 역사문화유산 보존에 찬성하는 비율이 75.6%
￭ 성남시민들은 도시정비사업에 의하여 역사문화유산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
이 65.4%로 높음
￭ 역사문화유산 보존 주체로는 성남시민 90% 이상이 공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
고 있으며, 특히 성남시를 보존의 주체로 인식한 비율은 48.7%로 높음
❚ 기존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성남시 내 역사문화유산을 73건 도출하였으나 22건은 이미 소실
￭ 성남시 문화재는 60건이며 이 중 10건의 유적건조물 중에서 7건이 무덤 관련 문화재로 지정
문화재 자원은 빈약한 상황
• 성남시 역사･생활문화유산에 대한 유･무형 자산 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발굴이 필요
╺ 근현대가옥, 목욕탕, 이발소, 사진관, 다방 등 시민생활 역사와 밀접한 공간으로의
근린생활시설 유형, 마을단위의 옛길, 옛물길, 근현대역사경관을 보여주는 역사가로에
대한 조사･발굴이 필요
╺ 성남시 도시개발사와 관련한 광주대단지 민권운동 관련 자료,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자료 조사･발굴 필요
❚ 주민주도형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제도 추진
￭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성남시 내 도시정비구역은 총 38개소이며 이중 조합설립 이전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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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구역에 대해서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제도 검토 가능
￭ 역사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안이 포함된 정비계획 제안시 공공지원 방안 추진
•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시 역사문화유산 보존･활용 계획을 제안하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공공지원하는 방안 제안
╺ 역사문화유산 보존시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시설
확충 등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세금 감면, 시설이용비용
면제 등 공공지원 방안 검토
￭ 정비계획 수립시 역사문화유산 보존･활용 계획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정비사업시 주민의 자발적인 역사문화유산 보존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협의에
의하여 허용용적률의 1~5%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검토
• 향후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인센티브 제도 개선
╺ 역사문화유산의 보존･활용 가이드라인(가칭)을 수립
❚ 중･장기적으로 시차원의 역사문화유산 자료구축 및 정비사업 단계별 보존･활용 정책으로 확대
￭ 역사문화유산 자료구축은 기존의 구축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예비 리스트로 시작하여 자료
구축 확대
• 성남시 역사문화유산 유형을 개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자료 구축
•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성남시의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과 관리
•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GIS 기반 정보공유와 시민 참여･홍보를 위한 플랫폼의 지속적 관리
￭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단계별로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정책을 실시
• 역사문화유산 DB 구축,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해 정책 확대
❚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한 역사문화유산 보존정책 제도화
￭ 성남시 구역별 정비계획 입안시 정비계획에 역사문화유산 보전 등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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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성남시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원도심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나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대책은 다소 부족한 실정
￭ 역사문화유산은 문화재로 등록･지정되지 않아도,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을 담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 자산
•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역사문화유산의 일부인 문화유산(문화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어,
성남시의 도시개발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자료와 옛길 등이 멸실될 가능성 존재
￭ 전면 철거형 도시정비사업은 지역 고유의 역사와 장소성을 보존하지 못하고 노후 환경 정비를
목표로 추진되어 획일화된 공간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방안 필요
￭ 서울시는 도시정비조례와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정비사
업에서 역사･생활문화유산 남기기 사업을 추진
• 서울시는 역사･생활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DB를 구축하였으며,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시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개발･정비 주체와 보존･활용 주체의 협력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
￭ 원도심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의 추진 주체와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주체가 상이하여 지자체 차원의 정책사업 개발이 필요
• 성남시 정책사업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 등에 근거한 다양한
도시정비 사업방식에 대하여 협조체계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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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 성남시민 의식조사를 통해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정책 필요성을 검토
￭ 성남시에 거주 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성남시의 도시정비사업
시 역사문화유산 보존제도 개선에 대한 성남시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역사문화유산 보존제도에 관한 인식, 역사문화유산 보존제도에 관한 정책 선호 조사
❚ 성남시 역사문화유산 활용제도 도입방안 제시
￭ 성남시 정책사업으로 역사문화유산 활용제도 도입방안 검토
• 성남시는 역사문화유산 조사를 통해 ‘성남 미래유산’을 발굴하여 선정하고, 정비사업 추진시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사업’을 성남시정의 핵심과제로 추진 제안
￭ 역사문화유산을 유형화시키고 유형별 보존 및 활용 방안을 검토
￭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단계별로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을 검토
• 성남시의 역사문화유산 DB 구축,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위원회(가칭) 구성, 역사문화유산의
보존･활용 가이드라인(가칭) 수립이 필요
￭ 조례 및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등 제도개선방안 제시
￭ 향후 제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향 및 추진체계 구축 방향 제시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 내용 및 범위
￭ 연구의 시간적 범위
•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법･제도 검토와 현황자료를 구축
￭ 내용적 범위
•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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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유산 보존 법･제도
•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 성남시 원도심내 주요 역사문화 자원 현황
• 성남시 원도심 주민의식조사
• 국내･외 사례조사
• 성남시 정책추진 방향
• 제도개선 방향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선행연구, 법･제도 검토 및 성남시 정비사업･역사 문화유산 현황자료 조사
￭ 현장 사례연구
• 성남시 역사문화유산 현장 방문 및 현장 관계자 인터뷰
￭ 정책협의
• 경기도 도시재생과, 성남시 문화예술과 담당자와의 협의
<표 1-1> 선행연구 검토
연구명
설유경(2018). “도시 흔적남기기 시민
공감대 형성 방안”

이화연 외(2009). “역사문화자원을 고려한
국내 주거단지 사례연구-개발프로세스와
공간요소 관점에서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김항집(2011).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재생 방안”

주요 연구 내용
∙ 도시 흔적 남기기 제도 분석
∙ 도시 흔적 남기기에 관한 서울시민 설문 및 인터뷰 분석
∙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추진 방향 및 정책절차 제시

∙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고려와 분석
∙ 주택 및 가로자원 등 조화로운 역사문화유산의 활용제시
∙ 역사문화유산과 주변단지와의 조화
∙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도시재생의 필요성 제시
∙ 역사문화유산과 연계한 종합적인 도시재생전략, 역사문화유산을 재활
용하는 사회경제적 도시재생사업, 사업경제적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이를 내발적으로 추진하는 거버넌스형 도시
재생추진체 필요 제안

자료 :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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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흐름도
연구의 범위 및 방향 설정

문헌연구, 자문회의

문헌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

도시정비 및 역사문화자원 제도 및 사례

성남시 정비사업 및 여건 분석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제도 조사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현황 조사



역사문화자원 및 문화재 관련 법제도 조사



성남시 역사문화자원 현황 조사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 사례 조사



도시정비사업 추진성남시민 의식조사

심층인터뷰, 자문회의, 정책협의

성남시 역사문화자원 활용제도 도입 방안


역사문화자원 유형별 방안



기존 도시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검토



도시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시 적용 방안



제도개선 방향 제안

결론 및 정책제언

자료 :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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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문화유산 관련 법･제도
1) 개요
❚ 역사문화유산은 문화재로 등록･지정되지 않아도,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을 담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 자산으로 정의
￭ 역사문화유산1)은 옛길, 옛물길 등 과거의 도시를 구성하던 요소로의 도시구조와 문화재, 한옥,
근･현대건축물, 기념탑, 표석, 보호수 등의 물리적인 요소와 주민들의 생활상이 담긴 오랜 상
점이나 지역 축제 등의 비물리적인 요소를 포함
• 지역의 장소성과 역사 흔적을 간직한 대상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재를 비롯하여 문화재가 아닌 역사문화자원까지 포함한 개념
• 역사문화자원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온 유형･무형의
유산으로 장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될 가치가 있는 대상을 의미2)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향후
문화재로서 보호 가치가 기대되는 것
╺ 지역 주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인물, 사건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유산으로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
╺ 기타 지역의 역사문화, 토속, 풍속, 민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또는 기록
￭ 유사 개념으로 역사문화자원, 미래유산, 건축자산 등이 있음
• 역사문화자원3) : 서적･사료･미술･공예 등 동산, 건축물과 시설물, 유적지, 무형문화재,

1) 서울시(2018).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p.12.에서는 ‘역사유산(흔적)’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문화적 측면을 용어에 포함하여 ‘역사문화유산’의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함.
2) 문화재청(2020). 역사문화자원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제도화･법제화 방안 연구, p.181.
3) 문화재청(2020). 역사문화자원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제도화･법제화 방안 연구, pp.ii-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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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놀이, 매장문화재 등을 포함하면서 장소, 기억, 생활, 이미지 등 전통적인 문화재보다
확대되는 개념으로 문화재 분류체계에서 역사문화자원은 미지정 문화재에 포함될 수 있음
• 미래유산4) : 근･현대를 살아오며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으로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에 의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여지가 있는 유･무형의 문화자산
• 건축자산5) : 비문화재를 대상으로,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공간 환경(건축기본법
제3조 제2호),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을 의미
<표 1-2> 역사문화유산의 적용대상
분 류

세부 요소

도시구조

∙ 도시조직 : 성곽, 옛길, 옛 물길 등

개별자원

∙ 주요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미래유산 등
∙ 건축자산 : 한옥, 일식건축물, 근대건축물 등
∙ 도시시설물･조경요소 : 도시구조물, 문화시설물, 조경요소 등

잠재자원

∙ 멸실･매장문화재
∙ 생활유산 : 유형자원, 무형자원 등

자료 : 서울시(2018).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p.46.

￭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역사문화유산의 일부인 문화유산(문화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음
• 문화유산은 전통문화유산(지정문화재)와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으로 구분 가능함
￭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정책은 지자체 조례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시는 도시정비조례와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정비사업에서 역사･생활문화유산 남기기 사업을 추진
• 서울시는 역사･생활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DB를 구축하였으며,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시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문화재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의미하며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 문화재보호조

례에 의해 보호되는 지정문화재와 법령에 의해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보호와 보존이 필
요한 비지정문화재로 구분
4) 서울시(2017). 시간 속 살아 숨쉬는 서울미래유산 탐방기, p.5.
5) 서울한옥포털. “https://hanok.seoul.go.kr/front/kor/assets/assetsTip.do” (2021.11.07. 검색).

10

제2장 관련 법･제도 및 사례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보존제도 개선 연구

￭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되며, 비지정문화재는 매장문화재, 일
반동산 문화재 등 기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향토 유적･유물)로 구분
<표 1-3> 문화재 종류
구 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재

해당 유형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
∙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해 지정한 문화재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
∙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해 지정한 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5장제53조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
∙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내 있는 문화재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
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 조례에 의해 시･도등록문
화재로 등록한 문화재를 지칭
∙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

자료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cul/cultureEasySub01_01.
jsp&pageNo=5_2_1_0” (2021.11.07. 검색) 자료를 재정리.

❚ 역사문화유산은 도시구조, 개별자원, 비물리적 잠재자원에 따라 6개의 요소로 구분 가능함
￭ 서울시(2018)는 역사유산(흔적)을 크게 도시구조, 개별자원, 비물리적 잠재자원으로
구분하며, 성격과 의미에 따라 6개의 요소로 세분류하고 있음
￭ 도시구조는 성곽, 옛길, 옛 물길 등을 구조를 형성했던 도시조직을 포함
￭ 개별자원은 주요 문화재, 건축자산, 도시시설물･조경 요소 등이 포함됨
• 주요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서울미래유산 등
• 건축자산: 한옥, 일식건축물, 근대건축물 등
• 도시시설물･조경요소: 도시구조물, 문화시설물, 조경요소 등
￭ 잠재자원은 멸실･매장문화재, 생활유산 등 2가지 요소가 포함됨
• 멸실･매장문화재: 옛터 등
• 생활유산: 유형자원, 무형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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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실문화재: 원형은 남아있지 않으나, 해당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추할 수 있는
자원
╺ 매장문화재: 향후 발굴 가능성이 있는 매장된 문화재
<표 2-1> 역사문화유산 요소
구 분

도시
구조

도시조직

구성요소
성곽

과거 도시를 구성하는 경계이자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역사유산

옛길

지적원도와 현재 지적도를 중첩하여 확인된 길로서, 과거 도시골격을 구성
하던 요소

옛 물길

물길은 자연 지형의 특징을 나타내며 과거 도시조직을 형성하는 요소

국가지정문화재
주요
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서 지정･등
록문화재뿐만 아니라, 비지정문화재도 여기에 해당

서울미래유산
한옥
개별
자원

건축자산

일식건축물
근대건축물

도시시설물
･
조경요소

잠재
자원

멸실･
매장문화재

국가한옥센터, 서울시 한옥으로 지정된 건축물로서 이후 지정가능성이 있는
건축물도 포함되며, 개별건축물의 가치와 함께 군집되어진 건축물군으로서
의미가 있는 경우도 포함

도시구조물

교량, 고가도로, 육교, 옹벽, 축별 등의 구조물 중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거나
도시계획 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구조물

문화시설물

동상, 탑, 암석, 각자 등 역사적 인물, 사건, 장소 등을 기리기 위한 시설물

조경요소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고 지역 경관에 기여하는 보호수, 노거수, 암석, 각자
등

매장문화재

현재에는 원형의 모습･형태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자료상 또는 “터”의 형태
로 전해져 해당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추할 수 있는 자원, 향후 발굴
가능성이 있는 매장문화재 등

멸실문화재

-

유형자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기술이나 업소 등 ‘집단의 기억 속의 도시 기념
물’로 칭할 수 있음. 지역 축제, 주민 이야기 등과 같은 무형 자원도 포함

생활유산
무형자원

자료 : 서울시(2018).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p.4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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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보호법
(1) 지정문화재
❚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를 통해 관리6)
￭ 역사문화환경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으로 정의(제2조 제7항)
•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법
제13조 제1항)
￭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보호구역)로부터 500미터 이내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써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법
제13조 제3항)
• 경기도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지역의 범위를 200m로 정함
<표 2-2> 문화재보호조례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구 분

국가지정문화재
주･상･공

그 외

(단위 : m)

시･도지정문화재
주･상･공

비 고

그 외

경기도

200m

500m

200m

300m

서 울

100m

100m

50m

50m

주･상･공 지역 10층 이상
건축물은 500m

자료 : 연구진 작성.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
가능(법 제27조)
• 국보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경우 해당 문화재의 최대 돌출점에서 10~100m 이내의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2)

6) 2010.2.4. 개정 ‘문화재보호법’에 역사문화환경 정의 조항이 신설되면서 문화재 보호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법률상 용어로서 역사문
화환경 개념이 도입(김지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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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자료 : 김지민(2020). “역사문화환경 보호제도의 재정립 방향 고찰”을 참고하여 재작성.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 고시
￭ 문화재청장은 ‘개별심의 구역’, ‘고도제한구역’, ‘타법령에 따른 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허용기준 수립7)
• 개별심의구역 :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형, 삼림, 수계 등의 보존이 필요한
구역, 건축물 규제(규모, 형태) 및 행위(소음･진동, 대기오염 등) 제한이 불가피한 구역, 기타
특별한 검토가 필요한 구역
• 고도제한구역 : 문화재 주변의 기존 건물의 현황, 토지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층고의
최고높이를 m 단위로 구분
• 타 법령에 따른 구역 : 문화재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구역

7) 문화재청(2018a).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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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허용기준 마련 절차
현황자료 조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허용기준안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문화재청 제출
(문화재청장은 필요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청장)
허용기준 마련 및 고시
(문화재청장/시․도지사)
자료 : 문화재청(2018a).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 허용기준 수립 여부에 따라 건축행위 허가절차가 진행
￭ 허용기준이 수립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는 ‘문화재보존에 미칠 우려가 있는
영향검토(법 제13조제2항)’를 생략할 수 있음
•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건설공사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가’ 절차를 이행8)
￭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없는 경우는 시･군에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실시(법
제13조, 령 제21조의2 제2항)하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행위에 대한
문화재청의 허가절차 시행
•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에 따라 1/2 이상이 영향이 있는 행위로 판단시 문화재청에
건축행위허가 신청

8)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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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가 절차

자료 : 문화재청(2018b). “2018년 문화재 현상변경등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재작성.

❚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 행위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
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마.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
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자료 : ｢문화재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 경기도 내 국가지정문화재 302건 중 34건인 11.3%가 성남시에 존재
￭ 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로 구분
￭ 전국의 국가지정문화재 4,063건 중 302건(7.4%)이 경기도에 위치
￭ 성남시의 경우, 국보 4건, 보물 30건으로 총 34건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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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경기도 내 지정문화재 현황
국보

(단위 : 건)

지 역

계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

국가민속

전 국

4,063

342

2,188

513

113

461

146

300

경기도

301

12

165

69

4

20

10

22

성남시

34

4

30

-

-

-

-

-

주 : 경기도의 보물 건수가 문화재청 자료에서는 165건,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료에서는 164건으로 표기됨.
자료 : 문화재청(2019). 문화재관리현황, 경기도 문화유산과(2019). “시･군별 문화재현황(2019년 12월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2) 등록문화재
❚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 중 국가가 심의를 거쳐 등록한 것(법 제2조 제3항)
￭ 근대문화유산은 문화유산 중 만들어진지 50년 이상이 되어 보존과 활용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 시･도지사도 보존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근대문화유산을 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
가능함9)
￭ 지정문화재와 달리 등록문화재는 민간이 소유할 수 있으나, 개량･변형에 제약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등록을 기피하기도 함
• 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등으로 초기 원형을 유지하도록 보존(Preservation)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경비를 부담하는 반면, 등록문화재는 소유자가
이용하면서 관리하는 보전(Conservation) 방식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재생 및 개량이
가능하고 필요한 관리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10)
❚ 경기도 내 국가등록문화재 85건 중 4건이 성남시에 위치
￭ 전국의 국가등록문화재 845건 중 85건(10.1%)이 경기도에 위치
￭ 경기도 내에서는 파주시(14건)가 가장 많은 등록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4건의
등록문화재를 보유

9) 경기도는 근대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20.10.~’21.6.).
10) 최찬익(2018). “근대건축물의 등록문화재 등록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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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경기도 내 등록문화재 현황
지 역

계

국보

(단위 : 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

전 국

845

경기도

85

광명시

-

하남시

1

남양주시

4

수원시

6

시흥시

-

의왕시

9

파주시

14

성남시

4

군포시

-

오산시

-

구리시

6

부천시

3

화성시

-

여주시

3

포천시

2

안양시

-

이천시

5

양평군

3

양주시

-

안산시

1

김포시

1

과천시

7

동두천시

-

용인시

5

광주시

-

고양시

8

가평군

-

평택시

-

안성시

1

의정부시

-

연천군

2

자료 : 문화재청(2019). 문화재관리현황, 경기도 문화유산과(2019). “시군별 문화재현황(2019년 12월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경기도는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등록문화재를 조사하여 12건을 등록 예고11)
￭ 등록문화재 제도를 광역 지방정부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12)
• 국가 등록문화재 심사에 탈락한 근대문화유산의 보호 방안 대책
• 현행 제도상 전통문화유산은 지정문화재로, 근대문화유산은 등록문화재로 선정해 관리
￭ 근대문화유산인 건축물, 건조물, 문화예술작품, 산업과학유산, 생활문화유산 등 건설･제작･형
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대상 조사
• 경기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분과 심의를 진행하여 선정
[그림 2-4] 경기도 등록문화재 실태조사 안내

자료 : “경기도의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을 찾습니다”, 경기도 보도자료(2020.11.05.).

11) 등록 예고 기준일자 : 2021.05. 1호 경기도 등록문화재 최종 결정은 2021.10, 예정.
12) 2019.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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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제도 및 계획
(1) 조례 및 가이드라인13)
❚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는 지자체 조례와 가이드라인에 근거
￭ 서울시는 역사･생활문화유산 남기기 사업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정비조례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음
• 도시정비조례의 정비계획 내용에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도시정비조례 제8조제1항제8호) ❚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등) ①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서울시는 ’13년 9월 이후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운영

❚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운영 현황 ❚
○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수립(13.09.26.)
-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그 지역의 유･무형 역사유산(흔적)을
조사하고 남기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 정비사업 역사･생활문화유산 등 전수조사(17.12.01.)
- 서울시 전역 역사･생활문화유산 DB구축 완료 등
○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변경(보완) 수립(17.12)
-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
-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단계에서 역사･생활문화유산 DB자료 활용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
획 수립
-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경우 흔적남기기 소위원회를 통해 대상 선정, 보전방안 적정성 판단

❚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그 지역의 공간, 문화, 집단의 기억을 저장한 고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14)
￭ 서울시 내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의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함

13) 서울시(2018).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14) 흔적남기기란 정비사업 시행 시 지역 내 역사 유산과 그 흔적을 다양한 방법(보존, 수복, 재현, 기록 등)으로 남기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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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시 그 지역의 기억이나 추억이 되는 유산을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단계에서 조사 실시
• 원형 보존이 어려울 경우는 이전하여 복원하는 등 대상 선정 및 보전방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생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통해 적정한 형태로 조성
❚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역사유산(흔적) 자원을 6가지 계획 요소로 분류하고, 각 요소별

보존 원칙과 관리지침, 체크리스트 등을 제시
￭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계획 수립권자가 기본 원칙과 방향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이를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역사유산(흔적)자원을 크게 도시구조, 개별자원, 잠재자원으로 분류하고, 도시구조는
도시조직, 개별자원은 주요문화재, 건축자산, 도시시설물･조경요소, 잠재자원은
멸실･매장문화재, 생활유산 등으로 계획 요소를 6가지로 구분
￭ 역사유산(흔적)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구분된 요소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표 2-5> 서울시 역사유산(흔적) 요소별 가이드라인
구 분

도입대상

내 용

지형, 옛 물길,
옛길, 필지 등

∙ 가급적 원지형과 특성이 보존 또는 복원될 수 있도록 계획
∙ 옛길 연속성 확보, 폭원 및 형상 보전, 보행공간으로 기능유지하며 활용
∙ 옛 물길 원형존중하여 도시형 하천을 조성하고 오픈스페이스와 연계

매장문화재 중 장소와
결합되어 있는 유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적용(원형･원위치 존중하며 전시시
설 조성)

건축유산

근현대 건축물 및
건축물군

∙ 건축물의 의미있는 특정요소를 규명하고 보호(건축물 전체, 부분, 군(群)으로
구분하여 보전 및 활용, 모형제작 등)

조경요소･
도시구조물

수목 및 수목군,
암석, 각자 등

∙ 상징적 경관요소로 활용하고 스토리를 발굴하여 연계(조경요소는 자연상태로
보존･활용, 테마공원으로 조성 권장)

멸실유적

역사적 사건,
이야기가 있는 장소

∙ 복원, 재현, 표식 설치(중요한 멸실유적은 복원/재현,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
로 표식 유도)

생활유산

구역내 역사와
지역행사 등

∙ 기록, 전시, 보존 및 활용(전시공간 및 아카이브 센터 조성, 지역 명소의
유･무형적 특성

도시조직/경관

매장문화재

자료 : 서울시(2018).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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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계획 요소별로 2~3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세부 사례별 관리 지침을 수립

❚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 남기기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
-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였는가?
기존의 도시형태를 존중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였는가?
의미있는 개별자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보전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는가?
한옥, 근대건축물 등 건축자산이 있는 경우 역사자원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전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는가?
멸실･매장문화재가 있는 경우 역사자원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전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지역 내 의미있는 생활유산을 찾아내고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활용하였는가?
자료 : 서울시(2018).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p.45 참고

￭ 역사유산(흔적)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표 2-6> 서울시 역사유산(흔적) DB 구축 방법
구 분
도시
구조

도시
조직

주요
문화재

구성요소
성곽
옛 길
옛 물길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서울미래유산
한옥

개별
자원

건축
자산

도시
시설물･
조경
요소

한옥 후보군

지적원도(1910~1918) 7,524장을 활용하여, 도면화

문화재 지정 현황자료(’17.01)를 기준으로 DB구축
서울 미래유산 목록(’17.01)을 기준으로 DB구축
국가한옥센터(1,127채) 및 서울시 북촌 한옥 현황(80채) 등 한옥으로 지정된
건축물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관 한옥관리팀 한옥현황 자료(11,745채)

일식건축물 후보군

건축물 속성정보를 활용, 1980년 이전 건축물 중 단층의 일반 목구조

근대건축물 후보군

건축물 속성정보를 활용, 1946년 이전 건축물 중 2층 이하 일반 목구조(한옥
후보군 제외)

도시구조물

건축물 속성정보를 활용, 1980년 이전 건축물 중 2층 이상의 건축물(일반 목구
조 제외)

문화시설물
조경요소

잠재
자원

기존의 SHP파일을 활용하여 성곽 별도 레이어 작성(서울성곽, 몽촌토성 등)

고가도로, 교량, 옹벽, 제방 등 공작물 (DB구축 필요)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표석 현황 자료(’17.12)
디자인정책과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물 현황 자료(’16.06)

멸실･
매장
문화재

매장문화재

조경과 서울시 보호수 현황 자료(’16.06)

멸실문화재

‘성저십리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진행 중)’ 완료 이후 DB구축
필요

생활
유산

유형자원 후보군

서울시 미래유산 등재를 신청한 유형자원 후보군(677개)으로 DB구축

무형자원 후보군

지역조사 완료 이후 역사적 사건 및 지역축제, 설화 등 DB구축 필요

자료 : 서울시(2018).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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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보존, 기록보존, 이미지보존 등 역사유산(흔적)남기기의 방법을 분류
• 현물 보존 : 근･현대 건축자산 보존수법을 적용
• 기록 보존 : 문서나 도면, 사진, 영상 등의 기록이나 구술에 의한 설명자료 등
• 이미지 보존 : 역사적 건조물이 부득이하게 철거되었거나 현물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
예전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재해석, 이미지화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
<표 2-7> 서울시 근현대 건축자산 보존수법
구 분

내 용

① 외관 보존

전, 후, 좌, 우, 지붕면과 옥탑 등 외관을 보존

② 외관 일부면 보존

외관의 한면 또는 일부면을 보존

③ 건물외관 일부요소 보존

창호, 장식벽, 현관 등 외관의 일부요소를 보존

④ 외부공간 일부요소 보존

정원, 분수, 창고시설 등 외부공간 및 부속시설을 보존

⑤ 구조 보존

구조 전체나 일부(한옥 등의 목구조, 조적도의 벽체와 트러스, 기둥과 보 등)를 보존

⑥ 내부 보존

내부 홀, 강당 등 내부 공간이나 평면을 보존

⑦ 내부 일부 보존

장식, 계단실, 내부벽면 등 내부의 일부요소를 보존

⑧ 향후 추가조사 필요

추가조사를 통해 보존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는 대상

외 부

내 부

후속결정

자료 : 서울시(2018).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p.44.

❚ 사업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역사유산(흔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자치구 또는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 ‘흔적 남기기 시설 관리대장(가칭)’을 작성하
는 등 지속적 관리
￭ 관리대장에는 관리주체와 관리비용 부담계획 명시, 비용부담은 민간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
울시 박물관 지원사업 등 기존 공공지원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해 부담계획 수립
￭ 필요시에는 흔적 남기기 대상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거나, ‘서울 건축 가이드
북’에 추가하여 관광자원 및 교육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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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도심기본계획15)
￭ 서울시는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통해 근･현대 건축자산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리
• 서울 도심부에서 국가･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거나 등록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근･현대 건축자산을 발굴
• 근대건축은 시기적으로 개항 이후부터 해방 전후 시점까지이며, 해방 이후의 건축물은
현대건축으로 분류16)
<표 2-8> 서울시 도심부의 근현대 건축자산 현황

(단위 : 개)

근대건축 (개항~해방 전･후)

계

2층 및 연립한옥
210

일식주택

20

서양식주택
7

기타 근대

19

현대건축

41

123

자료 : 서울시(2015c). 역사도심 기본계획.

￭ 근･현대 건축자산의 역사적 가치, 현재 용도, 분포특성, 보존상태 등을 분석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대상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련 제도와 연계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도록 유도
╺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한옥 등록 및 미래유산에 등록을 신청하여 공식적으로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도록 함
• 근･현대 건축자산에 대한 관리방안은 요소별 지침과 지역 및 구역별 관리지침을 따르게 함
￭ 역사 자원의 성격과 관리유형에 따라 9개 요소로 세분하고 요소별 지침 제시
• 계획과 사업 시행시 요소별 특성에 따라 지역재생에 활용
<표 2-9> 역사 자원 성격에 따른 관리 방안
구 분

요 소

내 용

한양도성, 옛 길, 옛 물길,
도시평면, 역사적 경관

 주요 역사골격은 지속 보존･복원하고 인지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원과 주변지역을 관리

개별 자원

건조물, 도시구조물･조경요소

 전체 또는 일부를 보존하여 지역재생 자원 및 거점으로 활용

잠재 자원

멸실･매장문화재, 생활유산

 역사적 자원으로 인식을 제고하고, 장소･테마별 스토리 발굴 등
지역 특화 연계

도시구조･조직
관련 자원

자료 : 서울시(2015c). 역사도심 기본계획.
15) 서울시(2015c). 역사도심 기본계획.
16) 역사유산(흔적)남기기의 시기적 범위와 유사하지만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의 대상은 정비사업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한정된
다는 점과 등록문화재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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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역사도심 기본계획 내 역사자원 현황

자료 : 서울시(2015c). 역사도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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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계획과 공간관리계획의 체계로 구분하여 내용을 구성
• 한양도성지역이 당면한 과제를 핵심이슈로 정리
╺ 핵심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및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전략적 성격의
핵심이슈별 계획과 핵심이슈별 계획이 지역별로 반영되어 세세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침을 제시하는 공간계획 수립
• 흔적 남기기와 관련한 사항은 제4장의 내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간계획은 제2권 역사도심
관리지침에 수록
[그림 2-6] 역사도심 기본계획 핵심이슈별 계획 및 공간계획

자료 : 서울시(2015). 역사도심 기본계획,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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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제도
1) 개요
❚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의 대상이 되는 도시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으로 구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담고 있음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일종의 절차법으로 재정비촉진사업에는 도정법 사업을
포함하여 개별법에 따른 단위 사업을 포함할 수 있음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시재생사업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포함될 수 있음
<표 2-10> 도시정비 관련 법･사업 현황
구 분

관련 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정비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촉법)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재생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도시재생법)

관련 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정비촉진사업
※ 도정법 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장정비사업 등이 포함됨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신설)
∙ 도시재생사업
∙ ※ 원칙적으로는 도시정비사업 포함

자료 : 연구진 작성.

❚ 도시정비 관련 계획은 지자체 단위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사업별 정비계획으로 구분
￭ 도정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8조에
따라 구역별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 소규모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에서 배제되며 사업단위의 사업시행계획만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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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 단위의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2)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 도시정비사업은 도정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이 집단거주하는 지역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곳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 재개발사업은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노후･불량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공업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제시되어 있음
•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개량･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주택
단위의 사업임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 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은 ‘21년 7월에 신설되었으며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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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도시정비사업의 지정 요건
사업명

지정 요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자율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 이상인 지역(필수)으로 이하 선택 1
- 과소필지, 부정형･세장형의 필지수 30% 이상
-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60% 이상
- 호수밀도 70호/ha 이상
- 주택접도율 30% 이하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
∙ 면적 1만㎡ 이상으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필요주택이 3분의 2 이상
∙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
후･불량건축물이 60% 이상
∙ 밀도가 80호/ha 이상, 도로･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필요 지역
∙ 주택접도율 20% 이하
∙ 과소필지, 부정형･세장형 필지수 50% 이상
∙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 해제 지역, 주거환경개
선사업 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하 모두 만족)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3분의 2 이상
- 기존 주택의 호수 : 단독주택 10호, 다세대주택 20세대, 단독･다세대주택 혼합 20채
미만
∙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모두 만족)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3분의 2 이상
- 단독주택 10호, 공동주택 20세대, 단독･공동주택 혼합 20채 이상
∙ 주택단지(이하 모두 만족)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3분의 2 이상
- 기존 세대수 200세대 미만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

비 고

도정법
시행령
별표1,
경기도
도시및주거
환경정비
조례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
제3조

자료 : 연구진 작성.

❚ 도시정비사업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하나 소규모정비사업은 기본계획 대상에서 배제
￭ 재개발사업은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등의 과정이 필요
￭ 소규모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이 시행할 수 있으며 조합시행시 정비예정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생략됨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20명 미만1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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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또는 공동 시행하거나 조합18)이 직접 시행하거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시행
가능(법 제17조제3항)
• 공동 시행자는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임(법 제17조제1항)
[그림 2-7] 도시정비사업 및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절차

도시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조합 시행시)

자료 : 서울시 집수리닷컴. “https://jibsuri.seoul.go.kr/place/intro/index1.do” (2021.09.02. 검색)을 참고하여 재작성.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또는 공동 시행 가능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1명이 사업 시행 가능
[그림 2-8]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자료 : 서울시 집수리닷컴. “https://jibsuri.seoul.go.kr/place/intro/index1.do” (2021.09.02. 검색)을 참고하여 재작성.

17)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함(법 제22조제1항).
18)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시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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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계획 수립(입안)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소규모정비사업에서는 기본계획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개별
사업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 고려가 필요
•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검토 가능

3) 도시정비 관련 계획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

성을 검토해야 함(법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고시하므로 성남시는 도지사의 승인 불필요
￭ 기본계획에는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이 포함
￭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11절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내 보존지구 지정, 높이
제한을 위한 용도지구 지정 명시
• 문화재나 주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에서 보호･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내 보존지구를 지정
• 경관 보호 및 미관유지, 고도이용 등을 위하여 높이 제한이 필요할 경우 고도지구 또는
경관지구를 지정
￭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지침｣ 제17절에 따라 정비예정구역과 인근의 역사적 유물 및 전통적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보전･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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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내 역사문화유산 내용 ❚
제2절 조사내용
(3) 문화재, 역사적 유물, 전통건물 또는 기타 문화자원 등 인문환경
제11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11-5. 정비예정구역 내 문화재나 주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사업 시행 후 보존될 수 있도록 보존지구로의 지정을 계획하여야 하며, 여타 경관의 보호나
미관의 유지,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고도지구 또는 경관지구 등의 용도지구 지정을 계획하여야 한다.
제17절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계획
4-17-1. 정비예정구역 및 인근의 역사적 유물 및 전통적 건축물에 대하여 보존 및 정비사업과 관련한 활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 및 인근의 역사적 유물 및 전통적 건축물에 대한 충실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4-17-2. 예정지구 및 인근의 역사적 유물 및 전통적 건축물에 대한 활용계획은 가능하면 당해 도시의 주요 문화재
와 주변의 역사적 유물 및 전통적 건축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자료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 정비사업의 용적률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구역별로 지정
￭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용적률을 지정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시･군
에서 수립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용적률과 관련되어 허용용적률, 완화용적률,
추가용적률, 상한용적률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그림 2-9]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적률 용어 정의

자료 : 장윤배 외(2017). 경기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기준과 과제, 경기연구원.

￭ 용적률과 관련해서 기준 용적률, 기부채납 용적률, 추가 용적률, 적용 용적률, 기본계획 상한
용적률, 조례 상한용적률, 법적 상한용적률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준 용적률은 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기 전인 용적률의 시작점이 되는 용적률로
종상향의 경우 기준용적률을 상향전 또는 상향후의 용적률로 정하는가는 지자체의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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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 용적률은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에 의해 발생하는 용적률로 기존의
완화용적률, 허용용적률 등으로 표현됨
• 추가 용적률은 친환경건축, 우수디자인, 공개공지, 소형분양주택 건설 등에 의한 인센티브
용적률임
• 소형임대주택 용적률은 기본계획 및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도 불구하고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허용되는데 이때 얻을 수 있는 용적률
• 적용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기부채납 용적률, 추가 용적률, 소형임대주택 용적률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계획에 반영되는 용적률
￭ 기준용적률에 기부채납 용적률, 추가 용적률의 합은 기본계획 또는 시･군 도시계획 조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기준용적률에 기부채납 용적률, 추가 용적률, 소형임대주택 용적률의
합은 기본계획, 시･군 도시계획 조례 상한을 넘을 수 있으나 법적 상한은 넘을 수 없음
<표 2-12> 경기도 주요 지자체의 기준용적률과 상한용적률 기준(예)
지자체

수원

성남

안양

용도지역

기본계획
기준용적률

기본계획
상한용적률

(단위 : %)

지자체 조례
상한용적률

법적 상한용적률

1종 일반주거지역

160

-

200

2종 일반주거지역

180

250

250

3종 일반주거지역

200

250

280

1종 일반주거지역

-

-

-

2종 일반주거지역

250

250

250

3종 일반주거지역

250

265

280

1종 일반주거지역

180

200

200

2종 일반주거지역

210

3종 일반주거지역

240

250
(종상향시 250)
280
(종상향시 270)

∙ 1종 일반: 200
∙ 2종 일반: 250
∙ 3종 일반: 300

240
260

자료 : 장윤배 외(2017). 경기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기준과 과제, 경기연구원.

❚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에 도시환경과 주거환경 정비사업 부문별로 역사문화유

산 보전계획을 수립
￭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19)에서 서울시는 도시환경정비계획의 4개 목표 중 하나로 ‘역사문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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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활성화’를 제시하며 역사문화 보존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
╺ 전면철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정비방식 혼합체계를 마련하여
역사문화보전과 도시재생을 통해 도심활성화를 유도
• 부문별 계획으로 정비수법, 토지이용,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 정비기반시설 등과 함께
역사문화유산 보존계획 및 보존지구 재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
• 부문별 정비수법 중 ‘보전 정비형’은 도심 내 근대건축물이 포함된 사업구역 등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역사･문화적인 유산이 있을 경우, 이를 보존하며 도시환경을
보존하는 개발 방식
╺ 보전 정비형 지구로 지정 시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할 의무가 부과되고 그 대가로 건축법
기준 완화 및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기반시설도 사안별로 검토해 부담 완화, 필요시
재정지원도 가능
[그림 2-10] 서울시의 부문별 정비수법 용어 재정립 방향

자료 : 서울시(2015a).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p. 53.

19) 서울시(2015a).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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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자원보존계획’을 통해 단계별 역사문화유산 보존 관리체계 마련
╺ 1단계 : 보전 역사문화자원 분포도 작성(역사도심 기본계획)
╺ 2단계 : 정비지침을 통한 보전 가이드라인 제시(역사도심 기본계획, 역사유산 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소단위 정비형, 보전 정비형 등의 정비사업에 지침 제시)
╺ 3단계 : 구역 지정단계에서 세부 보전요소 발굴 및 관리
[그림 2-11] 서울시 역사문화자원보존계획 단계별 관리체계

자료 : 서울시(2015a).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p. 73.

•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보존지구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재정비 기준 수립
╺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구로 기존 시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함께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에서 근･현대건축자산으로 지정한 건축물에 대해
보존지구로 관리할 수 있게 함
╺ 지정문화재를 제외한 등록문화재 및 근･현대건축자산 보존지구는 보전 정비형을 통해
관리가 가능
• 재생관리지침으로 ‘역사문화자원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역사문화대상 자원과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따른 건축물을 관리
╺ 역사도심 기본계획과 역사문화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원을 발굴하고,
상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 도시조직, 건축유산, 매장문화재, 멸실 유적 등 요소별로 적용 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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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 정비사업 부문20)에서 서울시는 특성주거지 관리계획 기본방향, 특성주거지 관리계
획 등에서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
•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 보호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역사문화유산을 고려한 주거환경정비
계획 방향 설정
╺ 역사적으로 보존, 활용 대상인 문화재 및 전통건축물 등 지역의 역사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과 저층 주거지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전･관리 되어야 할 특성관리대상을
선정하여 특성관리계획을 통해 생활권별 다양한 특성을 보전･활용
[그림 2-12] 서울시 문화자산 분포

자료 : 서울시(2015b).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p. 267.

• 주요 가이드라인에 역사문화자산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시
╺ 저층주거지 등 특성주거지 관리 및 역사문화자산 보전･관리체계를 강화한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 실현
╺ 특성주거지 가이드라인의 역사문화자산 보전 및 관리 부분 중 문화자산 주변 특성주거지
관리에 근･현대 주거사 및 역사적 특성 보전이 필요한 건축물의 보전･관리와 오래된
주거지의 역사흔적 등 대상이 포함됨
• 문화자산 주변 주거지를 특성 관리 대상지로 구분하여 주거환경 관리 방향을 제시
20) 서울시(2015b).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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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특성 및 공동체 활성화 지역의 관리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서울시에서 특성보전을 위해 추진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와 집성촌 주거지,
근･현대의 서울시 주거사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을 특성관리 대상지로 선정

<표 2-13> 서울시 특성관리 대상지(문화특성지역)
구 분
주거환경관리사업
특성마을
특화가로

내 용
∙
∙
∙
∙
∙
∙
∙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용도지역에 부합되는 신축, 개량, 보전 도모
시범주거지, 시범단지 등 근･현대 주거사 및 역사적 특성의 보전이 필요한 건축물의 보전･관리
오래된 주거지의 역사흔적, 생활문화유산의 보전
집성촌 등 특유의 공동체가 있는 무형의 주거지 보전
장소단위로 특화된 가로 특성이 유지･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기반시설 정비지원
주민협정(경관협정)을 통한 자율적 특성관리

자료 : 서울시(2015b).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p. 267.

(2)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법 제8조)
￭ 정비계획의 내용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며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반영하여 법정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음(도정법 제54조제3항)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4-4-3에 역사적 유물 또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보존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내 역사문화유산 내용 ❚
4-4-3. 정비구역 내 문화재 등 역사적 유물 또는 주요 시설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고, 문화적･전통적 가치가 높은 한옥 등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6-2. 정비구역 및 인근의 한옥 등 역사적 유물과 전통적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존 및 정비사업과 관련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자료 :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역사문화유산 보존･활용계획을 작성하며, 이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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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문화유산 보존사업 사례
1) 역사문화유산 조사사업
(1) 경기도 역사문화유산 조사사업
❚ 경기도 내 역사문화유산 조사사업으로는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경기옛길 프로젝트, 경기도 문화자원 총서, 경기도 메모리가 있음
￭ 도는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2004)을 통해,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전수조사 실시
￭ 과거의 조사사업은 문화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0년 이후 사업은 비지
정문화재 등을 포함해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역사문화유산 발굴로 범위를 확장하는 추세임
￭ 2010년 이후 조사사업은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
폼 개발에 주안점
❚ 조사사업별 대상･유형･시간적 범위 등이 상이하여 체계적으로 통일되지 못하는 상황
￭ 역사문화유산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며, 조사사업별 유형의 차이로
보존･활용을 위한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의 경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
드라인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역사문화유산을 수집･공유하는 경기도 메모리는 문화자원을 집성하고 문화자원의 서비스를 확대

하고자 문화자원 저장소, 재생산 플랫폼의 비전 제시
￭ 지도와 타임라인을 통한 기록물 검색이 가능하며, 사진그림류, 도서간행물류, 일반문서, 영상
음성류, 정기간행물, 포스터, 문서류 등의 자료 형태 보유
• 성남시 관련 자료는 3,935건을 소장하고 있음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유산 보존 방식 측면에서 서울미래유산과 유사함
• 서울미래유산이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취지로
디지털 아카이브와 연동된 것에 비해 경기도 메모리는 자료의 수집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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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경기도 역사문화유산 조사사업 현황
구 분
조사단체
기 간
과업특성

조사방법

조사대상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경기도
건축문화
유산
조사사업

경기도
근대문화
유산 조사
및 목록화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성균관대학교
1999~2003
2003~2004
연구기관, 대학
기존에 조사하
학술기관, 민간
지 않았던 전통
단체에 보급하여
민가를 포함한
시민인식을 바꾸
조사
기 위해 진행
∙ 문헌조사 및
전 문 가 회 의 ∙ 문헌조사, 사
례조사, 현장
통해 조사대
조사 통한 목
상 결정
록화 작업
∙ 조사단의 직
접 답사
건축물, 산업구
지정문화재, 전 조물, 생활문화
통건축물, 전통 유산, 역사유적
사찰
등 모든 근대문
화 유산(전수)
1 9 세 기 말
1945년 이전
-1970년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경기연구원

경기문화재단

2012~2013
건축자산의 디
지털화를 통한
보존 및 활용방
안 수립과 자원
활용 기반 마련

2012~현재

경기도
메모리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2014~현재

경기도
문화자원
총서
경기문화재단
2019~2020

경기도 옛길을
살려 역사문화
답사 코스 개
발･소개

경기지역 문화
유산에 대한 디
지털 아카이브

도내 문화자원
(문화공간) 분
포･보유 현황
정리

∙ 현황자료 수집
∙ 공개모집 진행
∙ 현장조사를
통한 목록화
∙ 전문기관을
통한 DB 설계

∙ 지원자 대상
으로 경기도
옛길 아카데
미를 진행
∙ 자원봉사자
답사

∙ 경기도
기관, 단체,
개인의 기록
물을 기증받
는 형식

∙ 경기도 내
시･군이 보
유한 문화공
간 등 종합

지역 자산으로
활용가치가 있
는 건축물 및 공
간환경

옛길에 인접해
있으며 답사할
가치가 있는 건축
물 및 공간환경

경기도민, 경기
도와 관련한 개
인, 기관, 단체
의 소장 자료

문화공간, 생활
문화 창작자원,
문화예술 축제

전 기간

현대

경기도 전체

경기도 전체

전 기간

경기도 전체

경기도 전체

경기도 전체

조사항목

건물명, 위치,
연대, 소유주,
집의 내력, 규
모, 배치, 건물
특징, 기타사항

분야, 종별명칭,
용도, 주소, 연
혁, 보존상태,
규모, 수리기록,
관련자, 소유주,
주변여건

선정기준

-

-

가치판단
기준

-

-

주소, 종류, 용
도, 건축주, 관리
자, 시공구분(신/
증축), 건축면적,
층수, 주동수, 구
조, 건축설명
선정위원회심사
를 통해 선정
변화발전이 가
능한 잠재적 가
치 지역 고유의
장소적 가치

조사표
사용유무
정보공유
방식
성남시
해당건수

경기옛길
프로젝트

경기도 과거 주
요 6개 도로망
인접지

-

-

규모, 축제기간,
장소, 진행회차,
주최기관, 문의
처, 홈페이지
(※ 문화예술축
제 기준)

-

-

-

-

-

-

사용

사용

사용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용

책자 발행

책자 발행

책자 발행

웹사이트

웹사이트

책자 발행

22건(민가)

4건(건축물 외)

13건(건축물)

3,935건(자료)

7건(축제)

-

주 : 경기도(2000). 비지정문화재 조사보고서, 조사건수 총106건 중 성남시 자료 0건으로 표에서 제외.
자료 : 남지현 외(2016).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문화재단(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경기도
(2004).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경기도(2013).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DB)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경기도(2014). 아름다운 경기건축 가이드북, 경기문화재단(2020). 경기도 문화자원 총서, 경
기옛길프로젝트 “https://ggcr.kr/” (2021.09.16. 검색),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 “https://memory.library.kr/”
(2021.09.16. 검색)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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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남시 광주대단지시기 건축 아카이브즈
❚ 성남시는 시의 도시 형성 역사를 담고 있는 광주대단지시기의 주요 거점 공간과 건축물을 조사
￭ 광주대단지 조성계획 단계부터 성남시 승격 전후 시기였던 1968년부터 1973년 사이에 조성된 역사
문화유산을 발굴하기 위해 건축 아카이브 구축
￭ 광주대단지시기의 역사문화유산을 조사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등기부 열람, 건축업자, 건축물 관련
개인 기록, 문서, 기사, 도면, 사진, 영상, 필름 등 유무형 자료를 수집하고, 실측 후 도면화
￭ 광주대단지 시기의 역사･문화적 특징을 잘 드러내거나, 보존가치가 크고, 멸실･훼손 가능성이 있는
주요 공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 광주대단지시기 건축물 5건과 80년대 건축물 사례 3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조사대상 선정
￭ 각 조사대상은 해당 시기의 건축 양식과 생활사적 특징을 잘 담고 있는 것으로 선정됨
<표 2-15> 성남시 광주대단지시기 건축 아카이브즈 조사 대상
구 분

광주대단지
시기 건축
사례

추가 사례

조사 대상

내 용

태평동 1761번지 주택

∙ 광주대단지시기 초기의 사례로서 1960~70년대 공영 단독 주택
을 구성하던 공간적 요소를 기반으로 최소한의 주 거 요소가
잘 구현되어 있는 사례

신흥동 5162번지 주택

∙ 내･외장재, 내부 목가구 등의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하고 건립 당
시의 공간 구성 의 변형이 거의 없는 우수한 사례

상대원동 4687번지 주택

∙ 광주대단지시기에 발현되어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시민
들이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였고 변형하였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흥미롭 고 중요한 사례

산성동 1697번지 주택

∙ 대지의 입지적 특성과 형태적 조건을 드라마틱하게 활용하여
점 포 겸용 주택으로서의 최적의 역할을 하게끔 계획된 흥미로운 사례

산성이발관(산성동 928)

∙ 정면의 얕은 공간에 이발관을, 후면부의 깊은 공간에 주택을 배치
하는 등 당시 점포 주택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줌

고려세탁소(산성동 753)

∙ 80년대 점포 주택의 전형적인 형태로 도로에 넓게 면한 부분을
점포로, 내실 및 2층 을 주택으로 사용함

단대연립(산성동 1467)

∙ 일반적인 80년대 연립 주택의 주호를 각동 2호 조합, 총 3개동
6호 조합으로 ㄷ자 형태 배치한 연립 주택의 사례

성남기능대학아파트(산성동 848)

∙ 전형적인 80년대 공동주택의 형태

주 : 추가 사례는 1980년대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
자료 : 성남시(2020). 광주대단지시기 건축 아카이브즈를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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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미래유산
❚ 서울시는 서울미래유산을 통해 지정･등록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의 중간 단계로 서울시 가이드라

인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발굴 및 관리
￭ 서울미래유산은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 역사문화적 가치는 있으나 보존되지 못하는 위기에 놓
인 근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여 489개의 미래유산을 관리하고 있음
• 근현대를 살아온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담은 자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3년도부터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획일적 보전을 위한 규제 장치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
￭ 문화예술, 정치역사, 시민생활, 산업노동, 도시관리 등 5개로 분류된 분야별 현황을 검색할 수
있으며 동영상, VR영상, 사진, 음원, 카드뉴스, 기초현황조사서 등에 따라 분류된 아카이브 구축
[그림 2-13] 서울미래유산 분야별 유형

자료 : 서울미래유산. “http://futureheritage.seoul.go.kr/web/archive/field.do” (2021.09.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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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에서는 적용대상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 서울미래유산 선정절차 : 시민･단체･전문가의 제안→수집된 미래유산 후보의 기초현황 조사→
보존위원회 심의→시민공청회→소유자 동의→최종선정
❚ 서울문화유산의 분야별 주요 내용

① 정치역사
￭ 당시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고 터만 남은 경우, 미래유산의 선정보다 표석 설치나 지도표시
수준으로 정리
￭ 동상이나 탑, 기념물의 경우, 인물에 대한 평가보다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고려해 선정
￭ 분묘는 논쟁의 소지로 미래유산 선정에서 제외

② 산업노동
￭ 개별 건조물보다 산업활동 간 상호 메커니즘이 발생되는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
￭ 개별 건조물은 서울의 도시산업사에 있어 상징성이 높은 건조물을 선정
￭ 공산품은 최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권위를 지닌 것으로 선정
￭ 산업 노동사적인 가치가 모호한 동상이나 탑, 기념물은 작품의 예술적 가치만을 고려

③ 시민생활
￭ 사업자 등록상의 개업 연도가 1970년 이전인 소매업종이고 최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표성
이 있는 경우, 가업전승, 장소의 연속성, 독특한 이야깃거리가 있는 경우 선정
￭ 집합주택은 만들어진 지 40년 이상 지난 것 가운데 최초 또는 시대별 거주 특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선정
￭ 특화거리는 형성된지 30년 이상 지났으며 독특한 지역 경관과 가로 전체에서 발생하는 상호
메커니즘이 생활사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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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관리
￭ 만들어진 후 40년 이상 지난 건조물 중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근대건축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거나 멸실･훼손 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정
￭ 서울의 도시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건조물 또는 흔적을 선정
￭ 건축거장의 건축물은 시대별 대표작 또는 인지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

⑤ 문화예술
￭ 당시의 모든 흔적이 사라지고 터만 남은 경우는 표석 설치나 지도 표시 수준으로 정리
￭ 서울의 문화예술사에 있어 주요한 인물의 가옥･작업 공간 중에서 사후 20년 이상 경과했거나
193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 작품 제작과 직접적인 활동이 머무르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난 장소를 선정
￭ 서울의 문화예술사에 있어 상징성이 높은 음악이나 문예, 연극, 판토마임은 무형의 예술적
가치만을 대상으로 선정
￭ 서울 문화예술사에 있어 상징성이 높은 장소나 건물은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선정
<표 2-16> 서울미래유산 상세분류 체계
구 분

문화예술
정치역사
시민생활
산업노동
도시관리

유형1
가로/마을
가옥
공공시설
공원/광장
교육 및 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도시기반시설
무형
문화/체육
복지/의료
상점
상징물
시장/상가
업무시설
음식점
종교

유형2
가로, 마을, 산업단지
가옥, 주택
관사, 군시설, 발전소, 청사, 취수장, 기타
공원, 광장
연구원, 학교
목욕탕, 미용실, 부동산, 사진관, 세탁소, 여관, 작명소, 한의원
고가도로, 교량, 역, 제방, 지하도, 철도, 터널, 터미널, 하수도, 하천
가곡, 기록물, 대중가요, 만화, 서울 토박이의 말, 소설, 수필, 시, 영화, 음식,
의약품, 제례, 행사, 희극
공연장, 도서관, 영화관, 체육시설, 탁구장, 기타
의료시설, 복지시설
다방, 대장간, 떡집, 방앗간, 서점, 약국, 양복점, 제과점, 철물점, 필방, 기타
기준점, 자연물, 장소, 조형물, 기타
시장, 상가
업무시설
음식점
종교시설

자료 : 서울미래유산. “http://futureheritage.seoul.go.kr/web/investigate/HeritageList.do?searchCategory=1001”
(2021.09.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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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문화유산 보전 및 관리 사례
(1) 서울시
❚ 서울시는 정비사업 흔적 남기기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지구 내 역사･문화적으로 가치있는 건축자

산을 보존하려 했으나, 현재 보류 중
￭ 개포주공1･4단지, 잠실주공5단지, 반포주공1단지 등 재건축 사업에서 70~80년도 이후의 주거
변천사가 담긴 건물 일부에 대해 존치하고 역사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계류 상태
• 서울시는 개포주공 1단지의 15동, 개포주공4단지의 429동 및 444동, 반포주공1단지
108동, 잠실주공5단지의 523동 등 총 5개 동에 대하여 생활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아
이들을 제외하고 철거 진행 중이었음
• 그러나 안전 문제와 경관 부조화, 사업성 확보 등의 문제를 바탕으로 한 주민 반발과 시정
방향이 변화하며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됨
• 개포주공1･4단지 조합에서는 기존 아파트를 역사박물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의 대안으로
새 건물 내에 재건축 이전 단지 역사 자료를 전시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
[그림 2-14] 개포주공4단지 내 흔적남기기 대상으로 존치된 429동, 445동 전경

자료 : “박원순이 남긴 ‘재건축 흔적’ 오세훈이 지운다”, 이투데이(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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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예술･역사･경관･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 중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할 경

우 멸실･훼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건축자산법｣ 시행령 [별표1])
￭ 서울시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우수 건축자산 총 11개를 선정(2020.05 기준)
•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민간 소유의 근현대 건축 자산을 임대, 사용협약을
맺어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 공유공간, 지역재생 거점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표 2-17>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등록현황
연 번

명 칭

제1호

체부동 성결교회

제2호

위 치

관리기관(부서)

등록시기

∙ 위치 : 종로구 체부동 187-1외
∙ 규모 : 지상1층(연면적 280.1㎡)

서울시
문화정책과

2017.03.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 위치 : 영등포구 문래동3가 9
∙ 규모 : 지상3층/지하1층(연면적 5,760.9㎡)

㈜대선제분

제3호

캠벨 선교사 주택

∙ 위치 : 종로구 사직동 311-32 외 1
∙ 규모 : 지상2층/지하1층(연면적 564.7㎡)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제4호

북촌 한옥청

∙ 위치 : 종로구 가회동 11-32
∙ 규모 : 지상1층(연면적 150.81㎡ )

한옥건축자산과

제5호

서울공예박물관 직물관
(舊 풍문여고 과학관)

∙ 위치 : 종로구 안국동 175-2
∙ 규모 : 지상5층(연면적 2,954㎡)

서울공예박물관

제6호

선린인터넷 고등학교 강당

∙ 위치 : 용산구 청파동3가 131-2
∙ 규모 : 지상1층(연면적 396.69㎡)

선린인터넷
고등학교장

제7호

경복고등학교 체육관

∙ 위치 : 종로구 청운동 89-9
∙ 규모 : 지상2층(연면적 1,689㎡)

경복고등학교장

제8호

돈화문로

∙ 위치 : 종로구 와룡동 139-4
∙ 건축시기 : 조선초

서울시
도로계획과

제9호

사직터널

∙ 위치 : 종로구 사직동 308-1 일대
∙ 건축시기:1967년

제10호

명동 지하상가

∙ 위치 : 중구 남대문로2가 9-9 일대
∙ 건축시기 : 1966년

제11호

공공일호 (구 샘터사옥)

∙ 위치 : 종로구 대학로 116
∙ 규모 : 지상5층/지하3층(연면적 2,025.4㎡)

2019.05.

2020.01.

㈜공공그라운드

자료 : 서울한옥포털. “https://hanok.seoul.go.kr/front/kor/assets/assetsGreat.do” (2021.10.22.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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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될 경우, 개축･수선비용 지원, 건폐율, 조경면적, 건축선, 건축물 높이
완화 적용 등 지원 혜택을 받음
• 개축, 수선 등의 건축 행위시 보조금 최대 6천만원, 융자금 4천만 원으로 총 1억원 지원21)
• 국토계획법,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주차장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하여 특례 적용
<표 2-18>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건축 특례
관련 법률

조 항

내 용

한 옥

우수 건축자산 지구단위
자산 진흥구역 계획

제76조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제한

-

-

○

○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

○

○

○

제78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

-

○

○

제2조제1항제9호

대수선의 범위

○

-

-

-

제42조

대지의 조경

-

-

△

○

제4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

-

△

○

제44조

대지와 도로의관계

-

-

△

○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

○

○

-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

○

-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

-

-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

-

-

제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

-

-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

-

-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

○

-

-

제53조

지하층

-

○

-

-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

○

○

-

제59조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

○

○

-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

○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

○

제62조

건축설비기준등

-

○

-

-

제64조

승강기

-

○

-

-

제84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

-

-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

○

-

-

제15조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

○

-

-

｢민법｣

제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기준

○

-

-

-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

○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자료 : 서울한옥포털. “https://hanok.seoul.go.kr/front/kor/assets/assetsGreat.do” (2021.10.22. 검색).

21) 융자조건 :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융자대상자 부담 : 업무수수료 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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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시
❚ 대전시는 2008년부터 정비사업 흔적남기기 사업을 추진
￭ 이를 통해 조합 설립 인가 단계부터 착공 전 단계에서 이주 전 사진과 영상을 기록하여 별도
보관하고, 신규 주거단지 내 별도의 전시･수장 공간을 확보하도록 권고22)
<표 2-19> 대전시 정비사업 흔적남기기 프로젝트 추진 방법
대 상

내 용

외부 대상(골목길, 담장, 주택 등 전경)

∙ 사진･영상 촬영, 주민 인터뷰, 배치모형 제작 등
∙ 철거되는 과정 기록을 위하여 철거 전, 철거 중, 철거 후 3회 기록

공간 내･외부(외부전경, 실내공간 등)

∙ 실측, 사진･영상(보존 내용 등) 촬영, 자료 스캔, 건축 부속물 수집 등

마을 의식주, 설화, 지명, 세시풍속, 민간신앙 ∙ 사진･영상촬영 및 문서･사진･가구 수집, 구술채록 조사 등
자료 : 대전시(2019). “정비사업 흔적남기기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대전시 동구 신흥3 재개발구역에서는 철거 아파트의 담장, 목재 문, 창틀, 손잡이, 잠금쇠 등의
폐자재를 벽면, 카페 테이블 등 모델하우스 마감자재와 소품으로 활용
[그림 2-15] 신흥3 재개발구역 폐자재를 활용한 SK뷰 모델하우스 모습

자료 : “SK건설, 신개념 견본주택 도입…디지털과 사회적 가치 접목”, 위클리오늘(19.07.18).

22) 대전시(2019)에 따르면, 용적률 인센티브는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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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원시
❚ 경상남도 창원시는 2013년부터 정비사업 시 마을흔적보전을 수립하도록 계획
￭ 사업자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인가신청을 하기 전까지 각 지역 내 대학교, 향토사
학자, 민속학자 등의 자문을 받아 마을 흔적 보전 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고 시는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 시는 사업시행자가 마을 흔적 보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
• 정비사업 추진시 기반시설 부지제공,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구조,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성능지표, 지역건설업체 참여, 중수도시설 설치, 생태면적률 40%이상
확보, 임대주택 추가건설, Social Mix, 마을흔적보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표 2-20> 창원시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사항
구 분
계
기반시설 부지제공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구조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성능지표
지역건설업체 참여
중수도시설 설치
생태면적률 40%이상 확보
임대주택 추가건설
Social Mix
마을흔적보전사업 시행

인센티브 최대치
66%
30%
10%
7%
5%
5%
5%
5%
5%
3%

자료 : 창원시(2021). “창원시 공보 제318호”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창원시는 용호5구역 용지주공2단지(용지아이파크), 용호4구역 용지주공1단지(용지더샵레이
크파크), 가음7구역(가음꿈에그린), 대원2구역(대원꿈에그린), 남산1구역(남산동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석전1구역(메트로시티 석전) 등의 정비사업에서 마을흔적보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 중23)
❚ 용호5구역 용지주공2단지는 2013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개년간 국내 최초로 마을흔

적보전사업을 시행
￭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0,72번지 일대의 용호5구역 재건축사업을 수행하면서 마을흔적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제작 및 시공까지 마무리한 사례

23)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마을흔적 보전사업 지속 추진”,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19.01.11.)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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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지주공2단지 내 간판, 놀이터, 음수대, 등나무, 우편함 등 역사와 추억이 담긴 흔적들을 리사
이클링, 업사이클링, 뉴사이클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조성
￭ 각종 조형물뿐만 아니라, 추억의 길, 마을흔적전시관을 중심으로 타입랩스 영상,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통해 옛 마을 풍경과 주민 이야기, 재건축 과정을 기록
[그림 2-16] 용지주공2단지 마을흔적보전 유형
리사이클링(Re-cycling)

업사이클링(Up-cycling)

뉴사이클링(New-cycling)

↓

↓

↓

단지입구 간판 → 홍보관 상징물

309동 옆 놀이터→초화원 조형물

308동-309동 사이 음수대→조형물

자료 : 민성기, 김수경, 한창준(2017).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만드릭 – 창원 마을흔적보전사업의 환경조형물을 중심으로”를 재구성.

❚ 2018년 준공된 대원2구역 재건축사업은 커뮤니티센터에 50평 규모의 마을흔적관을 마련
￭ 마을의 역사, 아파트의 역사, 생활의 흔적, 자연과 삶의 흔적, 사람들 이야기, 동양상가의 추억,
오래된 풍경 등 7개 테마를 바탕으로 마을 흔적을 전시하고, 이야기를 담은 조형물 설치
[그림 2-17] 대원2구역 마을흔적보전사업 사례

마을흔적관 내 전시풍경

흔적 상징물 ‘접시꽃 당신’

자료 : 한화건설 공식블로그. “http://blog.hwenc.co.kr/615” (2021.10.29. 검색).

48

제2장 관련 법･제도 및 사례

제

3장

성남시 관련 현황 및
시민 의식조사
1.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2. 성남시 역사문화유산 현황
3. 역사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성남시민 의식조사

제

3장

성남시 관련 현황 및 시민 의식조사

1.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1) 도시정비사업
(1) 일반 도시정비사업
❚ 2021년 1분기 기준, 성남시 내 도시정비구역은 총 38개소
￭ 도시정비사업 중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30개소로 총 79%의 비중을 차지
• 전체 도시정비구역 38개소 중 주택재건축사업이 18건인 47%, 주택재개발사업이 12건인
32%, 주거환경관리사업은 4건인 1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각각
2건인 5%를 차지
￭ 정비예정구역을 제외하고 사업추진 단계를 넘어선 대상지는 총 24개소로, 이 중 10개소인
42%가 준공됨
• 사업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이 9개소로 가장 많으며, 그 중
22%(2개소)가 준공
•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은 총 7개소가 사업 추진 중이며, 그 중 71%(5개소)가 준공 완료됨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2개소는 모두 준공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4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2개소)는 사업 추진 중이며, 그
중에서 주거환경관리구역 1개소는 준공 완료됨
￭ 성남시의 정비예정구역 14개소는 모두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구성됨
• 주택재건축 사업구역이 11개소,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이 3개소로 총 14개 도시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음
￭ 준공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사업 추진 중인 대상지는 총 14개소이며,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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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소로 절반을 차지함
<표 3-1>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추진 현황(2021년 1분기)
정비
예정
구역

(단위 : 개소)

추진 현황

구 분

합계

주택재개발

12

3

주택재건축

18

주거환경개선

소계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착공

9

2

0

0

1

1

3

11

7

0

0

2

0

0

0

2

0

2

0

0

0

0

0

0

주거환경관리

4

0

4

0

0

0

0

0

3

도시환경정비

2

0

2

0

1

0

0

1

0

합 계

38

14

24

2

1

2

1

2

6

자료 : 경기도 도시재생과 내부자료(2021a). “정비사업 통계(2021년 1분기)”.

(2)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
❚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은 총 8개소임
￭ 도시정비사업 중 해제된 사업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3개소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5개소로 총 8개소임
￭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 중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은 총 2개소로 모두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구역임
<표 3-2>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해제 현황(2021년 1분기)
구 분
도시재생사업 추진 여부

(단위 : 개소)

합 계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

-

2

미추진

6

3

3

8

3

5

합 계

자료 : 경기도 도시재생과 내부자료(2021b). “정비구역 해제 및 조합등 취소 현황(2021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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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시행 및 해제구역

자료 : 연구진 작성.

2) 도시재생사업
(1) 일반 도시재생사업
❚ 2016년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일반지역으로 성남시 1개소 지정
￭ 2016년에 지정된 전국의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 33개소 중 1개소가 성남시에 위치
￭ 태평2･4동 지역은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지로, 주민주도형 주거지 정비를 통한 성남 노후
주거지 재생거점을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및 태평4동 일원에 위치하며, 총면적은 177,400㎡임
• 사업비는 국비 110억 원, 지방비 291.7억 원, 공기업 116억 원 등 총 517.7억 원
• 주요 단위 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① 건축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및 운영: 자발적인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한 주민 공모 사업 시행
②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주도의 재생사업 유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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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년임대주택 및 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청년 증가와 창업을 통한 지역 자립 기반 확보
④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설립, 기존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등
⑤ 도로 확폭 및 주차장 조성사업: 도로 확폭 및 시유지를 활용한 친환경 노외주차장 조성

[그림 3-2] 성남시 태평2･4동 도시재생 일반지역 사업계획도

자료 :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www.ggursc.or.kr/?article=sub01_03_02&category=&p=
read&read=3&page=&where=&keyword=” (2021.09.01. 검색).

(2) 도시재생 뉴딜사업
❚ 성남시는 2019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됨
￭ 경기도 내에서 2017년부터 2020년간 지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48개소 중
성남시에는 1개소가 선정됨
￭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종으로, 창업, 문화복지, 주택 등의 복합산업공간
조성을 통한 근로환경 향상 및 산업단지 활성화와 근로자 종합복지관 이전을 통한 지원시설 확충
및 지역사회 공공편의 제공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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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52-1 일원에 위치하며, 총면적은 13,563㎡임
•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지방비 70억 원, LH･민간 리츠 방식 등 2,376억 원으로 총 2,496억 원
• 대상지인 성남일반산업단지(성남하이테크밸리) 조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① 산업시설 ZONE: 지역산업혁신센터, 스타트업Lab 등
② 지원시설 ZONE: 크리에이티브라운지, 스마트공유 오피스, 북카페, 어린이집, 문화시설,
F&B, 스포츠시설 등
③ 주거시설 ZONE: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청년근로자 임대주택) 194호
④ 도시재생정보사업: 근로자종합복지관
[그림 3-3] 성남시 상대원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사업계획도

자료 :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www.ggursc.or.kr/?article=sub01_03_04&category=&p=
read&read=35&page=&where=&keyword=” (2021.09.01. 검색).

제3장 성남시 관련 현황 및 시민 의식조사

55

(3) 경기도 자체 도시재생사업
❚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성남시내 2개소에서 추진
￭ 경기도는 2013년부터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계획수립비 등을 지원 중
• 계획수립비를 30:70(도:시･군) 비율로 지원하되,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총
사업비의 30% 범위에서 도비 지원
￭ 성남시의 경우, 2013년부터 단대지구, 2015년부터 수진2지구의 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음
• 단대지구는 ’18년 12월 준공되었고 수진2지구는 ‘21년 12월 사업준공 예정
<표 3-3> 성남시 내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현황
지구명
단대

수진2

∙
∙
∙
∙
∙
∙
∙
∙

사업개요
행복 UP 활력 UP DAN(단)
수정구 단대동 177일원(49,265㎡)
2015~2018, 자체(LH) 1,159백만원 편성
안전길조성, 안전시설 강화, 커뮤니티센터,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래뜰마을’
수정구 수진동 3257 일원(35,214㎡)
2017~2021
쉼터조성,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주차장, 도로확폭, 전선지중화, 안
심동네 만들기 등

총사업비(백만원)
합계
4,988
국비
2,494
도비
748.2
시비
1,745.8
합계
6,000
국비
1,859
도비
900
시비

3,241

추진현황
’18.12.
사업준공

’21.12.
사업준공
예정

자료 :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gg.gg.go.kr/archives/category/gg-information-m03/gg-information-m03-552?s_category=9235&ggd
_term_id=9235&page” (2021.09.01. 검색).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총 18개소
￭ 성남시가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각 활성화계획의 방향 등을 제시
￭ 성남시에 지정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18개소임
• 수정구 9개소(태평1-1, 태평3-2, 태평 2-2, 태평4-2, 수정로, 태평2-4, 수진2, 산성대로,
단대논골), 중원구 5개소(은행2, 일반산단, 금광2-1, 금광2-2, 상대원2), 분당구 4개소
(야탑3, 야탑밸리, 수내3, 오리역세권)로, 원도심이 있는 수정구와 중원구에 14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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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며 유형으로는 근린재생 일반형이 12개소로
가장 많음
<표 3-4> 성남시 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진현황
지 역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지구명

재생유형

면적(㎡)

추진사업

보유자산

태평1-1

근린재생일반형

153,000

준주거지역 내
상권활성화 사업

태평1주민센터, 수정경찰서

태평3-2

근린재생일반형

142,000

-

태평3주민센터, 태평3복지회관

태평2-2

근린재생일반형

125,500

-

-

태평4-2

근린재생일반형

150,500

-

태평4주민센터, 태평4복지회관

수정로

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

286,000

태평2-4

근린재생일반형

177,400

수진2

근린재생일반형

145,740

산성대로

근린재생일반형

170,219

도시재생사업

종합시장, 신흥역 지하상가

단대논골

근린재생일반형

137,474

도시재생사업

논골 작은도서관, 상원여자중학교,
단대119안전센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은행2

근린재생일반형

181,078

도시재생사업

은행2주민센터, 은행2사회복지관

성남일반
산단

경제기반형

국토부 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성남일반산업단지

금광2-1

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

112,700

-

금광시장, 성남중앙병원

금광2-2

근린재생일반형

276,700

-

중원어린이도서관, 금광2주민센터

상대원2

근린재생일반형

118,000

-

상대원2복지회관

야탑3

근린재생일반형

141,400

-

야탑3주민센터, 야탑경로당

야탑밸
리

경제기반형

187,500

중기청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분당 테크노파크

수내3

근린재생일반형

153,000

-

수내고등학교, 녹색경로당

오리역
세권

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

450,200

중기청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농수산물유통센터, LH오리사옥

1,759,000

수정로 상권
활성화사업
태평2, 태평4
맞춤형 정비사업
수진2 맞춤형
정비사업

현대시장, 신흥시장, 외국인복지원센터
태평2복지회관, 다복경로당
성남수정초교, 성남소방서 등

자료 :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자료- (2020.11.23).
“https://www.sncouncil.go.kr/attach/record/SEONGNAM/appendix/a08/A0031192.pdf” (2021.09.0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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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및 활성화지역 대상지

자료 : 연구진 작성.

3)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1) 가로주택정비사업
❚ 2021년 8월 기준으로 성남시에서 시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0개소로 조사됨
￭ 2021년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수정구 1개소, 중원구 9개소로 총
10개소
￭ 현재 성남시 내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부분 초기 단계로 파악됨
•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는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 청산 순
• 그 중에서 2020년 건축심의를 받은 삼두아파트, 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하고는
9개의 모든 사업대상지가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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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성남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지 역
수정구

중원구

사업명

면적(㎡)

용도지역

현재 추진단계

비 고

단대동 53-1번지

4,188

제2종일반주거지역

조합설립인가

’21 조합설립인가

삼두아파트, 은영빌라

3,930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심의

’20 건축심의

하대원동 220-1번지

5,744

제2종일반주거지역

조합설립인가

’21 조합설립인가

성남동 2801번지

3,745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조합설립인가

’21 조합설립인가

금광동 3335번지

7,952

제2종일반주거지역

조합설립인가

’21 조합설립인가

금광동 3289번지

8,099

제2종일반주거지역

조합설립인가

’21 조합설립인가

금광동 4232번지

8,350

제2종일반주거지역

조합설립인가

’21 조합설립인가

금광동 3936-1번지

5,294

제2종일반주거지역

조합설립인가

’21 조합설립인가

금광동 4246번지

5,700

제2종일반주거지역

조합설립인가

’21 조합설립인가

금광동 2950

6,844

제2종일반주거지역

조합설립인가

’21 조합설립인가

자료 :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ongnam.go.kr/city/1002188/11427/contents.do” (2021.08.31. 검색).

(2) 소규모재건축사업
❚ 2021년 8월 기준으로 성남시내 1개소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추진 중
￭ 성남시 원도심에 위치한 삼남아파트에서 시행 중인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2021년 8월 23일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됨
<표 3-6> 성남시 내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현황
지 역
중원구

사업명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위 치

면적(㎡)

현재 추진단계

하대원동 119번지

2,670.4

사업시행계획인가

비 고
’21 조합설립인가

자료 : “삼남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한국주택경제(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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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성남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자료 : 연구진 작성.

[그림 3-6] 성남시 원도심 도시정비 관련 사업 대상지 총괄도

자료 :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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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남시 역사문화유산 현황
1) 지정･등록문화재 현황
❚ 성남시 문화재는 국보를 포함한 유･무형문화재 등 총 60건이 등록24)
￭ 성남시 문화유산은 종목별로 국보 5건, 보물 30건, 국가등록문화재 4건, 시･도유형문화재 10
건, 시･도무형문화재 2건, 시･도기념물 6건, 문화재자료 3건 등 총 60건의 문화재자료가 등록
￭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는 문화유산을 유적건조물, 유물, 기록유산, 무형문화재, 자
연유산, 등록문화재의 6개 유형 분류로 DB 구축
• 유적건조물 : 봉국사대광명전, 수내옥가옥(이택구가옥) 등 10건
• 유물 : 숙빈최씨 소령원도, 월중도, 아국여지도 등 10건
• 기록유산 : 조선왕조실록 봉모당본, 통감속편, 동의보감 등 34건
• 무형문화재 : 나전칠기장, 대목장 등 2건
• 자연유산 : (해당 없음)
• 등록문화재 :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백용성 선사 만일선회 방함록 등 4건
￭ 역사유산(흔적)남기기에 해당되는 유적건조물인 지정･등록문화재 10건 중 7건이 무덤(묘, 묘
역, 묘비)관련 문화재로 보유 문화재는 빈약한 상태임
• 유적건조물에서 무덤 관련 문화재 제외시 : 불전 1건, 봉수 1건, 가옥 1건
<표 3-7> 성남시 지역문화재 기본정보
종 목
국보

보물

명 칭
조선왕조실록 봉모당본
통감속편
동의보감
월인천강지곡 권상
이십공신회맹축 -보사공신녹훈후
이충원 호성공신교서
대방광불화엄경소
권21, 24
대불정다라니

분 류
기록유산/전적류/전적류/전적류
기록유산/전적류/활자본/금속활자본
기록유산/전적류/활자본/금속활자본
기록유산/전적류/활자본/금속활자본
기록유산/전적류/필사본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수량･면적
6책
24권6책
25卷25冊(赤裳山史庫本)
1책(71장)
1축
1축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사찰본

2권 2첩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사찰본

1권 1첩

24) 경기문화재단(2020). 경기도 문화자원 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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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종 목

보물

명 칭
약사유리광여래본원 공덕경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 심지계품 제10의하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조온 사패왕지
입학도설
기묘제현수필
기묘제현수첩
손소 초상
국조정토록
이십공신회맹축 - 영국공신녹훈후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권상1의1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
엄경 권2, 10
숙빈최씨 소령원도
월중도
아국여지도
영조어필 - 숙빈최씨사우제문원고
영조어필 - 숙빈최씨소령묘갈문원고
정조어필 - 시국제입장제생
송준길 행초 동춘당필적
박세당 필적 서계유묵
박사익 초상
김응남 호성공신교서 및 관련 고문서
조선왕조의궤
협주명현십초시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

박동형 초상 및 함

유물/일반회화/인물화/초상화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

기록유산/전적류/필사본

지정조격 권1∼12, 23∼34
봉국사대광명전
경기도 망경암마애여래좌상
유형 만력기축 사마방목
문화재 박동량 호성공신교서
영가대사증도가남명천선사게송2책

분 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사찰본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사찰본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사찰본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
기록유산/서간류/시고류/시고
기록유산/서간류/시고류/시고
유물/일반회화/인물화/초상화
기록유산/전적류/활자본/기타활자본류
기록유산/전적류/전적류/전적류
기록유산/전적류/활자본/금속활자본

1권 1책
2권 1책
1폭
1책
1첩
1첩
1폭
2권 1책
1축
1책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간경도감본

2권 2책

유물/과학기술/천문지리기구/지리
유물/과학기술/천문지리기구/지리
유물/과학기술/천문지리기구/지리
기록유산/서간류/서예/서예
기록유산/서간류/서예/서예
기록유산/서간류/서예/서예
기록유산/서간류/서예/서예
기록유산/서간류/서예/서예
유물/일반회화/인물화/초상화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
기록유산/전적류/전적류/전적류

4종
1첩
1첩
1첩
1점
1점
1첩
3첩
1점
교서 1축, 교지 1점
291건 384책
권 3책(권상 34장, 권중 44장, 권하
39장, 발문 2장)
2건 4점
1건 3점(도형 기미본 1점, 정간
기미본 1점, 정간 신유본 1점)
2책
56㎡
1좌
1책
1권
2책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
유적건조물/종교신앙/불교/불전
유물/불교조각/석조/불상
기록유산
기록유산/문서류
기록유산

수량/면적
1권 1책

주1 : 성남시 문화재 정보에서는 매듭장, 가야금산조, 태평무 등 3건과 국가무형문화재, 남한산성 1건의 사적, 16건의
시향토문화재를 추가로 포함하여 게시 (참고: 성남시 홈페이지.
“https://www.seongnam.go.kr/city/1000283/10176/contents.do” (2021.09.25. 검색).)
주2 : 5-1의 [표 5-4]에서는 성남시 문화재 정보를 반영함 (해당 표는 문화재청 자료 기준).
자료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RegionList.do?s_ctcd=31&ccbaLcto=
12&pageNo=1_1_3_1” (2021.09.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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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지정문화재 현황
❚ 개별자원으로의 건축자산에 속하는 근대건축물은 전통 민가 22건으로 경기도 전체 조사대상 민

가의 1.8%25)
￭ 경기도문화재단 주도로 경기도내 민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발행･보급된 경기도 건축문화유
산에 수록된 성남시 소재 건축물은 1945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중 비교적 전통 가옥의
원형을 유지하는 민가와 이후에 지어진 것 중 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 선별됨
￭ 조사된 민가들은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에 분포되었고 주로 수정구에 집중
• 수내동가옥을 제외한 민가들은 비지정문화재임
<표 3-8> 성남시 근대기 민가(경기도 건축문화유산 기준)
지 역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마 을
외동마을
안골마을
사촌마을
샘골마을
샘골마을
적푸리마을
적푸리마을
적푸리마을
모랫말마을
깊은골마을
창말마을
섬말마을
사기막골마을
속말마을
속말마을
보들마을
되룬리마을
욋뫼루니마을
양지말마을
안말마을
너분바위마을

가옥명
이종근가옥
강사권가옥
임상균가옥
송종문가옥
염홍철가옥
용환린가옥
이덕열가옥
이준열가옥
홍인표가옥
이상만가옥
배명례가옥
김병호가옥
김석배가옥
홍을순가옥
이영학가옥
신문식가옥
이훈상가옥
수내동가옥, 이택구가옥
이종복가옥
이갑복가옥
과수원집
이용학가옥

주 소
금토동 320
복정동 140-2
사송동 682
사송동
사송동
상적동 14-5
상적동
상적동
시흥1동 40-3
심곡동 371
창곡동 209-6
도촌동 1004
상대원동 13
여수동 376-8
여수동
상평동 237
석운동 51
수내동 84
운중동 286
율동 301
이매동
판교2동 207

연 대
1945년 이전(거주자증언)
미상(일제시대 추정)
1907년(상량문)
해방이전(거주자증언)
해방이전(거주자증언)
한국전쟁 이후
1945년(상량문)
1896년(상량문)
1900년 초기(거주자증언)
1936년(상량문)
1947년(상량문)
1913년(상량문)
1917년(상량문)
1889년 또는 1949년 (상량문)
해방이전(거주자증언)
1934년(상량문)
안채 1938년(상량문)
19세기 말
1936년(상량문)
1946년(상량문)
1945년 이전(거주자증언)
1942년(상량문)

주: 수내동가옥, 이택구가옥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78호.
자료 : 경기문화재단(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25) 경기문화재단(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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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과정에서 경기도 전역의 건축물, 산업구조물, 생활문화유

산, 역사유적 등 근대문화유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남시 문화유산은 5건26)
￭ 5건 중에서 경기도 유형문화재는 1건이고 비지정문화재는 4건이며, 이는 교육시설 1건, 생활
유산에 해당하는 건축물 1건과 기타 1건, 인물유적에 해당하는 활동근거지 1건임
• 해당 근대문화유산은 성남시 수정구에 집중
<표 3-9> 성남시 근대문화유산(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기준)
지 역

구 분
건축물

수정구

분당구

명 칭

교육시설
건축물

생활문화
유산

기타

인물유적 활동근거지

건립년도

특 징

왕남초등학교

1960년대 추정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현)창고 원)금토동정미소

1960년대 추정

지상1층 조적조, 슬레이트지붕

망경암마애여래좌상

1897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망경암칠성대중수비

1898년

성루도비꼬성지

1866년

주 : 성루도비꼬성지는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에 성남시 수정구 소재지로 되어 있으나 카톨릭 성지 자료.
“https://maria.catholic.or.kr/sa_ho/list/view.asp?menugubun=holyplace&ctxtOrgCode=71&Orggubun=71&ctxtOr
gNum=2377” (2021.09.25. 검색)에 의하면 분당구 운중동 국사봉 근처로 확인됨.
자료 : 경기도(2004),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 아름다운 경기건축에 선정된 건축명소 230개 중 5.7%인 13건이 성남시에 위치27)
￭ 도민 공모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선정된 경기도 건축명소 중 13건이 성남시에 위치
• 경기도 건축명소 : 경기도에 소재한 현대, 근대, 역사건축물 및 공간환경 중에서 건축적
또는 그 장소적 가치의 품격과 품질이 우수하여 지역 건축자산으로서 홍보, 기록, 보존,
교육, 활용 등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과 공간 환경으로 경기도 건축명소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과 공간 환경
• 장소적 가치가 있는 지역 건축자산 : 지역의 고유한 역사나 공간적 중심적 중심성, 정체성,
상징성 등 지역적 맥락이 있는 건축, 미래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거나 지역민의
사회적･문화적 요구에 의해 변화･발전 가능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 또는 단일 건축물
이외에 집합적･공간적으로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장소
￭ 아름다운 경기건축에 따른 성남시의 건축명소는 모란민속5일장을 제외하고 분당구에 집중

26) 경기도(2004),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27) 경기도(2014). 아름다운 경기건축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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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성남시 건축명소(아름다운 경기건축 기준)
지 역
중원구

분당구

명 칭
모란민속5일장
수내동가옥(이택구가옥)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할렐루야교회
율동공원
가나안교회
코리아디자인센터
르 씨뜨 빌모트
이우학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SK텔레시스판교연구소
여천재
지노하우스

분 류
기타(재래시장)
주거･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종교･재례시설
자연･휴양시설
종교･제례시설
교육･연구시설
주거･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주거･숙박시설
주거･숙박시설
업무･생산시설

연 도
1960년대
조선시대후기
1983년
1995년
1999년
2001년
2001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0년

수 상
문화재 자료 제78호(1989)
한국건축가협회상, 본상(1983)
경기도 건축문화상11회, 대상(2006)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 본상(2001)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 본상(2002)
한국건축가협회상, 본상(2005)
경기도 건축문화상15회, 은상(2010)
경기도 건축문화16회, 대상(2011)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준공부문, 본상(2010)

2011년

한국건축가협회상, 올해의 건축BEST7(2011)

자료 : 경기도(2014). 아름다운 경기건축 가이드북를 참고하여 작성.

￭ 문화재에 해당하는 수내동가옥(이택구가옥)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건은 시간적 범위가 현대
건축에 해당
• 역사건축 : 국가 지정 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 향토자료 등의 문화재 중에서
선정된 역사 건축물과 역사 공간환경
• 근대건축 : 국가 지정 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 향토자료, 등록문화재 등의
문화재와 전문가가 추천한 비문화재 중에서 선정된 근대 건축물과 근대 공간환경
• 현대건축 : 현대에 조성되었으나 건축적･문화적 가치를 보유하고 선정과정을 거쳐 선정된
현대 건축물과 현대 공간환경
[그림 3-7] 주요 건축의 범위

건축물(군)

공간환경

자료 : 경기도(2013).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DB)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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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를 통과하는 영남길이 2015년도에 개통되어 역사적 고증을 토대로 한 경기도의 옛길을

역사문화탐방로로 연결 가능
￭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옛길센터를 통해 발굴･관리되고 있는 역사문화탐방로는 총 6개로 성남이
포함된 116km의 영남길은 구간에 따라 성남시의 문화유산 포함
• 경기옛길 : 삼남길, 의주길, 영남길, 평해길, 경흥길, 강화길
• 지역의 문화유산과 민담, 설화, 지명유래와 같은 스토리텔링이 담겨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조성
￭ 영남길은 10개 길 중 제1길에서 제3길 초입까지 성남시를 관통하고 있음
<표 3-11> 영남길의 역사문화탐방로 코스
길

탐방로명

제1길

달래내고개길

제2길

낙생역길

제3길

구성현길

제4길

석성산길

제5길

수여선옛길

제6길

은이성지
-마애불길

제7길

구봉산길

제8길

죽주산성길

제9길

죽산성지순례길

제10길

이천옛길

테 마
주요 코스
한양에서 부산으로 가는 영남대로의 첫 관문
청계산옛골-천림산봉수지-금토천-판교박물관-판교크린타워-성남항일의병기
념탑-백현동-분당구청
永樂長生之地(영락장생지지)에서 유래한 낙생역
분당구청-수내동 고가(중앙공원)-불곡산
고구려에서 명명한 옛 용인의 중심 구성현
불곡산출구(무지개마을)-탄천-구성역-마북동 석불입상-민영환 묘소-용인향교
-법화산-동백호수공원
용인의 진산 석성산
동백호수공원-석성산 등산로-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
수여선이 지나던 수여선 옛길
용인문화복지행정타운-금학천-용인중앙시장(김량장역)-봉두산-양지면 남곡리
김대건 신부의 은이성지, 문수산의 마애보살
양지면 남곡리-은이성지-문수산-법륜사-용인농촌테마파크-내동 연꽃마을-원
삼면 독성리
영남길 최고의 풍광, 구봉산길
원삼면 독성리-둥지박물관, 오토캠핑장-구봉산-정배산-드라미아-조비산-백
암면 석천리 황새울마을
화려한 고려문화의 향기, 죽주산성길
백암면 석천리 황새울마을-비봉산-죽주산성-매산리 석불입상-봉업사 당간지
주-죽산면소재지
잊은 터로 불리게된 천주교 순교성지, 죽산성지
죽산면소재지-죽산성지-일죽면 장암리-일죽면 화봉리-일죽면 금산리
충청도로 이어지는 경기도 영남길의 마지막 구간
일죽면 금산리-율면 산양리-부래미마을(석산리)-어재연 장군 생가

자료 : 경기옛길프로젝트 “https://ggcr.kr/?pg=10002&pgView=yeongnam&lNumber=4” (2021.09.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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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용인시,
안성시
안성시
안성시,
이천시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보존제도 개선 연구

￭ 영남길에 속하는 성남시 문화유산은 천림산 봉수대(경기도 기념물 제179호), 낙생대공원(성남시
향토문화재 제12호, 판교박물관(판교역사공원), 수내동 가옥(성남시 문화재자료 제78호) 등이 있음
￭ 점으로 산재되어 있던 문화유산을 선으로 연결하면 옛길을 걸으며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도록
조성 가능
• 옛길 안내표식 : 안내리본, 부착형 안내표식, 종합 안내표지판, 구간 안내표지판, 입석
방향표지판, 스토리보드, 기타 안내표식, 스탬프함
• 옛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 및 완주인증 신청 등을 통해 시민참여 유도
[그림 3-8] 영남길의 성남시 문화유산

천림산 봉수대

낙생대공원

판교박물관

수내옥 가옥

자료 : 경기문화재단(2021). 경기옛길 가이드북 & 패스포트.

❚ 잠재자원인 무형 생활유산에 해당하는 성남시의 문화예술축제는 총 7건
￭ 경기도 내 문화예술축제 181건 중 7건의 축제가 성남시에서 개최되고 있음
╺ 경기관광대표축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와 예비문화관광축제에는
해당되지 않음
<표 3-12> 성남시 문화예술축제 현황
명 칭

축제기간

장 소

주최기관

모란오거리 페스티벌

10월경

모란오거리쉼터

성남동 상가번영회

벌터산축제

4월경

벌터산공원

벌터산축제 추진위원회

분당구민 한마음 축제

10월경

야외공연장 중앙공원

분당 아트페스티벌위원회

수정숯골축제

9월경

성남초교

수정숯골축제 추진위원회

은행골한마음잔치

10월경

은행2동 초등학교

은행골한마음잔치 추진위원회

중원한마당축제

9월경

신구대운동장

중원한마당축제 추진위원회

청계산철쭉축제

4월경

옛골입구

청계산철쭉축제 추진위원회

자료 : 경기문화재단(2020). 경기도 문화자원 총서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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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성남시민 의식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역사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성남시민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성남시에 거주 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
￭ 성남시의 도시정비사업 시 역사문화유산 보존제도 개선에 대한 성남시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된 표본은 총 558명
<표 3-13> 설문조사 설계 개요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유효표본

표본 오차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2021년 8월

558명

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4.38%p

자료 : 연구진 작성.

￭ 성별, 연령, 원도심 거주여부, 주택 및 주거 특성 등 응답자 특성과 도시정비 사업시 역사문화
유산 남기기에 대한 인식 및 선호를 조사
<표 3-14> 설문조사 구성 내용
구 분
응답자 특성

역사문화유산 보존제도에 관한 인식

역사문화유산 보존제도에 관한 정책 선호

내 용
∙ 성별, 연령, 거주지역(원도심 거주 여부)
∙ 주택 유형, 점유형태, 거주기간

∙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역사문화유산 훼손 인식 및 필요성
∙ 도시정비사업 시 역사문화유산 남기기에 대한 찬반 의견
∙
∙
∙
∙

자료 :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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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유산 보존 방식 및 시설 활용 방식
보존이 필요한 역사문화유산
도시정비사업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우선 추진 및 지원사항
역사문화유산 보존 주체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보존제도 개선 연구

❚ 설문 응답자의 36.6%가 원도심에 거주 중이며 52.3%가 자가 거주 중
￭ 성비는 남자 50.9%, 여자 49.1%로 비슷하게 나타남
￭ 연령은 40대와 50대가 각 24%로 가장 많으며, 60대 이상이 10%로 가장 적음
￭ 주택 유형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이 57.5%로 가장 많으며, 연립･다세대주택에 24.9%,
단독･다가구주택에 15.9%씩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점유형태는 자가 52.3%, 전세 33.7%, 월세 12.9%로 자가 거주자가 가장 많음
￭ 주택 거주기간은 5년 미만이 47.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5>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전 체
거주지역
성 별

연 령

주택유형

점유형태

주택 거주기간

비 율
558

100.0

원도심

204

36.6

원도심 외

354

63.4

남성

284

50.9

여성

274

49.1

20대

114

20.4

30대

120

21.5

40대

134

24.0

50대

134

24.0

60대 이상

56

10.0

단독･다가구주택

89

15.9

연립･다세대주택

139

24.9

아파트

321

57.5

기타

9

1.6

자가

292

52.3

전세

188

33.7

월세

72

12.9

기타

6

1.1

5년 미만

263

47.1

5년 이상 10년 미만

123

22.0

10년 이상

172

30.8

자료 :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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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결과
(1)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남기기에 대한 인식 조사
❚ 성남시의 도시정비사업에 의하여 역사문화유산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5.4%로 높음
￭ 성남시의 도시정비사업에 의하여 역사문화유산이 훼손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비율(보통이
다+그렇다)이 65.4%로 과반 이상을 차지
￭ 원도심(61.7%)보다는 원도심 외 지역(67.5%)에서 역사문화유산 훼손 가능성을 인식하는 비
율이 5.8%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가 거주자(63.7%)보다 임차 거주자(67.0%)의 훼손 가능성 인식 비율이 높음
[그림 3-9]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훼손 가능성

(단위 : %)

자료 : 연구진 작성.

<표 3-16>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훼손 가능성
지 역

그렇지 않다

전 체
거주지역

점유형태

보통이다

그렇다

훼손 가능성
인식 비율

5점 평균

34.6

25.6

39.8

65.4

3.02

원도심

38.2

23.5

38.2

61.7

2.98

원도심 외

32.5

26.8

40.7

67.5

3.04

자가

36.3

22.3

41.4

63.7

3.00

임차

33.1

28.5

38.5

67.0

3.03

주 : 훼손 가능성 인식 비율은 ‘보통이다’와 ‘그렇다’를 합산한 값.
자료 :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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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유산 보존 주체로는 성남시민 90% 이상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특히 ‘성남시’를 주체로 인식
￭ 앞으로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주도해야 하는 기관으로 성남시(지자체)가 48.7%로 가장 높고,
이어서 중앙정부(22.9%), 경기도(22.2%) 순
￭ 원도심 지역(53.9%)이 원도심 외 지역(45.8%)보다 성남시를 역사문화유산 보존 주체로 인식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원도심 거주자의 98%가 성남시를 포함한 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
￭ 자가 거주자(95.5%)가 임차 거주자(92.3%)보다 정부 주도의 역사문화유산 남기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성남시의 비율이 50.7%로 가장 높음
[그림 3-10] 역사문화유산 남기기의 주체

(단위 : %)

자료 : 연구진 작성.

<표 3-17> 역사문화유산 남기기의 주체
지 역

정부(소계)

전 체
거주지역

점유형태

(단위 : %, 점)

성남시

중앙정부

경기도

민관협력

비영리법인

조합

93.9

48.7

22.9

22.2

3.0

1.6

1.1

원도심

98.0

53.9

21.6

22.5

1.0

1.0

0.0

원도심 외

91.5

45.8

23.7

22.0

4.2

2.0

1.7

자가

95.5

50.7

21.2

23.6

2.4

1.4

0.7

임차

92.3

46.5

25.0

20.8

3.5

1.9

1.5

주 : ‘정부(소계)’ 항목은 성남시, 중앙정부, 경기도 응답을 합산한 값.
자료 :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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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역사문화유산 남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28)
￭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추진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보통이다’ + ‘필요하다’)
이 92.3%(평균 3.83점/5점)
￭ 역사문화유산 보존에 찬성(‘보통이다’+‘찬성한다’)하는 비율이 93.7%(평균 3.89점)
￭ 원도심 거주자들이 원도심 외 지역 거주자들보다 역사문화유산 남기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97.1%로 더 높고, 부정적 인식은 2배 이상 작은 편
[그림 3-11]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남기기에 대한 인식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추진 필요성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찬반 의견
자료 : 연구진 작성.

28)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시민들이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할 확률이 높으므로, 긍정적으로 답할 확률을 감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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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거주자의 경우, 역사문화유산 남기기의 필요성에 대해 임차 거주자(6.9%)보다 부정적
(8.6%)인 편이나,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2.6%으로, 오히려 임차가구
(72.3%)보다 많음
￭ 역사문화유산 남기기에 대한 인식 또한 자가 거주자(7.2%)가 임차 거주자(5.4%)보다 부정적
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극적 반대와 적극적 찬성 의견 모두 자가 거주자가 임차 거주자보다
높게 나타나, 자가 거주자 간 의견이 양극화
[그림 3-12] 점유형태별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남기기에 대한 인식

(단위 : %)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추진 필요성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찬반 의견
자료 :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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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은 성남시 내의 모란시장, 탄천, 산림, 중앙공원 등 전통 시장과 자연환경에 대해 보존이

필요한 역사문화유산으로 인식
￭ 성남시민 중 30.5%는 남한산성을 성남시의 역사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보존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탄천(4.1%), 산림(2.2%), 중앙공원(2%), 전통시장(1.3%), 옛길(1.3%), 영장산(1.1%), 하천
(1.1%), 율동공원(0.9%) 등 자연환경을 역사문화유산으로써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양하
게 나타남
￭ 모란시장(2.3%), 전통시장(1.3%) 등 전통시장을 역사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존하기를
바라는 의견도 존재
[그림 3-13] 성남시 내 보존이 필요한 역사문화유산 키워드

주 : 남한산성의 경우 경기도 광주시에 속하지만, 성남시민들에게도 지역역사문화유산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 설문조사 주관식 응답 결과를 워드클라우드(http://wordcloud.kr/)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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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남기기에 대한 정책 선호도 조사
❚ 역사문화유산 보존 방식으로는 원형 유지를 가장 선호
￭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방식으로 현재 남아 있는 상태로 원형 유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45.9%
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 문서, 도면, 사진, 영상 등 기록 보존(16.5%), 외부형태는 원형으로
유지하고 내부만 리모델링(11.6%), 옛것에 새로운 것을 추가해 증축(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4] 적합한 역사문화유산 보존 방식

(단위 : %)

자료 : 연구진 작성.

￭ 원도심 거주자가 원형 유지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48.5%)으로 나타남
￭ 자가 거주자(17.8%)의 경우, 임차 거주자(5.8%)에 비해 기록 보존 방식을 12%p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8> 적합한 역사문화유산 보존 방식

(단위 : %)

지 역

그대
원형 유지

문서･도면
･사진･영
상 등
기록 보존

전 체

45.9

16.5

11.6

9.3

8.6

7.3

0.7

원도심

48.5

18.1

11.3

8.8

5.9

6.9

0.5

원도심 외

44.4

15.5

11.9

9.6

10.2

7.6

0.8

자가

42.8

17.8

12.0

8.9

9.6

8.9

0.0

임차

48.8

5.8

10.0

7.7

11.2

15.0

1.5

거주지역

점유형태

외부
원형유지,
내부
리모델링

옛것에
새로운 것을
추가해 증축

준공 당시
모습으로
재생

일부분만
남김

기타

자료 :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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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사업시 우선적으로 남겨야 하는 역사문화유산으로는 유적지, 전통 건축물, 매장유물, 조

형물 등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
￭ 전반적으로 유적지(성곽터, 집터, 절터 등)가 61.5%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전통 건축물(사찰,
가옥)(49.5%), 매장유물(고고학적 유물, 생활도구, 예술작품 등)(36.6%), 조형물(불상, 장승,
석탑, 시념 조형물 등)(30.8%) 순으로 나타남
￭ 원도심 지역에서는 유적지(65.7%), 전통 건축물(51.0%), 조형물(32.4%), 산･숲지형(30.9%),
보호수(24.5%) 등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15] 우선적으로 남겨야 할 역사문화유산

(단위 : %, 다중응답 3개)

자료 : 연구진 작성.

<표 3-19> 우선적으로 남겨야 할 역사문화유산

(단위 : %, 다중응답 3개)

지 역

유적지

전통
건축물

매장
유물

조형물

전 체

61.5

49.5

36.6

30.8

29

62.8

13.8

10.6

5

0.5

65.7

51

29.4

32.4

27

69.6

8.8

11.8

3.9

0.5

59

48.6

40.7

29.9

30.2

58.7

16.7

9.9

5.6

0.6

자가

61.6

48.6

37

31.2

25.3

66.8

14.7

9.9

4.5

0.3

임차

60.8

50.4

36.5

29.6

32.7

59.3

12.7

11.5

5.8

0.8

원도심

역사적
장소

자연
환경

근대
오래된
골목길
건축물
맛집

기타

거주지역
원도심 외

점유형태

주 : 자연환경은 산･숲지형, 보호수, 하천 응답결과를 합산한 값.
자료 :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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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된 역사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기존 용도를 유지하거나, 전시장(기념관), 문화예술회관 등 문

화여가시설로의 활용을 선호
￭ 전시장(기념관)(64.5%)과 문화예술회관(54.1%)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 미술관(22.6%), 전망대(22.0%) 등 문화여가시설을 선호
￭ 역사문화유산의 기존 용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61.5%로 다수를 차지
[그림 3-16] 역사문화유산 활용방안

(단위 : %, 다중응답 3개)

자료 : 연구진 작성.

<표 3-20> 역사문화유산 활용방안
휴
게
음
식
점

게
스
트
하
우
스

과
학
관

아
동
시
설

64.5 61.5 54.1 22.6 22.0 19.4 11.8 8.6

8.6

6.6

원도심

63.7 63.7 55.9 19.1 27.9 14.2 14.7 6.9

9.3

원도심 외

65.0 60.2 53.1 24.6 18.6 22.3 10.2 9.6

자가
임차

지 역

전 체
거주
지역

점유
형태

(단위 : %, 다중응답 3개)

근
생
시
설

노
인
복
지
시
설

운
동
시
설

일
반
음
식
점

4.5

4.3

3.8

3.4

3.0

6.4

3.9

4.9

4.4

2.0

2.0

8.2

6.8

4.8

4.0

3.4

4.2

3.7

62.7 59.6 54.5 23.3 24.7 21.2 12.0 9.2

7.5

7.2

5.5

3.1

4.5

2.4

1.4

66.9 63.5 53.5 22.3 19.2 17.3 11.5 7.7

10.
5.4
0

3.5

5.4

3.1

4.6

5.0

전
시
장

기
존
용
도

문
화
예
술
회
관

미
술
관

전
망
대

도
서
관

공
연
장

주 : ‘기타’ 응답은 표기 생략.
자료 :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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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남기기를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 방안 검토와 장소 및 스토

리 발굴 등을 추진하기를 선호
￭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남기기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재정적 지원
방안 검토(수선, 유지관리 등)가 48.2%(종합순위 기준)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역특화가 연
계된 장소･테마별 스토리 발굴(44.8%), 지역 주민이 원하는 역사문화유산 현황조사(44.6%)
순으로 나타남
￭ 원도심 지역에서는 재정적 지원 방안 검토(51.5%), 지역 주민이 원하는 역사문화유산 현황조
사(49.0%), 시민 참여가 가능한 과정 구축(29.4%) 등 재정 지원과 주민 참여 확대를 요구
￭ 원도심 외 지역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법제화(35.0%),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등 지원방
안 마련(32.2%) 등 법･제도 정비, 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 확대 관련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17]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남기기를 위한 우선 추진 사항

자료 :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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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남기기에 동참에 대한 혜택으로 행정절차 단축, 대중교통 시설 확

충,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세금감면 등을 선호
￭ 선호 지원 혜택으로 행정절차 단축이 52.7%로 가장 많으며, 대중교통 시설 확충(48.0%), 임
대주택 의무비율 완화(45.9%), 세금감면(44.1%) 등 순으로 나타남
￭ 원도심에서는 행정절차 단축(55.4%), 세금감면(49.5%)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원도심
외 지역에서는 용적률 완화(43.8%)가 원도심(34.3%)보다 높음
￭ 자가 거주자의 경우, 행정절차 단축(57.9%)이 가장 높으나, 임차거주자의 경우 대중교통 확충
(52.6%)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18] 도시정비사업구역의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동참 시 선호하는 지원 혜택

(단위 : %)

자료 : 연구진 작성.

<표 3-21> 도시정비사업구역의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동참 시 선호하는 지원 혜택

거주지역

점유형태

지 역

행정절차
단축

대중교통
시설 확충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세금 감면

전 체

52.7

48.0

45.9

44.1

원도심

55.4

48.5

46.1

원도심 외

51.1

47.7

자가

57.9

임차

50.7

(단위 : %)

용적률
완화

시설이용
비용 면제

추가 혜택
필요없음

40.3

38.5

9.9

49.5

34.3

39.7

8.8

45.8

41.0

43.8

37.9

10.5

47.3

49.3

40.4

43.5

35.6

8.6

52.6

45.5

51.9

40.5

45.9

11.5

주 : 1순위+2순위+3순위를 합산한 값.
자료 :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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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시 역사문화유산의 유형 및 시사점
1) 유형 분류
❚ 역사문화유산의 유형은 문화재청 문화재와 유네스코 문화유산 분류에 따르면 건조물, 가로, 장

소, 자연, 유적의 5가지로 구분 가능
￭ 문화재청의 문화재 분류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중심으로 전통건조물, 근대건축물, 산업
건조물, 인물･기념시설, 생활문화유산, 명승, 역사유적으로 구분
￭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이루어지며 세부 항목에 의해 건축물, 문화경
관, 장소, 자연유산, 유적으로 구분
￭ 공통 유형을 추출하면, 전통 건축부터 근현대유산의 가치를 갖는 건축물과 시설물을 포함한
건조물, 경관을 포함한 도시조직으로의 가로, 인물이나 생활과 관련해 기억의 가치를 포함한
장소, 역사적･보존적 가치를 지닌 자연, 역사의 현장이 되는 유적으로 분류됨
<표 4-1> 역사문화유산의 유형
역사문화유산유형

문화재청 문화재 분류

유네스코 문화유산 분류

전통건조물(주택, 성곽, 사찰, 서원 등)
건조물

근대건축물(주택, 회관, 공장, 학교, 등대, 망루, 역 등)
산업건조물(교량, 발전소, 터널, 댐, 굴뚝, 창고 등)

가 로
장 소

문화경관_문화유산(과거 특정 시대의 모
습을 간직한 가로, 도시 등)

인물･기념시설(생가, 거주지, 활동근거지)
생활문화유산(이･미용원, 세탁소,목욕탕, 방앗간 등)

자 연

명승(화초･어충류서식지, 구릉, 화산, 하천)

유 적

역사유적(역사적 사건 또는 사실의 현장)

건축물_문화유산(풍차, 신전, 교회, 성,
건물군)

장소_문화유산(역사적 사건발생지 : 동
굴, 섬)
자연유산(목초지, 특이 동식물군 서식처,
하천, 습지, 우림 등)
유적_문화유산(고고유적지)

주 : 물리적 요소 위주의 유형 분류.
자료 : 이화연 외(2009). “역사문화유산을 고려한 국내 주거단지 사례연구-개발프로세스와 공간요소 관점에서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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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도시구조, 개별자원, 잠재자원으로 구분하며, 성격과 의미에 따라 6개 요소로 세분류
￭ 도시구조는 도시조직 등 1가지, 개별자원은 주요 문화재, 건축자산, 도시시설물 및 조경요소
등 3가지, 잠재자원은 멸실･매장문화재, 생활유산 등 2가지로 분류하여 총 6가지 요소로 구성
￭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은 지금까지 주로 건축물 중심이 되었던 역사(흔적)남기기 대상을 물리적
요소에서 비물리적인 요소까지 확장시킴
❚ 서울시 가이드라인의 유형은 무형 자원을 포함하여 역사문화유산의 유형을 포괄할 수 있음
￭ 개별자원 중 조경요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이 건조물에, 도시조직은 건조물, 가로, 유적에
해당되며 도시조직의 옛길과 옛물길이 가로에 해당
￭ 생활유산은 건조물과 장소에 해당하며, 서울미래유산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시민들이 등재를
제안한 맛집, 오래된 상점, 역사적 인물 관련 건축물 등과 같은 유형자원 후보군과 구전된
역사적 사건･인물･생활모습･지역축제･설화 등과 같은 무형자원 후보군으로 이루어짐
[그림 4-1] 서울시 가이드라인 유형 분석

자료 : 연구진 작성.

￭ 주요 문화재 중 지정･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이
주로 건조물과 유적에 편중되는 것에 대해 서울미래유산은 예비 문화재 후보군으로 건조물과
유적 외 가로, 장소, 자연과 무형자원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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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필요시 흔적 남기기 대상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게 하면서
단계별 보존 대상의 위계를 구축하여 지정･등록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의 간극을 조율

2) 성남시 역사문화유산의 유형화
❚ 서울시 가이드라인 유형에 따라 경기도 역사문화유산 조사사업의 항목을 분류하면 매장･멸실문

화재를 제외하고 대부분 분류 가능
￭ 전수조사를 실시한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사업은 문화재를 포함한 물리적 요소
로의 건축물과 시설･구조물 등을 포함
￭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은 주요 문화재와 건축자산 중 전통가옥 위주의 조사가 이루어짐
￭ 경기옛길프로젝트는 성남시 내 구간을 포함한 경기도 전지역에 대한 탐방로로 조사되어 소개
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역사문화유산은 옛길에 인접한 대상에 한하여 조사됨
￭ 경기도 문화자원 총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주로 현대 문화공간에 집중되며, 서울시 가이드라인
유형 중 무형자원(축제)에 한정됨
<표 4-2> 경기도 역사문화유산 조사사업 유형
구 분
도시
구조

개별
자원

잠재
자원

성곽
옛길
옛물길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주요
문화재
등록문화재
시향토문화재
한옥
건축
일식건축물
자산
근대건축물
도시구조물
도시
시설물･
문화시설물
조경요소
조경요소
매장문화재
멸실･매장
문화재
멸실문화재
유형자원
생활
유산
무형자원

경기도
경기도근대
경기도
건축문화 문화유산조사 아름다운
유산조사사업 및 목록화
건축지도

도시
조직

(○)
(○)
(○)
○

○
○
○
○
○
○
○
○

○
○
○
○
○
○

경기옛길
프로젝트

경기
메모리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도
문화자원
총서

○
○

주 : 서울시(2018)의 가이드라인 유형 기준, 서울미래유산은 항목에서 제외,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의 대상은 가옥 중심(사찰
포함), 경기옛길프로젝트는 옛길에 인접한 역사문화유산에 한정됨, 괄호 항목은 유형 중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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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기문화재단(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경기도(2004),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경기도(2013),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DB)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경기도(2014), 아름다운 경기건축 가이드북,
경기문화재단(2020), 경기도 문화자원 총서, 경기옛길프로젝트 “https://ggcr.kr/” (2021.09.26. 검색),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 “https://memory.library.kr/” (2021.09.26. 검색)을 참고하여 작성.

❚ 본 연구에서 성남시 권역 내의 역사문화유산으로 73건을 도출하였으나 22건은 이미 소실
￭ 유형별로 도시조직 2건(3%), 주요 문화재 30건(41%), 건축자산 30건(41%), 도시시설물･조경
요소 2건(3%), 생활유산 9건(12%)으로 총 73건이 도출됨
• 주요 문화재 30건 중 백제･고구려 고분군과 통일신라･고려 고분군을 포함한 시향토문화재
묘(묘역) 등 무덤 관련 유산이 19건(63%)
• 건축자산 30건 중 21건(70%)이 19세기말에서 한국전쟁 무렵에 지어진 가옥에 해당
￭ 지역별로는 수정구 32건(44%), 분당구 27건(38%), 중원구 13건(18%)으로, 수정구가 가장 많음29)
• 수정구는 사찰, 좌상, 학교, 정미소 등 포함하며 분당구는 봉수지, 성지, 무형 시향토문화재 등 포함
￭ 성남시 문화예술과를 통해 현존여부를 확인한 결과, 73건의 문화유산 중 22건(30%)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소실되고 총 41건(56%)의 문화유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남30)
<표 4-3> 성남시 역사문화유산의 유형별 분류
유 형
도시
구조

도시조직

지 역
분당구
수정구~분당구

수정구

개별
자원

주요문화재
중원구

분당구

위 치
분당구청~불곡산
청계산옛골~분당구청
태평로 79
태평로 55번길 72
태평로 79
태평로 79
금토동 산75
금토동 산66
고등동 산37-4
산성대로625번길 22
둔촌대로 320
여수동 산30
하대원동 산3-1
여수동 산 30번지
궁내로 52
석운동 50-7
성남대로 550
정자동 산33-1

명 칭
낙생역길
달래내고개길
봉국사대광명전
망경암마애여래좌상(부조)
봉국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봉국사 아미타불회도
정일당 강씨 묘
금릉 남공철 묘역
덕수이씨 의정공파 묘역
약사사 지장시왕도
둔촌 이집 묘역
송산 조견 선생묘
광주이씨 묘역
평양조씨 석실공 조철산 묘역
이수 선생 묘
이경석 선생 묘
한산이씨 묘역
전주이씨 태안군파 묘역

29)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도시조직(옛길 등)은 통계에서 제외.
30) 그 외 민속놀이, 축제 등 11건은 무형 역사문화유산에 해당하므로 현존 여부 검토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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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여부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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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유 형

주요문화재

지 역

분당구

개별
자원
수정구

건축자산

중원구

분당구

위 치
하산운동 264-5
서현동 산32
석운동 50-8
율동 산9-1
동원동 산67-3
판교동 산25-1
율동 산2-1
판교로 191
백현동 523
운중로 225번길 37
금토동 산35-5
수내동
이매동 일원
구미동 일원
금토동 320
복정동 140-2
사송동 682
사송동
사송동
상적동 14-5
상적동
상적동
시흥1동 40-3
심곡동 371
창곡동 209-6
고등동
태평동 1761
신흥동 5162
산성동 1697
산성동 928
산성동 753
산성동 1467
산성동 848
도촌동 1004
상대원동 13
여수동 376-8
여수동
상대원동 4251
상평동 237
석운동 51
운중동 286
율동 301
이매동
판교2동 207

명 칭
풍산군 이종린 묘역
경헌 조몽정 묘역
신종군 이효백 묘역
청주한씨 청연공파 묘역
전주이씨 덕양군파 이순제 묘역
연성군 이곤 묘비
청주한씨 문정공파 묘역 신도비
판교 백제･고구려 고분군
판교 통일신라･고려 고분군
판교 생활유적군(백제~조선시대)
천림산봉수지
수내동가옥(이택구가옥)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오리뜰 농악
외동마을 이종근가옥
안골마을 강사권가옥
사촌마을 임상균가옥
샘골마을 송종문가옥
샘골마을 염홍철가옥
적푸리마을 용환린가옥
적푸리마을 이덕열가옥
적푸리마을 이준열가옥
모랫말마을 홍인표가옥
깊은골마을 이상만가옥
배명례가옥
왕남초등학교
주택
주택
주택
산성이발관
고려세탁소
단대연립
성남기능대학아파트
김병호가옥
김석배가옥
홍을순가옥
이영학가옥
상대원초등학교
보들마을 신문식가옥
되둔리마을 이훈상가옥
욋뫼루니마을 이종복가옥
양지말마을 이갑복가옥
안말마을 과수원집
너분바위마을 이용학가옥

현존여부
O
O
O
O
O
O
O
O
O
O
O
O
X
X
X
X
X
X
X
X
X
X
X
X
O
O
O
O
O
O
O
X
X
X
X
O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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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개별
자원

잠재
자원

유 형
도시시설물
･조경요소
멸실･
매장문화재

지 역
수정구
분당구
-

수정구
생활유산
중원구
분당구

위 치
운중동 산 63-1

명 칭
망경암칠성대중수비
성루도비꼬성지(동굴)

현존여부
O
O

-

-

-

수진동
수진동
수정로 233
상적동
둔촌대로 68
은행동
광명로 377
수내동

(구)금토동정미소
모란오거리 페스티벌
벌터산축제
수정숯골축제
청계산철쭉축제
모란민속5일장
은행골한마음잔치
중원한마당축제
분당구민 한마음 축제

O
-

주1 : 도시정비시 고려해야 할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대상에 한함, 주요 문화재에 시향토문화재 포함.
주2 : 현존 여부는 2021.11.15일자 기준으로 성남시 문화예술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임.
자료 : 경기문화재단(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경기도(2004).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경기도(2013).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DB)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경기도(2014). 아름다운 경기건축 가이드북,
경기문화재단(2020). 경기도 문화자원 총서, 경기옛길프로젝트 “https://ggcr.kr/” (2021.09.16. 검색), 성남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ongnam.go.kr/city/1000283/10176/contents.do” (2021.09.25. 검색), 성남시(2020).
광주대단지시기 건축 아카이브즈를 참고하여 작성.

3) 시사점
❚ 기존 경기도 역사문화유산 조사사업은 각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이루어져 조사된 유형이 편중
￭ 주요 문화재부터 건축자산, 시설물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외의 조사는 특정 대상을 위주로 이루어짐
•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은 전통가옥 위주로 조사
•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의 조사대상은 문화재 외 건축상 대상작을 위주로 조사하여
디자인 부분에 대해 인정받은 현대 건축물이 다수를 이룸
• 경기옛길 프로젝트는 지역에 분포된 역사문화유산을 고려하나 옛길을 찾는 탐방로 코스로
제안되어 길 위주의 유산 소개 수준임
- 경기도 문화자원 총서는 시간적 범위가 현대에 해당되며 문화공간(박물관, 도서관 등)과
축제 등에 한정됨
￭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대상은 시간적 범위가 1970년까지로, 이후 근현대문화
유산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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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사업마다 상이한 유형을 종합할 수 있는 역사문화유산 유형의 설정이 필요함
￭ 서울시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유형에 따라 보존･관리의 일원화를 시도하였음
•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역사문화유산 기준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이의 보완
수단으로 서울미래유산을 적용함
￭ 서울시 도시･정비환경정비기본계획은 역사문화유산 보존계획에 대해 3단계 절차를 제시하고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토대로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통한 실행계획 및 방법을 제시
• 1단계 : 보전 역사문화유산 분포도 작성(역사도심 기본계획)
• 2단계 : 정비지침을 통한 보전 가이드라인 제시(역사도심 기본계획,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소단위 정비형, 보전 정비형 등의 정비사업에 지침 제시)
• 3단계 : 구역 지정단계에서 세부 보전요소 발굴 및 관리
❚ 현재 성남시 역사문화유산은 묘(묘역), 전통가옥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지역의 역사･생활문화유

산에 대한 유･무형 자산 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유산 발굴이 요구됨
￭ 기존에 조사된 성남시 역사문화유산은 도시조직에 해당하는 성곽 1건, 옛길 2건, 주요 문화재
중 시･도지정문화재 14건, 시향토문화재 16건, 건축자산으로 한옥 21건, 근대건축물 9건, 도
시시설물･조경요소 중 문화시설물 2건, 생활유산으로 유형자산 1건, 무형자산 8건으로 집계됨
￭ 문화재 관점의 역사문화유산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시민 삶의 모습, 미래에 전할 수
있는 풍경, 기억이 있는 골목, 스토리가 잠재된 건축물, 지명이나 장소와 관련한 자원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성남시의 근현대문화유산은 경기도(2004)에서 5건, 성남시(2020)에서 8건을 발굴하여 총 13
건이며, 시 차원의 조사가 지속되어 유형별 유산의 발굴이 체계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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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성남시 역사문화유산의 세부 유형별 집계
구 분
도시
구조

도시
조직

주요
문화재
개별
자원

잠재
자원

건축
자산
도시
시설물･
조경요소
멸실･매장
문화재
생활
유산

건 수
성곽
옛길
옛물길
국가지정문화재

1
2
-

시지정문화재

(단위 : 건)

종 류

출 처

산성
길

성남시청
경기옛길프로젝트

14

묘(묘역), 비(碑), 좌상, 봉
수지 등

성남시청

등록문화재
시향토문화재
한옥
일식건축물

16
21
-

묘(묘역), 고분군, 무형 등
전통가옥

성남시청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

근대건축물

9

학교, 주택, 점포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광
주대단지시기 아카이브즈

도시구조물
문화시설물
조경요소
매장문화재
멸실문화재
유형자원
무형자원

2
1
8

비(碑), 성지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정미소
5일장, 축제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아름다운 경기건축, 경기도문화자원총서

주 : 경기도 역사문화유산 조사사업 현황 목록 중 정비사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서울시 가이드라인 유형에 해당되는
역사문화유산을 집계함, [표 4-3]의 목록에 성남시청 문화재에 제시된 성곽 1건(남한산성)을 추가한 총 74건, 서울시
가이드라인에서 주요 문화재 부분에 시향토문화재 추가, 시도지정문화재 항목에 도유형문화재, 도문화재자료, 도기념물 등 포함
자료 : 경기문화재단(2003),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경기도(2004),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경기도(2014),
“아름다운 경기건축 가이드북”, 경기문화재단(2020), “경기도문화자원총서” 경기옛길, “https://ggcr.kr/” (2021.09.26.
검색), 성남시청 문화재, “https://www.seongnam.go.kr/city/1000283/10176/contents.do” (2021.09.26. 검색).
성남시(2020), “광주대단지시기 건축 아카이브즈”를 참고하여 작성.

❚ 각 조사사업 보고서와 문화재청, 성남시에 산재된 역사문화유산의 목록을 통합하는 정보화 작업이 필요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과 성남시청 문화재 목록은 지정･등록문화재 위주로 목록화되어
있으며, 비지정문화재 등의 기록은 여러 조사사업 보고서에 산재되어 있음
￭ 시차원에서 역사문화유산을 통합하고 유형별･지역별･시대별･자료종류별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구축이 필요
￭ 문화재부터 근현대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범위를 포함하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의 유형
들에 해당하는 목록을 수집하여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기초가 될 자료의 체계화가 요구됨
❚ 성남시에 특화된 유형 및 역사문화유산 선정에 대한 평가기준 부재
￭ 서울시 가이드라인의 6개 유형을 기초로 성남시에 특화된 유형 개발과 역사문화유산의 발굴과
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도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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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참여가 용이하고 정보에 대한 유형별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울미래유산의 활용방

식을 참조하여 경기도메모리를 개편하거나 ‘성남미래유산(가칭)’의 구축 필요
￭ 경기도메모리는 다양한 매체 정보의 통합검색 제공 및 단순한 이용자 인터페이스 제공이 특징
이나,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유산 정보를 집대성하고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 디지털 아카이브로 사진그림류, 도서간행물류, 일반문서, 영상음성류, 정기간행물, 포스터
등 여러 형태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시대별･지역별 검색은 가능하나, 유형별
분류의 위계 없이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됨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컨텐츠 위주의 키워드를 제시하되 세부 항목
은 가이드라인 항목과 일치시켜 일원화되게 구성 필요
￭ 시민의 참여가 용이하고 정보에 대한 유형별 접근성이 높은 서울미래유산의 활용방식을 참고
하여 경기도메모리를 개편하거나, ‘성남미래유산(가칭)’의 구축 필요
[그림 4-2] 경기도메모리 키워드 목록(후략)

자료 :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 “https://memory.library.kr/konan-search?query=” (2021.09.26. 검색).

제4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정책

91

2. 성남시 역사문화유산 조사 및 DB 구축
1) 역사문화유산 조사 및 DB 구축 방향
❚ 유형 설정시 서울시 가이드라인의 유형을 참고하되 예비조사를 통하여 성남시에 적합한 유형으

로 수정하여 서울시 가이드라인의 한계를 보완
￭ 서울시 가이드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기술이나 업소 등 ‘집단의 기억 속의 도시
기념물’로 칭하는 유형자원(생활유산 항목 내)은 역사적 인물, 사건, 장소 등을 기리기 위한
시설물(도시설물･조경요소 항목 내) 중 문화시설물과 건축자산 항목 내의 근대건축물 등과
구분이 모호함
•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점적 개념인 기념물(동상, 탑 등)과 시설물(창고, 서점 등)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면적 개념(장소성)으로의 역사적 장소 유형이 누락되어 있음
• 보호수, 노거수, 암석, 각자 등을 포함한 조경요소의 유형은 면적 개념의 공원, 산지, 습지,
목초지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가 필요
• 역사적 가로경관 등을 포함한 가로변 건물 관련 유형이 누락되어 보완 필요
￭ 성남시에 특화된 유형 및 선정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보존 대상에 적용하
여 일관성을 유지
[그림 4-3] 성남시사(40년사) 연구자료

자료 : 성남시사편찬위원회(2014). 성남시사(40년), 성남시 홈페이지,
“https://www.seongnam.go.kr/city/1001112/10790/contents.do” (2021.09.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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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유형에 역사문화유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수집시 다양성을 확보
￭ 성남시는 삼국시대 하남위례성의 옛터로 추정되는 지역으로의 역사성과 관련한 유형을 선정하
고 문화유산･민속･성씨･인물 관련 유산 등을 조사하여 유형에 포함
• 광주대단지 민권운동 관련 유형 조사･발굴 필요
•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 활동, 도시개발사와 관련한 유형 조사･발굴 필요
￭ 건축자산 중 한옥을 제외한 근현대가옥에 대한 사례 조사가 필요
￭ 목욕탕, 이발소, 사진관, 다방 등 시민생활 역사와 밀접한 공간으로의 근린생활시설 유형에
대한 조사가 필요
￭ 경기옛길과 별도로 성남시 내에 위치한 마을단위의 옛길, 옛물길 조사가 필요
￭ 근현대역사경관을 보여주는 역사가로에 대한 조사가 필요
❚ 자료구축은 기존 자료를 종합하여 예비 리스트로 시작하고 다양한 창구를 통해 DB로 확대
• 역사문화유산의 유형을 개발하고,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예비 리스트를 작성
•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예비 리스트를
보완하여 DB 구축
•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과 관리
•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GIS 기반 정보공유와 시민 참여･홍보를 위한 플랫폼의 지속적 관리
[그림 4-4] 역사문화유산 추가 사례(예시)

은행동 보호수

상대원1동 수녀원

태평동주택

돌다방

자료 : 연구진 촬영(2021.06.15. 현장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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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예비조사
❚ 도시정비사업 등에 의해 멸실 우려가 있는 보존 대상에 대하여 긴급보호 조치 실시
￭ 성남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활용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에 앞서 우선적 보호가 요구되는
보존 대상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 확립
￭ 미지정문화재에 속하나 역사문화유산으로의 가치가 분명하고 미래유산으로 보호되어야 할 중
요 대상인 경우, 소유자의 보호 요청 외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개입에 의한 긴급보호가 가능하
도록 하는 규정을 통해 멸실 우려 대상을 보호 조치함
• 보호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
❚ DB 구축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
￭ 1860년대부터 1970년대 전후까지 시간적 범위의 공백기에 해당하는 근･현대사의 흔적을 중
심으로 우선 조사가 필요
• 지정･등록 문화재나 건축상 수상작 등은 이미 보존 대상이 되고 있으나 긴급보호 조치가
필요한 대상의 상당수가 그 중간 시기의 역사문화유산이므로 정비사업에 의한 철거 우려
￭ 보존이 시급한 대상(등록 가치가 높지만, 소멸･훼손 우려가 있는 대상)에 대한 집중 조사를
우선 실시
• 장기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예산과 시간의 효율성을 고려해 우선 등록 후
데이터를 추가해가는 방식으로 수집
￭ 데이터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단기･중기･장기적 자료수집 방안 모색
• 기존 조사사업의 보고서와 관련 부서의 기존 데이터를 종합하여 예비리스트 작성
• 경기도메모리 자료의 재분류 등을 통해 기존 기초조사 수집의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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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경기도메모리의 성남시 검색 화면

자료 :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 “https://memory.library.kr/konan-search?query=&facet=region%3A%22%EC%84%B1%
EB%82%A8%22” (2021.09.29. 검색).

3) DB 구축 및 평가
❚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유형과 DB 구축을 위한 데이터 평가기준을 일원화하여 관리
￭ 역사문화유산 데이터의 양적 증대보다 질적 평가기준을 통한 가치있는 자원 발굴에 초점
￭ 전문가 협의를 통한 평가기준 항목을 설정하여 가치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 시설물･건축물의 경우 디자인의 우수성에 치중하기보다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가중치 부여
• 평가 시 보존의 중요도와 보존상태에 대한 등급 부여
• 가치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정성의 재검토 기간을 정해
조사･분석하고 등급과 유지 여부 결정
￭ 보존･활용의 정도와 소유자의 의지 및 활용 계획에 따라 등록･해제 가능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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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단위별로 대표 유산을 추천받는 방식으로 예비리스트 보완하여 자료 구축
￭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의 다양한 창구 마련
• 연령대가 높을 경우 온라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의 창구를 동시에 운영
• 이벤트 형식으로 지역의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온･오프라인 창구를
동시 활용
•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 제안 등을 통해 후보군을 발굴하고 시민의 관심 유도와 홍보
• 각 지역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지역의 숨은 유산을 발굴
• 특히 토속문화와 관련한 무형유산 등의 경우, 실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알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의 협조가 필요

[그림 4-6] 미래유산 시민제안(예시)

자료 : 김포시 미래유산 홈페이지.
“https://www.gcf.or.kr/modules/board/bd_view.html?id=press&mc_code=1611&or=bd_order&al=asc&p=5&no=50”
(2021.09.29. 검색).

❚ DB 구축과 현장조사 및 모니터링
￭ 시단위 조사를 통한 기초데이터 구축은 전문 담당 부서에서 유형별 DB 구축방법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워 유형별로 실시하며 가이드라인 유형과 평가 기준이 설정되어야 가능
￭ 자원의 멸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유산 리스트의 현장조사 및 점검 실시
￭ 별도로 구성된 DB 관리부서에 의해 역사문화유산의 지속적 관리와 일원화된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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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서울시 가이드라인의 DB구축방법

자료 : 서울시(2018).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p.25.

4) DB 관리 및 운영
❚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GIS 기반 정보공유와 시민 참여･홍보를 위한 플랫폼의 지속적 관리
￭ 지형도면에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형상과 위치, 속성 등의 정보를 매칭하여 GIS로 구축
￭ 역사문화유산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재생과 접목하
여 지역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함
￭ 접근하기 용이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참여 가능한 온라인 공간이 됨과 동시에 미래유산의
아카이브로 활용
• 지역별, 분야별, 자료유형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며, 단편적인 수집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원하는 대상에 대한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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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서울미래유산 사이트맵

자료 : 서울미래유산. “http://futureheritage.seoul.go.kr/web/guide/SiteMap.do” (2021.09.29. 검색).

[그림 4-9] 지도 기반 유형별 정보(예시)

자료 : 서울미래유산. “http://futureheritage.seoul.go.kr/web/investigate/aroundHeritageList.do” (2021.09.29. 검색).

❚ 시민과 지역 공동체의 소통 및 참여의 창구로 발전시키고,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이벤트 등을 실시
• 미래유산 탐방기 공모 이벤트, 나만의 체험코스 공모 이벤트, 역사문화유산 사진 공모전,
우수 역사문화유산 발굴 공모사업 등 정기적으로 시민 참여가 가능한 이벤트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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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유산 달력, 우리동네 역사문화유산 스티커, 일러스트 엽서, 홍보 팜플릿 등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성과물이 공유될 수 있는 장으로 활용
[그림 4-10] 서울미래유산의 이벤트 사례

미래유산 탐방기 공모 이벤트

나만의 체험코스 공모 이벤트

자료 : 서울미래유산. “http://futureheritage.seoul.go.kr/web/notice/EventList.do” (2021.09.29. 검색).

❚ 훼손 우려가 있는 역사문화유산은 문화재돌봄사업 등을 통하여 관리
￭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람환경을 개선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으로 경미한 훼손에 대한 일상관리와 경미한 수리를 실시하여 심각한 훼손으로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는 사전적 개념의 문화재 보존 활동
￭ 자원봉사를 매칭시키는 문화재 지킴이를 활용하여 해당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호･관리
• 문화재청 산하의 문화재 지킴이는 지정･등록문화재뿐 아니라 비지정문화재인 매장문화재,
향토유적 등을 포함한 대상을 중심으로 시민이 함께 활동
• 성남시의 역사문화유산을 등록하여 우리지역 지킴이의 자발적 지원을 통해 보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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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문화재 지킴이의 활동대상 및 활동유형

자료 : 문화재 지킴이 홈페이지. “https://jikimi.cha.go.kr/jikimi/public/html/HtmlPage.do?pg=/sub/sub_301/sub_30
10000_1.jsp&pageNo=3010000” (2021.11.07. 검색).

3. 역사문화유산의 보존･활용 가이드라인(가칭) 수립
1) 기본방향
❚ 성남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지역이 담고 있는 역사적 가

치와 누적되는 미래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장기 비전과 목표를 기초로 추진
￭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지역 고유의 장소성 상실 및 지역 커뮤니티의 붕괴가 야기되어 왔던
개발 위주 정책 지양
• 시민들의 역사와 생활상을 담은 미래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재생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대응
￭ 문화재를 포함한 기존 역사문화유산부터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시간적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가되는 역사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형 가이드라인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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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고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수립
￭ 소규모 지역 단위별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주민주도･주민참여형 상향식 접근이
가능한 방식을 전제로 함
• 주민의 참여와 개입, 개방적 네트워크 구성, 필요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가 주체가 되는
협력적 거버넌스 추진
￭ 지역사회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집단 기억의 매개체가 누적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방향 제시
￭ 이해당사자 간 가치 공유를 위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고 역사문화유산의 대상별로 정의, 대
상, 원칙, 내용, 범위 등에 대해 조항 또는 범례, 사례 형태 등을 규정
❚ 역사문화유산의 발굴과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 도시 브랜드로 승화

시켜 장소와 이야기 등 비물리적 자원의 스토리 개발이 물리적 자원의 공간 활용과 연계
￭ 과거의 역사자원을 현재의 문화･예술과 연결시켜 새로운 자원이 되도록 함
• 과거의 삶이 현재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을 현장의 흔적으로 남기고 관광자원으로 활용
￭ 공통된 기억의 산물이 되는 지점･가로･장소 등을 점･선･면 단위 유형으로 구조화하여 비물리
적 자원이 담길 수 있는 코스로 개발하는 방식 제시

2) 주요내용
❚ 각종 정비사업 진행시,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절차와 계획 방향, 원칙,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절차 가이드라인과 계획 가이드라인으로 구성
￭ 절차 가이드라인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정비사업 완료 시점까지 계
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절차에 따라 단계별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을
설명하는 지침
￭ 계획 가이드라인은 도시조직, 주요 문화재, 건축자산, 도시시설물･조경요소, 멸실･매장문화
재, 생활유산 등의 역사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 시 필요한 원칙과 방향, 방법 등을
제시해 주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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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절차 가이드라인과 계획 가이드라인(예시)

절차 가이드라인

계획 가이드라인

자료 : 서울시(2013).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p.27, p.71.

❚ 신규 정비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절차 가이드라인 수립
￭ 기본 절차는 자원조사, 계획수립, 사업시행, 운영관리로 이루어짐
￭ 자원조사 단계에서 시차원 자원조사 검토를 통해 역사유산 후보군의 DB를 구축
￭ 정비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는 광역조사 내용과 자원조사(현장조사)를 포함, 관련 위원회(소위
원회) 자문을 통해 대상의 적정성 판단 및 보존 방법에 대한 논의
￭ 정비계획(안) 수립시 역사문화유산의 선정 대상의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 적합성 및
인센티브 여부 등을 체크
￭ 시행인가 계획(안) 작성 시 역사문화유산의 활용 및 관리계획과 관리주체･관리비용 부담계획
등 수립
￭ 사업시행인가의 건축위원회 심의 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심의를 함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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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의 단계에서 역사문화유산 관련 시설을 조성
￭ 정비사업 사업 완료 시 역사문화유산 관련 시설의 사후 운영･관리를 시작하고 지속해 나감

[그림 4-13] 정비사업 과정에 따른 절차 가이드라인

주 : 신규 정비사업 기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계획 수립 이후 지원조사 시작. 대상 선정 후 사업시행인
가의 시행인가 계획(안) 작성 시 선정된 역사문화유산 대상의 보존 및 활용방안 단계부터 신규 정비사업과 동일한 절차 진행.
자료 : 서울시(2013).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서울시(2018).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
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참고.

❚ 성남시 특성이 반영된 역사문화유산 유형의 개발과 이에 따른 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 기존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되 성남시 역사문화유산 DB에 대한 예비조사를 토대로 맞춤
형 유형 제시
￭ 성남시 역사문화유산 유형을 세부 분류하여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보존･활용의 목표, 적용
대상, 방법, 원칙, 관리지침 등을 구체화
￭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실무자들이 대상의 선정을 위해 정비계획 시 점검해야 할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한 기준이 되게 함
￭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대상으로의 적용여부를 체크하고 소위원
회 등 자문 결과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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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계획 체크리스트(예시)

자료 : 서울시(2018).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p.45.

￭ 현물 보존, 기록 보존, 이미지 보존 등 다양한 보존 수법 활용31)
• 현물 보존은 물리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대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존하는 것을 의미
╺ 최대한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것도 가능
╺ 보존은 역사문화유산이 현 상태 그대로 역사적 특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전은 대상물의 역사적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변경이나 증축 등을 포용하여 역사문화유산의 현대적
이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
╺ 한옥, 근대건축물 등의 건축자산의 경우 노후화 등으로 인해 현물 보존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근･현대 건축자산의 보존수법을 적용
• 기록 보존이란 건축물 등이 부득이하게 철거되거나 이전하여 보존 시 다양한 수단을
31) 서울시(2012). 서울 사대문안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 서울시(2013).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서울시(2015c).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정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재정리된 서울시(2018).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
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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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하여 기록하며 자료를 남기는 것
╺ 문서, 도면, 사진, 영상 등의 기록이나 구술에 의한 설명자료 등을 제시
• 이미지 보존이란 역사적 건조물이 부득이하게 철거되었거나 현물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예전에
있던 고유한 분위기 및 정체성 등을 재해석, 이미지화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 재현 : 재건축 또는 재건은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본래 자리에 신축하여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재현의 경우 과거의 원형을 그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변의 물리적
상황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전의 장소성 혹은 대상을 기억할 수 있게 최소한의 요소나
디자인을 활용하는 것
<표 4-5> 역사문화유산의 현물 보존방법
구 분
∙
보 존(preservation)

∙
∙

복 원(restoration)
∙
∙
수 복(rehabilitation)
∙
∙
재건축 또는 재건(reconstruction)

∙
∙

해당 내용
역사문화유산의 현존 형태, 완결성, 재료 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나 과정
기존 자원의 수리나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며 과도한 대체나 새로 외관에 어떠
한 것을 더하는 것은 하지 않음
역사문화유산을 중요했던 특정 시기의 모습과 형상으로 나타내거나 당시의 성
격이 나타나도록 다른 시기에 덧붙여진 부분을 제거
복원하고자 하는 시기의 잃어버린 부분을 재건하는 행위 및 과정
역사문화유산의 수선･변경･증축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나 과정
역사문화유산의 역사적･문화적･건축적 가치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한 형상을 보존
현존하지 않는 건조물 등을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본래 자리에 새로 신축하여
그 형태･형상과 세부모습을 나타내는 것
복제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
멸실된 문화재의 복원사업은 실제로 재건축 또는 재건에 해당됨

자료 : 서울시(2018).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p. 43.

￭ 서울시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보존방법, 원칙, 관리지침 등 참조하여 성남시 가이드라인의
수립방향을 제시
<표 4-6> 유형별 가이드라인 지침 수립(예시)
유 형

구 분
적용대상

∙
∙

도시조직

보존방법

원 칙

∙
∙
∙
∙

내 용
성곽, 옛길, 옛물길의 도시조직, 형상이 남아있는 것과 옛자료를 통해 위치, 형상
등이 확인된 대상도 포함
현물 보존방법을 적용, 원형을 최대한 존중하여 보전, 활용, 필요에 따라 복원, 수복, 재건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적용하나 최소화하여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게 함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도시조직의 보존이 어려울 경우 이미지 보존 방법을 적용하여
디자인 요소로서 재현
도시조직의 원형을 존중하여 계획 수립
도시조직의 활용방안을 모색
도시조직과 조화로운 건축물 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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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유 형

구 분

도시조직

관리지침

적용대상

보존방법

주요 문화재

원 칙

관리지침

적용대상

보존방법
건축자산
원 칙

관리지침

106

내 용
∙ 성곽 주변 건축물 높이, 형태 등을 관리
성곽
∙ 훼손구간에 대해서는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형상화하고 연속성을 확보
∙ 정비사업 중 발굴될 유구 등이 훼손되지 않게 함
∙ 옛길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게 계획
∙ 옛길의 폭원 및 형상이 보전되도록 계획
옛길
∙ 보행공간으로서의 옛길의 기능을 고려하여 스토리텔링, 탐방로 조성과
연계하고, 보행환경개선, 안내시설 설치 등을 고려
∙ 옛물길과 연계하여 도시형하천으로 조성
옛물길
∙ 옛물길과 연계하여 오픈스페이스를 조성
∙ 옛물길이 있던 자리임을 표시하여 지역의 역사적 요소로 활용
∙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의 지정문화재와 서울미래유산을 포함
∙ 지정문화재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가이드라인에서는 주요문화재 보존
방법보다는 문화재 주변지역의 정비계획 수립시 건축물 배치계획, 공간계획에서 고
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 관리지침 마련
∙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문화재의 경우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관리
∙ 서울미래유산도 최대한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나, 오래된 상점 등의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해 보존이 어렵다면 지역 내 재입주시키거나 기록을 보존하여 맥락이 유지될 수 있게 함
∙ 주요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사업으로 인한 훼손을 최소화
∙ 계획수립 시 주요 문화재와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도모
∙ 주요 문화재 주변을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고 적극 활용
∙ 문화재의 원형을 고려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을 수립
문화재
∙ 건축물의 형태는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돋보이게 하고, 문화재
주변
와 조화로운 형태로 계획
건축물
∙ 건축물로 인한 문화재의 차폐경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고 인지성을 강화
문화재
∙ 문화재 주변 공간을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고 이를 활용
주변
∙ 문화재와 주변 역사유산을 연계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활용
공간
∙ 한옥, 일식건축물, 근대건축물로 구분
∙ 한옥의 경우 국가한옥센터와, 한옥현황자료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
∙ 이와 함께 구역 현황조사를 통해 한옥, 일식건축물, 근대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록화하고, 지역조사 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 건축물의 원형을 남기거나, 이축하여 남기는 경우 현물보존 방법을 적용
∙ 건축물의 일부를 남기는 경우에는 근현대 건축자산 보존수법을 적용
∙ 부득이한 경우 자문결과 등에 따라 이미지 보존이나 기록 보존 방법을 적용
∙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호
∙ 건축자산의 의미 있는 특성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보전･활용
∙ 건축물 계획시 건축자산을 최대한 존중하며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도모
건축물
∙ 가급적 건축물의 물리적 외관을 원형으로 보호
∙ 건축물 내･외부를 개보수하여 활용 가능
전체의
보전･활용 ∙ 계획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이축하여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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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유 형

구 분

내 용

외관보존

∙ 건축물의 외관을 원형으로 보호하는 것을 원칙
∙ 반복적인 건축물 형태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일부 건축
물만을 보전할 수 있음
∙ 건축물의 일부 동을 보전하는 경우 원형적인 가치가 높
은 건축물을 우선 선별하여 보전

외관
∙ 건축물의 외관 및 파사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일부면 보존
외관을 분리하여 보존

건축자산

도시시설물･
조경요소

관리지침

건축물
일부의
보전･활용

건물외관
일부요소
보존

∙ 건축물의 외관 중 일부요소가 가치가 있는 경우, 의미
있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보존
∙ 건축물의 재료와 색채는 원형을 존중하되, 재건시 시간
적 흐름을 고려한 안정감 있는 소재의 사용을 권장

외부공간
일부요소
보존

∙ 상징성을 지닌 외부공간 및 부속시설이 있는 경우, 의
미 있는 부분만을 남기고 신축

구조
보존

∙ 구조부가 의미 있는 건축물의 경우 구조부가 잘 드러나
도록 계획
∙ 구조부만이 원형적 가치가 있는 경우 건축물이 아닌 원
형 그대로의 구조부만 보전

내부
보존

∙ 건축물 내부가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스타일과 양식
적 특징을 간직한 경우 실내공간을 보전
∙ 건축물 내부에서 역사적 사전이 일어난 경우 실내공간
을 재현하여 보전 가능

내부
일부
보존

∙ 건축물 내부 공간 전체에 대한 보전이 어렵다면, 일부
만을 보전

향후
추가조사
필요

∙ 역사적 가치는 있으나 건축물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전문가 조사 등 면밀한 조사 후 보존방식을 검토

적용대상

∙ 고가도로, 교량, 육교 등의 물리적 건조물, 공작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도시구조물
과 역사문화표석, 동상, 기념물, 조형물 등의 문화시설물, 보호수, 노거수 등의 조경
요소를 대상으로 함

보존방법

∙ 현물 보존을 원칙으로 함

원 칙

관리지침

∙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도시시설물과 수목 등을 보존하고 활용
∙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상징적인 요소로 활용
∙ 지역의 도시시설물 및 조경요소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록･표시하고 활용
도시
구조물
암석･각자

∙ 도시계획적, 역사적 의미가 있는 도시시설물을 보존
∙ 녹화사업 등 디자인 개선을 통해 시각적･기능적 활용을 도모
∙ 원형상태를 최대한 보존하며, 오픈스페이스공간으로 활용
∙ 전시 시설화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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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유 형

도시시설물･
조경요소

멸실･매장
문화재

구 분

관리지침

내 용
동상
･기념탑

∙ 역사적 사건, 인물과 연계된 문화시설물을 지역명소로 활용

수목 및
수목군

∙ 자연상태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함
∙ 수목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
∙ 주민들을 위한 휴게 및 편의공간을 조성

적용대상

∙ 멸실문화재는 현재에는 원래 모습에 대한 형태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공식적인
문화재라 할 수 없으나, 관련 자료, 기록 및 증언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
을 상징하는 장소(터)를 대상으로 함
∙ 매장문화재는 정비사업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대상으로 함

보존방법

∙ 멸실문화재는 재건, 재현, 표식설치를 원칙으로 함
∙ 매장문화재는 보존 및 전시를 원칙으로 함

원 칙

∙ 멸실･매장문화재를 역사적 자원으로 인식하여 활용
멸실
문화재

∙ 역사적으로 중요한 멸실유적의 경우 재건축･재현을 검토
∙ 멸실유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표식을 설치
∙ 멸실유적 표식의 인지성이 확보될 수 있게 함

매장
문화재

∙ 고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원형과 원위치를 존중
∙ 노출된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않게 함
∙ 노출 보존, 원위치 보존 불가시 표석, 안내시설물을 활용하여 원위치
표시
∙ 전시공간의 질을 확보하고, 향후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
∙ 전시공간은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함

관리지침

생활유산

적용대상

∙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이어져 내려오는 지역의 역사와 발전과정, 주민이야기,
지역행사, 축제 등의 무형자원과 오래된 가게, 지역명소 등과 같은 유형자원을 대상
으로 함
∙ 최초이거나 희소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 또는 그에 상응하는 권위를 지닌 업소 또는
시설등
∙ 설립연대가 길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지속적인 영업을 해온 상업시설로 건물은
개조되거나 이전되었으나 상호와 운영주체의 계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

보존방법

∙ 기록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명소의 경우 현물 보존 적용가능

원 칙

관리지침

∙ 역사자원으로서 생활유산을 발굴하고 지역의 가치를 고양하는 용도로 활용
∙ 지역의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기록하고 공유
유형
자원

∙ 지역명소의 유･무형적 특성을 보전, 활용
∙ 독립된 건축물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을
검토

무형
자원

∙ 전시공간 및 아카이브 센터 조성을 권장
∙ 무형의 생활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활용

자료 : 서울시(2018).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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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보존 및 활용 정책추진
1) 사업추진 단계별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방향
❚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단계별로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을 검토 가능
￭ 도시정비사업은 지자체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역별 정
비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가능함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근거한 소규모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검토가 가능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는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에 근거하지 않는
역사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단계별로 보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성남시는 중･장기적으로 역사문화유산 DB 구축,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위원회(가칭) 구성, 역사문화유산의 보존･활용 가이드라인(가칭) 수립이 필요
<표 4-7>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역사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단계별 검토 내용
사업명

기본계획수립

도시
정비
사업

∙ 기초조사시 역사문
화유산 조사 실시
∙ 정비예정구역 지
정시 반영

정비계획수립
∙
∙
∙
∙

구역별 역사문화유산 조사 실시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대상 선정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계획수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반영

사업시행인가

착 공

∙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계획수립
∙ 건축위원회 심의시 반영

∙ 역사문화유산 남
기기 시설 조성
∙ 역사문화유산 남
기기 시설 조성

∙ 시설 조성 점검

소규모
정비
사업

-

-

∙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계획수립
∙ 건축위원회 심의시 반영

검토
사항

∙ 역사문화유산 DB
제공
∙ 기본계획 반영
여부 협조 검토

∙ 역사문화유산 DB 제공
∙ 대상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 계획수립 및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 정비계획 수립 검토 협조

∙ 역사문화유산 DB 제공
∙ 계획수립 및 심의를 위
한 가이드라인 제공
∙ 사업시행계획 검토 협조

자료 : 연구진 작성.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단계
￭ 성남시는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19년 5월에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지정문화재에 관한 계획은 있으나 역사문화유산 현황에 대한 조사와 관리
방향은 없는 실정임
• 부문별 계획의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 보존계획’에서 지정문화재 68점에 대한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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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보존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32)
￭ 따라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에는 성남시의 주요 역사문화유산을 도출하고,
이를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기초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며 부문별 계획에서도 지정문화재 외에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도록 개선 필요
• 정비예정구역에 역사문화유산이 인접 또는 포함되는 경우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도록 개선 필요
• 주민주도형 역사문화유산 보존계획시 1~5% 범위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 구역별 정비계획수립 단계
￭ 정비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구역과 주변 지역이 상호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정비구역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설치, 개발밀도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법정계획임(｢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 1-2-1)
￭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공람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
역을 지정･고시함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한 효력
￭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방안 검토가 가능함
￭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조사한 내용과 향후
구축될 성남시의 역사문화유산 DB를 이용하여 주요 역사문화유산 보존방안을 유도 필요
• 향후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정비계획에서 반영해야
할 중요한 역사문화유산을 선정하고 보존･활용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
￭ 정비계획 수립시 역사문화유산 보존･활용계획을 작성하며, 이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서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활용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며 정비계획 반영에 대해서는 성남시 문화예술과에서 협조 검토를 수행

32) 성남시(2019). 성남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p.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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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인가 단계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50조)
•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인･허가등 의제
￭ 앞서 제도개선시 일반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역사문화유산 보존･활용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
￭ 소규모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시 영향평가 단계에서 시의 역사문화유산 DB를 활용하여 대상
지내 역사문화유산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포함될 경우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위원회(가
칭)에서 보존･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계획을 수립
• 사업시행인가 시 영향평가 단계에서 지정문화재가 위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용기준의 유무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수행(｢문화재보호법｣ 제13조)
￭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 심의시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관련부처 협의시 성남시 문화예술과는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계획을 협조 검토
<표 4-8>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시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개선방향
단 계
사업시행계획수립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등
조합원 동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관계기관협의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주 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시장

시장
시장 →
관계기관
시장

내 용
∙
∙
∙
∙
∙
∙
∙
∙
∙
∙
∙
∙
∙
∙

비 고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주민 이주대책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
환경, 교통, 재해, 교육, 문화재 등 영향평가
건축계획 심의(건축위원회)
문화재 지표조사(사업면적 3만㎡이상의 건설공사)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
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사업시행계획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
권 외의 권리 명세
정관 및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 관련 서류
지자체 공보 등에 14일 이상 공고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

도정법 제52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계획 수립
도정법 제50조제5항

도정법 제50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도정법 제56조제1항

-

도정법 제57조제4항

∙ 지자체 공보에 고시

도정법 제50조제1,9항

자료 :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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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문화유산 보존･활용시 인센티브 적용방안
❚ 역사문화유산 보존･활용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공공 지원할 수 있도

록 검토
￭ 역사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성남시민 의식조사의 결과로 나온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원 혜택을
기초로 하여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공 지원하는 방안 제안
• 역사문화유산 보존시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 대중교통 시설 확충 등 주민 숙원사업 지원,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세금 감면,
시설이용비용 면제 등 검토
❚ 도시정비사업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용적률 기준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
준용적률은 250%이며 265%까지 완화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음
￭ 성남시 주거지역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시설부지, 임대주택추가확보, 소형분양주택 건설
등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항목과 함께 녹색건축물 등 건축물 부문에서
최대 5%, 지역별 특화방안으로 1~5%를 적용하고 있음
•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시 정비계획에서 자발적인 역사문화유산 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별 특화방안으로 인정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검토
<표 4-9>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용적률 기준
법적기준
구 분

건폐율(이하)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적률(이하)
성남시 조례
210%

건폐율(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60%

제3종일반
주거지역

50%

280%

50%

준주거지역

70%

400%

70%

도정법에 따른
아파트는 250%

60%

자료 : 성남시(2019). 성남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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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50%

허용
250%

공동주택 건설방식에 한함
250%

265%

250%

265%

주거용도 개발 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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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정비사업시 주민의 자발적인 역사문화유산 보존계획(유지관리방안 등 포함)에 대
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협의에 의한 허용용적률의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옛길, 물길의 복원 및 재현 등에 대해 역사문화유산의 보존･활용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보존했을 경우
• ｢문화재보호법｣ 상 지정･등록문화재의 보존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또는 시설물 등) 및 지역유래 등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시공간유치 등 위원회에서 보존의 가치를 인정한 흔적 남기기의 경우
<표 4-10>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거지역 인센티브 항목
구 분

기반시설 확보비율에 따라 차등적용

공공시설부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제5호

보정용적률
=기준용적률×(1+0.3a)/(1-a)
a=공공시설부지면적

임대주택추가확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제7항

5% 이하

소형분양주택 건설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 준용

5% 이하

건축물부분 인증
인센티브
항목
통합정리

신설

완화용적률 기준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 준용

용도지역 종상향

기계획
유지

인센티브 요건기준

녹색건축물 인증

최대 5% 이내 확보
녹색건축인증(4개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2~5%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10개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0.5~5%

지능형건축물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5개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1~5%

장수명주택인증

장수명 주택인증(4개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2~5%

구역면적 대비 특화용도
바닥면적 합계의 0.1~0.5% 확보시

1~5%

지역별 특화방안

주 : 임대주택 추가확보를 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통한 완화용적률은 260%로 제한되며, 임대주택 추가확보 시 확보비율에 따
라 260~265% 완화적용 가능.
자료 : 성남시(2019). 성남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역사문화유산 보존에 대해서 1~5%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서울의 경우 역사문화보전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부담비용을 용적률로 환산하여 5%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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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서울시 사례)

자료 : 서울시(2016).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p.170.

3) 도시정비구역 신규 지정 및 변경시 적용 방안
❚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33) 활용
￭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는 중앙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된 방식으로 저층주거
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을 위해 블록별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 수립34)
•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면적은 10만㎡ 이내이며 시･도지사가 관리지역을
지정 및 관리계획 승인
• 성남시 원도심과 같이 도시정비와 도시재생의 수요가 공존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제도
￭ 관리지역 지정요건은 ①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된 지역, ②10만㎡ 미만 ③노후‧불량건축물이
1/2 이상이며 정비구역과 같이 광역적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관리지역 지정이 불가함
• 시장‧군수는 관리지역 내 기본 정비방향,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별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안하고 시‧도지사는 주민공람,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가능성,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 후 관리계획 승인
3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21.7.20)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신설.
3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20곳이 선정되었으며, 성남시는 성남시 태평동 성남여중 서측(면적 8.8만㎡), 성남
시 중앙동 단대오거리역 남측(면적 7.4만㎡)이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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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관리계획 수립

기초 지자체

▶

관리계획
승인 신청
기초 →
광역 지자체

▶

주민공람 및
통합심의
광역 지자체
(도계위 등)

▶

관리계획
승인･고시
광역 지자체

자료 : “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 찾는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08.31.).

￭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150억) 가능
<표 4-11>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

사업
요건
완화

건축
규제
완화

결합
개발
특례

구 분
가로구역
요건 완화
가로구역
면적 확대

현 행
∙ 4면이 6m 이상 도로(또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 1만㎡ 미만
(공공시행 등 예외적으로 2만㎡ 미만)

개 선
∙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
∙ 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2만㎡까지 가능

가로주택
수용권
도입

∙ 매도청구권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기준 2/3 이상 동의)

∙ 공공 단독 시행시 수용 가능(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민관 합동‧민간 단독 시행시에는 매도청구권
(현행과 동일)

자율주택
전원합의
요건 완화

∙ 주민 전원합의 시 추진가능

∙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면적기준 2/3
이상 합의 시 매도청구권 부여

자율주택
∙ 대상지역이 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인 지
대상지역
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해제지역, 도시재
확대
생활성화지역 등으로 한정
용도지역
상향
대지경계선
∙ 7층이하 건축물 1/2 범위에서 완화
이격거리완화
인동간격
∙ 건축물 높이의 0.5~1배 수준(지자체별 상이)
완화
공동이용시설
용적률례
용적률
특례

-

주민대표
기구 통합

-

∙ 관리지역 내에서는 대상지역 제한 없음
∙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
향
∙ 7층 초과 15층 이하 건축물도 완화 적용
∙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
정 제외
∙ 결합구역 전체 세대수 20%의 임대주택을
한 가로구역에 건설시 다른 가로구역에도 용
적률 특례 부여
∙ 전체 사업구역의 주민대표기구 통합 설치 가능

자료 : “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 찾는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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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념도(예시)

자료 : “소규모 정비로 탈바꿈할 지역 찾는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08.31.).

￭ 성남시 원도심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추진할 경우 가급적 주변지역과 동선을 연결
시키고 보존해야 할 역사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보존 및 관리방안을 수립함
• 관리지역내 역사문화유산이 위치하는 경우 공원 등 기부채납 부지와 생활편의시설 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사업비용에 대해서 공공과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방안을 수립
•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성남시 행정조직, 주민합의체, 공공기관 간의 협의체를 구축하여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보존방안을 논의
❚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결합개발
￭ 도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결합개발 관련 조항 ❚
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
2.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
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제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정
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하거나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자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경기도 조례에는 도시경관･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조례 별표2에 결합정비사
업의 시행방법 및 절차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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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결합개발 관련 조항 ❚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문화재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
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하여야 한다.
자료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손실된 용적률을 역세권 등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이전하여
도시정비 활성화와 역사문화유산 보존 가능
• 서울시에서는 한양도성과 구릉지로 개발이 제약된 성북2구역과 역세권 신월곡1구역의
결합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성북 2구역 용적률 80%를 이전하는 결합개발 추진
[그림 4-18] 성북2, 신월곡1구역 결합개발

자료 : “‘용적률 주고받기’ 첫 재개발 8년 만에 본격화”, 한경부동산(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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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분석 및 시사점
1) 관련 법･제도 현황
(1) 역사문화유산 관련 법･제도
❚ 역사문화유산은 문화재로 등록･지정되지 않아도,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을 담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 자산으로 정의
￭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역사문화유산의 일부인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은
전통문화유산(지정문화재)와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으로 구분 가능함
❚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를 통해 관리
￭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법 제13조
제1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
적인 행위기준 고시
• 허용기준이 수립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는 ‘문화재보존에 미칠 우려가 있는
영향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허용기준이 없는 경우는 시･군에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실시
❚ 등록문화재는 문화유산 중 만들어진지 50년 이상이 되어 보존과 활용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근대문화유산으로 국가가 심의를 거쳐 등록한 것
￭ 지정문화재와 달리 등록문화재는 민간이 소유할 수 있으나, 개량･변형에 제약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등록을 기피하기도 함
￭ 전국의 국가등록문화재 845건 중 85건이 경기도에 위치하며 성남시는 4건의 등록문화재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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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등록문화재를 조사하여 12건을 등록 예고
❚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는 지자체 조례와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운영
￭ 서울시는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남기기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역사･생활문화유산
남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정비조례에 근거 조항을
추가하였음
￭ 서울시는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통해 근･현대 건축자산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리

(2)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제도
❚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의 대상이 되는 도시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으로 구분
￭ 소규모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구분
￭ 도시정비 관련 계획은 지자체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사업별 정비계획으로 구분
•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시 정비예정구역과 인근의 역사적 유물 및 전통적 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보전･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도시정비사업은 지자체의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수행되나 소규모정비사업은 이 과정에서 제외됨
❚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용적률 등 정비 방향을 정하고 정비계획에서

구체화
￭ 정비사업의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 기부채납 용적률, 추가 용적률, 적용 용적률, 기본계획
상한용적률, 조례 상한용적률, 법적 상한용적률로 구분할 수 있음
￭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용적률 기준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
준용적률은 250%이며 265%까지 완화 용적률을 적용
• 기본계획에 반영시 역사문화유산 보존계획에 대하여 허용용적률의 인센티브 부여 가능
￭ 정비계획은 정비구역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의 설치, 개발밀도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계획으로 역사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공공지원 방안을 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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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문화유산 조사 및 보존사업 사례
❚ 조사사업
￭ 경기도 조사사업으로 경기도 건축문화유산 조사사업,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경기옛길 프로젝트, 경기도 문화자원 총서, 경기도 메모리가 있음
• 조사사업별 대상･유형･시간적 범위 등이 상이하여 자료가 체계화되지 못하는 상황
￭ 서울시는 서울미래유산을 통해 지정･등록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의 중간 단계로 서울시 가이
드라인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발굴 및 관리
❚ 보전 및 관리 사례
￭ 서울시는 역사유산(흔적)남기기 사업으로 개포주공1･4단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에서
보존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보류된 상황
• 또한, 서울시는 예술･역사･경관･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 중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할 경우 멸실･훼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
￭ 대전시는 2008년부터 정비사업 흔적남기기 사업을 추진
• 조합 설립 인가 단계부터 착공 전 단계에서 이주 전 사진과 영상을 기록하여 별도 보관하고,
신규 주거단지 내 별도의 전시･수장 공간을 확보하도록 권고
• 대전시 동구 신흥3 재개발구역에서는 철거 아파트의 담장, 목재 문, 창틀, 손잡이, 잠금쇠
등의 폐자재를 벽면, 카페테이블 등 모델하우스 마감자재와 소품으로 활용
￭ 창원시는 2013년부터 정비사업시 마을흔적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역사문화유산을 보존
• 용호5구역 용지주공2단지는 재건축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마을흔적 보전사업을 시행하여
완공된 사례임
• 사업시행자가 마을 흔적 보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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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남시 관련 현황
❚ 역사문화유산 현황
￭ 성남시 문화재는 종목별로 국보 5건, 보물 30건, 국가등록문화재 4건, 시･도유형문화재 10건,
시･도무형문화재 2건, 시･도기념물 6건, 문화재자료 3건 등 총 60건이 등록
• 10건의 유적건조물 중에서 7건이 무덤 관련 문화재
￭ 문화재는 아니지만 건축자산에 속하는 근대건축물은 전통 민가 22건
￭ 경기도(2004) 근대문화유산 조사시 성남시의 문화유산은 5건으로 성남시 수정구에 집중
￭ 성남시(2020) 아카이브 구축시 성남시의 근대문화유산은 8건으로 광주대단지시기 건축자산이 5건
￭ 경기도 건축명소 중 13건이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문화재에 해당하는 수내동가옥(이택구
가옥)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건은 시간적 범위가 현대건축에 해당
￭ 경기도 옛길 중에서 영남길의 10개 길 중 제1길에서 제3길까지 성남시를 관통
• 점으로 산재되어 있던 문화유산을 선으로 연결, 옛길을 걸으며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도록
조성가능한 자원
￭ 잠재자원인 무형 생활유산에 해당하는 성남시의 문화예술축제는 총 7건
￭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역사문화유산을 73건 도출하였
으나 22건은 이미 소실
❚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
￭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성남시 내 도시정비구역은 총 38개소이며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30개소로 총 79%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중 조합설립 이전의 17개 구역에 대해
서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제도 검토 가능
•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은 총 8개소임
• 소규모정비사업으로는 2021년 8월 기준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10개소, 소규모
재건축사업 1개소가 추진 중
￭ 도시재생 일반지역으로 1개소, 도시재생 인정사업 1개소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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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총 18개소
❚ 성남시민 의식조사
￭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 558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 성남시의 도시정비사업에 의하여 역사문화유산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5.4%로 높음
￭ 성남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역사문화유산 남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
• 역사문화유산 보존에 찬성(‘보통이다’+‘찬성한다’)하는 비율이 93.7%
￭ 역사문화유산 보존 방식으로는 원형 유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45.9%로 가장 높음
• 이외 문서, 도면, 사진, 영상 등 기록 보존(16.5%), 외부형태는 원형으로 유지하고 내부만
리모델링(11.6%), 옛것에 새로운 것을 추가해 증축(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보존된 역사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기존 용도를 유지하거나, 전시장(기념관),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여가시설로의 활용을 선호
￭ 역사문화유산 보존 주체로는 성남시민 90% 이상이 공공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
고 있으며, 특히 ‘성남시’를 주체로 인식한 비율은 48.7%
• 인센티브로 행정절차 단축, 대중교통시설 확충,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세금감면 등을 선호

4)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방안 시사점
❚ 역사문화유산 조사
￭ 역사문화유산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시조직, 주요 문화재, 건축자산, 도시시설물 및
조경요소, 멸실･매장문화재, 생활유산 등 6가지 유형으로 검토 가능
• 향후 성남시에 특화된 유형의 개발 및 역사문화유산 선정에 대한 평가기준 수립 필요
╺ 성남시

역사문화유산은

묘(묘역),

전통가옥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지역의

역사･생활문화유산에 대한 유･무형 자산 조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조사, 발굴이 필요
￭ 각종 조사사업 보고서와 문화재청, 성남시에 산재된 역사문화유산의 목록을 통합하는 정보화
작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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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참여가 용이하고 정보에 대한 유형별 접근성이 높은 서울미래유산의 활용방식을
참고하여 경기도메모리를 개편하거나, ‘성남미래유산(가칭)’의 구축 필요
￭ 도출된 역사문화유산 유형별로 보존 및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
• 현지보존, 이전후 보존, 표지석 설치, 기록화 등 역사문화자원의 특성에 따른 보존 및 활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보존 및 활용방안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구역별 정비계획을 수립, 사업시행인가 등의 단계에서 역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가능함
• 서울시, 대전시, 창원시의 사례와 같이 지자체의 조례나 지침에 근거하여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도
록 명시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을 제시해야 함
•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방안 검토가
가능
╺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주거지역 인센티브 항목에서 지역별
특화방안을 근거로 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검토
• 서울시는 역사자원보존을 인센티브 부여의 의무사항으로 제시하여 사업추진 가능성 제고
￭ 단기적으로 역사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안이 포함된 정비계획 제안시 공공지원 방안 수립
• 사업추진의 제약이 되지 않고 신속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주도형 지원사업으로
시작하고 향후 역사문화자원 DB 구축 등 정비사업 단계별 보존･활용 정책으로 확대
╺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시 인센티브 항목으로 반영하고,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한 역사문화유산 보존정책을 제도화
• 정비계획 수립시 역사문화유산 보존계획을 지역별 특화방안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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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안
1) 성남시정의 핵심과제로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제도 도입
❚ 시민의식조사 결과, 성남시민 75% 이상이 찬성하는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사업’을 성남시 정책

사업으로 추진 필요
￭ 성남시 거주 중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 72.4%가 역사문화유산 남기기가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고, 사업에 찬성하는 비율은 75.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원도심 주민의 찬성 비율은 76.5%로 시민 전체의 찬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서울은 2015년에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35)하였으며, 근현대 건축자산을 발굴하여 관리
• 또한 2013년부터 서울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근현대 유산이 멸실･훼손되기 전에
미래세대에 전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해 시민들과 그 가치를 공유하고자 ‘서울
미래유산’ 사업 추진
•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 역사유산(흔적) 남기기 사업이 추진
￭ 성남시는 역사문화유산 조사를 통해 ‘성남 미래유산’을 발굴하여 선정하고, 정비사업 추진시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사업’을 성남시정의 핵심과제로 추진 제안
• 부서별 협업이 필요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부시장 직속 TF로 추진 제안

35) 2004년부터 적용해온 도심부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관리 틀인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을 ‘역사도심 기본계획’으로 보
완･발전시키고 그 적용범위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율곡로 남측과 퇴계로 북측 사이 ‘사대문안’에서 ‘한양도성 전체지역’
으로 대폭 확대. 출처: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 발표…역사문화 정체성 강화”, 서울파이낸스(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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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문화유산의 보존･활용 가이드라인 수립
❚ 역사문화유산의 보존･활용 가이드라인은 도시정비사업 진행시,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절차와 계획 방향, 원칙,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절차 가이드라인과 계획 가
이드라인으로 구성
￭ 절차 가이드라인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정비사업 완료 시점까지 단
계별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을 설명하는 지침
￭ 계획 가이드라인은 역사문화유산의 유형별 보존과 활용을 위한 원칙과 방향, 방법 등을 제시해 주는 지침
• 역사문화유산은 현물 보존, 기록 보존, 이미지 보존 등 다양한 보존 수법을 활용

❚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우선 수립하고, 역사문화자원

은 예비 리스트를 기초로 자료구축을 확대
￭ 서울시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보존방법, 원칙, 관리지침 등 참조하여 성남시 가이드라인을 수립
￭ 기존 조사사업의 보고서와 관련 부서의 기존 데이터를 종합하여 역사문화자원 예비 리스트를 작성

3) 주민주도형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제도 추진
(1) 역사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안이 포함된 정비계획 제안시 공공지원(단기)
❚ 역사문화유산 보존･활용 계획 제안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공공 지원
￭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공 지원하는 방안으로 공공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역사문화유산 보존시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 대중교통 시설 확충 등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세금 감면,
시설이용비용 면제 등 공공지원 방안 검토
╺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시설조성 비용은 성남시 예산으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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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계획 수립시 역사문화유산 보존･활용 계획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은 250%이며 265%까지 완화 용
적률을 적용
￭ 정비사업시 주민의 자발적인 역사문화유산 보존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경우 협의에 의하
여 허용용적률의 1~5%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검토
• 현행 기준에서는 역사문화유산 보존계획을 지역별 특화방안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검토
• 향후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인센티브 제도 개선
❚ 역사문화유산이 장소성을 갖는 건조물인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하고 시설

비용을 현금납부액(공공기여금)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
￭ 서울은 도정법 시행령 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와 조례 제12조(현금납부
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부지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 가능
• 건축심의시 결정되는 현금납부액의 범위 내에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따라 현금납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납부 방법 및 사용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서울시 개포1단지 사례 ❚
개포주공1단지는 미래문화유산 보존 대책으로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부여된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 공동주택과,
서울역사박물관, 강남구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공공기여금 범위 내에서 미래문화유산 보존사업 시행.
보존 대상인 15동의 위치는 기부채납 부지에 있고 연탄아궁이 복원과 더불어 문화시설로의 리모델링 비용 20억원
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공공기여금으로 책정 받은 150억 중 일부여서 조합의 추가 비용 부담도 없으며 차후 유지보수와
관리는 강남구청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됨.
자료 : “개포주공1단지 1개동 미래문화유산으로 보존된다”, 하우징헤럴드(16.09.28.).

❚ 성남시 행정조직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
￭ 도시정비시 역사문화유산 보존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사업 추진시 단계별로 검토하며 문화예
술과는 역사문화유산을 조사, 발굴하며 보존 방향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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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문화유산 DB 구축 및 정비사업 단계별 보존･활용 정책으로 확대(중･장기)
￭ 역사문화유산 자료구축은 구축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예비 리스트로 시작하여 GIS로 확대
• 성남시 역사문화유산 유형을 개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DB 구축
•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성남시의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모니터링과 관리
•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GIS 기반 정보공유와 시민 참여･홍보를 위한 플랫폼의 지속적 관리
￭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단계별로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정책을 실시
• 지자체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을 검토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근거한 소규모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검토
￭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역사문화유산 DB 구축이 필요하며,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위원회(가칭) 구성, 역사문화유산의 보존･활용 가이드라인(가칭) 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그림 5-1] 주민주도형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 로드맵

자료 :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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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정책 법･제화
❚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한 역사문화유산 보존정책 제도화
￭ 성남시 구역별 정비계획 입안시 정비계획에 역사문화유산 보전 등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변경 추진

❚ 추가 내용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8.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역사문화유산 남기기 제도를 정착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아래와 같은 역사자원보존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의무사항으로
제시하여 실행력 제고
• 옛길, 물길의 복원 및 재현 등에 대해 역사문화유산의 보존･활용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보존했을 경우
• 문화재보호법 상 지정･등록문화재의 보존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또는 시설물 등) 및 지역유래 등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시공간유치 등 위원회에서 보존의 가치를 인정한 흔적 남기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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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Policy
in the Process of Urban Redevelopment

Seoul, Daejeon, and Changwon are promoting projects to preserv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dur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omoted conservation projects in the reconstruction of Gaepo Jugong
Complex 1 and 4 and Jamsil Jugong Complex 5, but it is currently suspended. Daejeon
has been preserving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since 2008, and Changwon has implemented a preservation projec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s a result of a survey of Seongnam citizens, 75.6% of respondents agreed to preserv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indicating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project to
preserv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However, it was investigated that there were
only 73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in Seongnam-si. Therefore, Seongnam-si needs
to discover various types of historical and living cultural heritage through investiga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historical paths that show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ical landscapes such as modern houses, baths, barbershops, photo
studios, and coffee shops, as well as old roads, old waterways, and modern historical
landscape.
There are a total of 38 urban regeneration areas in Seongnam-si, of which 17 areas,
which are in their early stages, will be able to promote policies to preserve and utiliz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To this end, when the private sector proposes a
redevelopment plan that includes a plan to preserv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 to provide public supports. It would be appropriate
to support local residents' long-cherished facilities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when establishing a re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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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centive for the floor area ratio in retur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may be reviewed. In the mid to long-term, Seongnam-si should build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data and expand the policy to preserve and utilize the
redevelopment project step by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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