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석사 학위논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결합건축제도의 

시행이 도시 형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rban Morphological Implications by

Implementation of the Conjoint Building Program

within Architectural Heritage Promotion Districts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김 도 현





- i -

국문초록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결합건축제도의 시행이

도시 형태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연구

국가는 도시계획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규제를 통해 도시의

밀도를 관리한다.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개별 필지마다 규정된 건

폐율, 용적률, 고도제한 등 다양한 규제는 직·간접적으로 건축물의

최대 건축가능 영역을 한정한다. 반면, 건축가들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각종 규제와 제약을 극복하며 최대 연면적을 확보하려는 건

축주의 요구를 수용해왔다. 이처럼 우리의 건축도시공간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욕구가 발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15년 국토교통부의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1

월 건축법 제8장의3 결합건축 항목이 신설되고 2018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결합건축이란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을

협정을 체결한 2개의 대지에 통합 적용하여 기존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주는 일종의 건축 특례이다. 새로운 용적률 규제의 출현은

우리의 건축도시공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본 연구는 선도적으로 최근 개정된 결합건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추후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 방식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결합건

축제도가 우리의 건축도시공간에 가져올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

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용적률 규제에 대한 이론 고찰 및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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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유사제도 비교·분석을 위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결

합건축제도의 실효성과 건축도시공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위

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경복궁 서측 종로구

체부동 일대에 용적 이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결합건축제도는 간접적으로 높이를 제한하여 도시의 밀도를 조절

하는 용적률에 대한 이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용적률을 이

전하는 것은 토지의 상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으

로 법의 중복 규제 등으로 허용용적률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도 개정 당시의 공적 문서를 살펴본 결과 결합

건축제도는 ‘용적률 이전을 통해 노후건축물의 재건축 사업성을

제고하여 건축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개정 이전의 용적 이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용적 이전 제도가 개

발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 외에도 건축자산 등 문화재 및 자연환경

등의 보존을 목적으로 개발 규제에 따른 손실을 경감시켜주는 수

단으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의 유사제도 분석결과 결합건축제도는 일단지 인정에 의한

총합설계제도, 연담건축물설계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제도의 대상지 및 공간적 범위에 대한 제약이 적어 결합건축제도

를 통한 용적 이전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되었

다. 하지만 협정 유지기간이 최소 30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종전에 용적률 기준대로 환원하여 신축·개축·재축하는 경우 협정

을 무효화 할 수 있어 제도 악용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권리관계의 기록 및 관리와 세부운영지침의 미비 등 제도

의 시행 및 운용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예상되었다.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경

복궁 서측 종로구 체부동 일대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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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시장 활성화’와 ‘건축자산의 보존’이라는 서촌 일대가 처한 딜

레마 사이에서 결합건축제도의 잠재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용적 이전 시뮬레이션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적용된

필지 간 용적 이전과 대상지역 전체에 걸쳐 적용된 용적 이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필지 간 용전 이전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양수지에서는

용적 이전을 통해 재건축 사업성이 제고되어 개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한편 양도지에서는 재건축 동기가 없는 일반건축물이

있는 필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필지 및 미접도 필지(맹지)

의 미사용 용적을 이전 거래하여 잠재되어 있는 수익을 발생 시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적 지출 없이 건축자산에 대

하여 개발 규제로 발생한 손실을 경감시켜 줄 수 있었다.

대상지역 가구 전체에 걸친 용적 이전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

과,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은 경제적 원리에 따라 개발

수요가 적은 가구의 내부나 이면도로에 접한 필지의 용적을 개발

수요가 높은 대로변의 필지로 이전시켜 블록 내·외부 건축물간의

볼륨 차이를 유발시키는 등 도시 환경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었

다. 더구나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용적 이전은 건축자산의 미사용

용적을 건축자산 주변의 일반 건축물에게 이전하게 되어 건축자산

과 일반건축물 간의 볼륨차이를 유발했다. 이로 인해 건축자산이

일반건축물에 의해 가려지고 어두운 환경에 놓이는 등 경관적, 환

경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

적 이전이 궁극적으로 건축자산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결과로 이어

졌다.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을 적용하

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의 건축 및 도시환경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고찰한데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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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에는 용적 이전의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며 더구나 일조

권사선제한이 적용되기 이전에 형성된 대상지역의 건축면적을 용

적 이전 이후 건축법규에 맞도록 조정하여 밀도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 외에도 용적 이전 시뮬레이션

은 가정된 시나리오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어 다양한 경제적·사

회적 환경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용적 이전은 국내의 결합개발제도나 일

본의 특정가구제도 및 특례용적률적용지구제도와 같이 시장의 원

리가 아닌 공공의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

가 있다. 제도 개정 당시 당장에 직면한 ‘건축투자시장 활성화’ 과

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여 제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신중한 검

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제도 시행에 앞서, 용적

이전 제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자산 진흥

구역에서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이 가진 잠재된 위험성을

재검토하고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결합건축, 결합개발, 용적 이전, 용적률 결합, 도시 재생 활

성화, 건축자산 진흥구역

학 번 : 2016-2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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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축물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

라의 전체 건축물 6,986,913동 중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

물이 2,511,900동으로 전체 건축물의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건

축물의 비율이 약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러 경제·사회

적 이유로 새로운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또한 부진

하게 되었고1) 건축 시장의 위축뿐만 아니라 노후건축물의 증가가 문제

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 ‘노후건

축물 정비 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일환으

로 2016년 1월 건축법 제8장의3 결합건축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2018년

2월 9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결합건축이란 건축주간 합의한 경우

에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

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건축규

제 특례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용적을 이전하는 개념은 생소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용적을 이전·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규모 도시

개발과 개별 건축물의 리뉴얼을 촉진해 왔다. 결합건축을 통한 용적 이

전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소규모 노후건축물

의 재건축 사업성을 제고2)하는 동시에 위축된 재건축 시장에 촉매제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국토교통부의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2015)’에서는 재개발 시행 호수가 2008년 19

만7천호에서 2014년 5천호로 감소했음을 밝히고 있다.
2) 국토교통부의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2015)’에 의하면 잠실지역에 시뮬레이션 한

결과 용적률 20% 결합 시 추가수익 8.5%, 50% 결합 시 추가수익 21.2%로 사업

성이 향상되며, 결합건축으로 연간 9,000억 원에 이르는 건축투자효과가 기대되는

등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노후건축물 리뉴얼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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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6년 1월 관련법의 개정 이후 제도적 환경이 조성3)되어 머

지않아 제도 시행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결합건축제도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부족하다. 결합건축 관련 행정업무

의 처리와 지침을 제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

를 돕고 원활한 제도 시행에 도움이 될 시범 사업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합건축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더

구나 무엇보다도 제도 개정 이후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이 우리

도시환경에 가져올 다양한 변화와 영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도 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

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3) 2016년 7월, 2017년 2월과 4월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건축

법 일부 개정이 있었다.

그림 1. 결합건축제도 도입 관련 기사

출처: 「서울경제」,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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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의 목적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규제는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도시 계

획적 차원에서 개발밀도를 제한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리고 과거에서

부터 현재까지 건축가들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각종 규제와 제약을 극

복하며 최대 용적률 확보 등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왔으며, 우리

의 건축 및 도시공간은 이처럼 우리 사회가 발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전(前) 영국 총리인 Winston Churchill은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

지만, 그 다음엔 건축물이 우리를 만든다.”고 말하며 우리 인간과 건축

및 도시환경이 갖는 상호간의 의미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국가

적 차원에서 도시의 개발밀도를 계획하는 요소로써 결합건축제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일은 앞으로 우리가 향유할 건축·도시 환경을 만들어가

는 데 있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우선 결합건축제도의 개정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결합건축제도를

구체적인 대상지에 적용하여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에 대한 이

해를 돕고자 한다. 이는 추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

는데 참고가 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제도의 실효

성 확보에 이바지 할 것이다.

또한 결합건축제도와 국내외 유사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제도적 차원

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구체적 대상지

에 결합건축제도를 적용하여 건축물 단위 리뉴얼 활성화에 용적 이전 방

식이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궁극

적으로 결합건축제도의 시행이 우리의 건축·도시환경에 미칠 영향과 변

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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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크게 내용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분석의 내용적 범위를 국내 및 일본의 유

사제도로 선정하였다. 미국의 경우 공중권4)을 이전하는 기법이 가장 먼

저 도입되고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영미법을 따

르고 있어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상이하다. 하지만 대륙법을 따르는 일본

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하며, 미국의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을 그들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여 다양한 형

태 제도들을 개정 및 운용하고 있어 비교·분석 대상으로 보다 적합하다

고 볼 수 있다.

둘째, 제도 적용을 위한 대상지의 공간적 범위로 서울시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복궁 서측 종로구 체부동 일대5)를 선

정하였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법정 결합건축 가능 대상지역 중 사업성

제고를 통한 개발수익을 창출시킬 뿐만 아니라 개발 규제로 인한 손실을

경감시켜주는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는 개발이

제한되어야 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개발을 촉진 시키는 수단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결합건축제도가 가진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4) 김지엽·송시강·남진(2013)에 따르면 ‘개발권’으로 직역되어온 ‘Development
Rights’는 ‘공중권(air rights)’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 수 있으며, 1984년 민법에
도입된 ‘구분지상권’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다.

5) 연구자는 서울시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복궁 서측 종로

구 체부동, 인사동, 권농동 돈화문로, 견지동 운현궁 일대, 성북구 성북동 선잠단

지 등 서울 시내 10여개 한옥밀집지 중 경복궁 서측 종로구 체부동 일대가 건축

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 2017년 2월 서울시에서

‘우수건축자산’으로 최초 등록한 체부동 성결교회가 체부동 일대에 위치하며 그

외에도 서촌 지역에는 1910년대 이후 지어진 633채의 한옥이 남아있는 등 경복

궁 서측 종로구 체부동 일대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 6 -

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 고찰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 고찰 내용으로 2장에서는 도시 계획적 관리 수단으로써 높이제

한 및 용적률 제한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한 뒤, 용적률

이전의 개념과 법리 구성을 파악하였다. 이후 결합건축제도의 개정 배경

및 최신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우선 결합건축제도 개정 당시의 국회

본회의 회의록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제도의 개정 배경을 분석하였으

며, 다음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등 관련법을 중심으로 최근 개정된 결합건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선행연

구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련법을 중심으로 일본과 국내 유사제도의

주요 내용 및 운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설정한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국내외 유사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상호 비교·분석

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 추진 중인 경복궁 서측 체부

동 일대의 구체적인 대상지역에 결합건축제도를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가상의 전제조건을 설정한 뒤 대상지역 내의 두 개의 필지

간에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을 수행하여 결합건축제도의 주요

내용 및 절차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더불어 경복궁 서측 체부동

일대의 대상지역 블록 전체에 해당하는 약 170여 필지에 일괄적으로 결

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을 수행하여 결합건축제도 도입으로 인한

우리 건축도시환경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 7 -

1.2.3. 연구 흐름도

연구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1장 서�론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대상�및�방법

2장 문헌�고찰

이론�고찰

용적�이전의�개념과�법리구성

결합건축제도

개정�배경

-� 공적�문서

-� 선행�연구

개정�내용

3장
국내외�유사제도�

비교·분석

국내외�유사제도�비교·분석

일본

-� 일단지� 인정에�의한� � �

� � 총합설계제도

-� 연담건축물설계제도

-� 특정가구제도

-� 특례용적률적용지구제도

국내

-� 결합개발제도

-� 건축협정제도

국내외�유사제도�비교·분석�시사점

4장

대상지�

시뮬레이션을�

통한�도시환경�

변화�분석

대상지�선정�및� 시나리오

용적�이전�시뮬레이션

대상지에�예상되는�도시환경의�변화

소결

5장 결론 결론

표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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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입장

1.3.1. 선행연구 고찰

구 분 연구자(연도) 연구 내용

개발권

양도제

국내

도입과

한계에

대한 연구

서순탁·박헌주
(2001)

개발권 양도제(TDR) 소개 및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최혁재·최수
(2002)

토지 이용 규제 손실 보전수단으로서의 개발권 양도제

의 도입과 활용방안 연구
김진아
(2004)

도시습지 보전 수단으로서의 개발권 양도제 도입 연구

김현수 외4
(2005)

개발권양도제의 제도화 방안 연구

서순탁
(2005)

도심 생태지역 보전 수단으로서의 개발권 양도제 적용

가능성 연구
김갑성 외4
(2005)

개발권 양도제의 도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정우형
(2006)

도시습지 보전 수단으로서의 개발권 양도제 도입 연구

용적

이전제도

국내

도입에

대한 연구

김인희
(2005)

개발권 양도도 범위를 용적 이전으로 한정하여 용적

이전 기법의 개념 제시 및 국내 제도화 방안 연구
김창석·이삼수
(2005)

일본의 특례용적률지구를 중심으로 용적 이전제도 운

용 실태 연구
김상일·김인희
(2006)

일본의 용적 이전 기법을 결합 개발

권동은
(200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례를 선정하여 용적 이전

제도를 손실보상의 대안으로 제안
채미옥·송하승
(2008)

용적률 가치를 환산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며, 용적률

거래제 도입 제시
채미옥 외
(2009, 2010)

2007년 연구를 발전시켜, 국내 도입에 있어 장애요인

을 해소하여 용적률 거래제 제도화 방안 제시

성준영
(2010)

일본의 유사제도의 검토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용적

이전제도의 효과 검증

이상포
(2010)

용적이전기법의 국내 도입가능성을 사회적 인식의 차

원에서 검토 및 사회적 정착 현실화 방안 제안

김지엽 외2
(2013)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법리 구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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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연구 입장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미국의 개발권 양도제(TDR) 및 일본의 용적률

이양 제도를 국내에 소개하고 도입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

해왔다. 수년간 연구에 대한 결과로 결합개발제도 및 건축협정제도에 이

어 2016년 1월 19일 건축법 제8장의3 결합건축 항목이 신설되었다. 2018

년 2월 9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개정된 결합

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 방식이 우리의 건축·도시 환경에 미칠 영향

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기적 상황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선도적으로 결합건축제도와 국내외 유사제도를 제도적 차원

에서 비교·분석하고, 구체적 대상지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결합건축

제도 적용에 이해를 돕고 우리의 건축·도시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

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결합건축제도 개정에 따른 장래의 문제를 고

찰하고 제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결합개발제

도에 대한

연구

김상일·김인희
(2006)

결합개발제도의 운영방향에 대한 연구

박해일
(2012)

결합개발제도 적용 과정에서 각 주체간 역할에 관한

연구
이동현 외3
(2009)

결합개발제도 부산 지역에서의 운용에 관한 연구

여춘동 외3
(2013)

결합개발의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과 모의실험 평가에

관한 연구 . 강남과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김주진 외2
(2012)

결합개발방식 적용 사례 고찰 및 정책적 시사점

이승준
(2013)

결합개발제도 시범사업 사례 연구

박정아
(2009)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결합개발제도 적용 연구

건축협정제

도의 용적

이전에

대한 연구

황지현 외3
(2016)

건축협정제도의 용적 이전 내용에 대한 제도적 고찰

표 2. 개발권 및 용적 이전 제도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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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 고찰

2.1. 이론 고찰

2.2. 용적 이전의 개념과 법리구성

2.3. 결합건축제도 도입 배경

2.4. 결합건축제도의 최신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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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론 고찰

2.1.1. 높이 규제의 개념과 목적

국토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필지는 소유주의 사유재산이지만, 시장

에만 맡겨져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서로의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

해하는 등 무질서한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개인의 사유

재산의 권리를 신장하고 균형 있는 국토의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국가는 도시의 밀도를 조절하기 위해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고 있다. 건축물의 높이는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토지이용

계획의 지역지구에 따라 최고높이,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각기 다른 기준

으로 제한 받는다. 높이를 규제하는 방식에는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최고

높이를 규정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식과 도시

계획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규정

하여 간접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식이 있다. 이와 같이 우

리의 도시 공간은 최고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다양한 제한 요소의 상호

보완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되어진다.

국가는 도시 계획법에 의해 도시를 분할하여 경계를 만들고 지역지구

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분할된 각각의 지역은 그 용도에 맞도록 지역지

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최고높이,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를 제한한다. 국가는 개별 건축물에 대한 직·간접적인 높이 규제를 통해

개별 건축물에 대한 일조와 채광, 환기 등을 확보하고 도시를 위생적이

고 쾌적하게 관리하며, 스카이라인을 유도하는 등 도시의 미관 및 경관

을 고려한다. 이렇듯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건축물의 높이와 관련된 다

양한 규제들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가치를

보장하는 동시에 도시의 밀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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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용적률의 개념과 목적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대지 내 건축물의 건축바닥면적을 모두 합

친 면적(연면적)6)의 백분율이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 대비 넓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 밀도를 나타내

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최대 용적률 확보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전제조

건으로 건축물을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할 경우에 용적률은 건축물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된다. 따라서 도시 계획에서는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확

보, 공공공지의 기부채납, 친환경 계획요소 등 건축주의 공공기여를 유도

하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용

적률 규제를 유인책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법상의 용적률 개념을 기준용적률, 허용용

적률, 상한용적률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규칙에서는 각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기준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

적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적률의 범위 안

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

2) 허용용적률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

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3)상한용적률

건축주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

하여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동개발을 지정하거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하여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6) 건축법 제119조 4항에서는 용적률 산정 시에 적용되는 연면적에 대하여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
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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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용적 이전의 개념과 법리구성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적 이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논쟁이 되었던 개념 및 법리 구

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소유권에서 ‘개발권’ 분리 가능성에 대한 논쟁

미국의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이 국내에 소개되고 도

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개발권’을 우리나라의

소유권 개념에서 분리 할 수 있는지 논의 해왔고, 대표적으로 채미옥 외

1 (2008)의 연구에서는 개발권을 소유권에서 분리하는 개념이 아닌 규제

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거래하는 개념으로 ‘용적률거래제’를

제시하여 법적 논쟁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

라의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논쟁은

TDR을 ‘개발권 양도제’로 직역되면서 발생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것은 용적률 등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토지의 상부를 활용

할 수 있는 ‘공중권(Air Rights)’을 거래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7)

2) 소유권과 토지소유권 개념의 대립

우리나라의 민법은 물권에 대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

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중 소유권은 「민법」에

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 할 권리’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유물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물권법의 체계에서 토지소유권은 소유권과는 다른 특성을 갖

고 있다. 사유지의 지하 부분을 통과하게 되는 도시철도의 개발 초기에

토지의 지상 및 지하 부분을 독립된 물권의 객체로 이용되어질 필요성이

7) 김지엽 외3 (2013)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법적 타당성과 법리구성 연구에서는
미국의 ‘개발권 양도제’를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이 아닌 ‘공중권
양도제’ TAR(Transfer of Air Rights)로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한 용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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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84년 「민법」 제289조2에서는 구분지상권8)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토지소유권은 고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도시계

획 제한 등을 포함한 각종 토지 규제에 의해 공간적인 범위가 정해진다.

그리고 정해진 공간적 범위 안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사용 가치

만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 용익물권이 토지소유권에 부속되어진다.9) 즉,

구분지상권은 용적률에 의해 정해지는 토지의 상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

리로 토지에 부속된 다양한 ‘가치’ 중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

8) 「민법」에서는 토지소유권을 지상(공중권), 지표(지중권), 지하(지하권)으로 구분
하고, 이들을 각각 매매의 단위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도입했다.

9) 또한 조망권, 일조권 등 여러 가치들이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부속되어지며, 별도
의 법률에 의해 광업권 등은 국가에 의해 관리되어진다.

그림 2. 토지 매매의 단위를 구분한 개념

(출처: 이재인, 네이버캐스트, 소필지 단위의 리뉴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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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적 이전과 손실보상 법리에 대한 이해

앞서 2.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적 계획에 의해 사유재산의 제한

은 필연적이다. 토지소유권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보상이 필요 없는 일

반적 수준의 도시 계획 규제와 국가적 차원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유재

산에 대한 보상이 요구되어지는 수준의 공용제한(公用制限)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용적률 규제는 일반적 수준의 도시계획 규제로 볼 수 있으며

용적 이전은 법의 중복규제로 허용용적률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상

으로 하여,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일반적 수준의 규제 범위 안에서 이

루어져야 손실보상 법리와 상충하지 않게 된다. 또한 중복 규제 등으로

제한의 정도가 과도한 경우 허용 용적률 내의 용적 이전은 토지소유권을

대상으로 한 공용제한(公用制限)에 따른 ‘보상’이 아닌 일반적 규제에 대

한 손실 ‘경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 토지이용 규제와 손실보상 법리

(김지엽 외2 (2013)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법적 타당성과 법리구성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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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합건축제도 도입 배경

2.3.1. 공적문서에서 드러난 결합건축제도 개정 배경

2015년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희국 의원 외 6인이 각각 대표 발의한 7

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제안10)되었다.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건축법 제8장의3 결합건축 항목을

신설하여, ‘실제 대지별 상이한 입지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용도

지역 등에 따라 획일적인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

축주간 용적률 거래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2016년 1월 건축법 제정·개정문에서는 “개별 건축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후건축물 대체 투자수요가 잠재되어 있으나 규

제 및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건축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

에 노후 상가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하여「건축법」또는「민법」의

일부규정을 배제11)하고,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사업성

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제도를 신설하여 건축투자시장 활성화에 기

여한다.”고 제도의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

는 결합건축 가능 대상지역은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주거환경관리사

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건축협정구역, 특별건

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건축자산 진흥구

역)으로 타 지역지구에 비하여 개발이 권고되며 잠재적인 재건축·재개발

수요가 있는 지역지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입법

과정에서 결합건축 대상지역을 중심상업지역 뿐만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상업지역 전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입

장을 추가로 제기하고 관련 내용의 개정을 요청하는 등 용적률 이전·거

래를 통한 건축투자시장 활성화 취지에 입각하여 법정 대상지를 선정하

고자 하였다.

10) 2015년 12월 28일 19대 338회 1차 국회 본회의 회의록
1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의 대
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는 특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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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선행 연구에서 제기해 온 용적 이전제도 도입 이유

개발권 양도제(TDR)는 1978년 배청박사가 도시문제지에 기고한 ‘미국

의 개발권양도제도’라는 글을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 이후 서순

탁·박헌주(2001), 최혁재·최수(2002), 김진아(2004), 김현수 외4(2005), 김

갑성 외4(2005), 정우형(2006) 등의 초기 연구는 미국의 개발권 양도제

(TDR)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어 서순탁(1999)

등의 연구로 개발권 양도제(TDR) 국내 도입의 한계가 검토 되었다. 이

후 김인희(2005), 김창석·이삼수(2005), 김상일·김인희(2006), 성준영

(2010) 등은 일본의 용적 이전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형 TDR(K-TDR)의

개념을 창안했으며, 김지엽 외2(2013)은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법적

타당성과 법리구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 외에도 용적률 가치 산정

과 제도 적용 대상지에 대한 연구 등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폭 넓

게 이루어져왔다.

개발권양도제도(TDR) 및 용적 이전 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권리의식의 확대로 각종 규제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한 시대적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역사·문화재 및 자연경관

등의 보존지역에서는 공익적 차원의 규제로 인해 지가가 하락하는 등 미

개발 손실이 발생하고 이와 반대로 개발지역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 지

가가 상승하는 등 개발 수익이 발생하여 양 지역 간 자산 가치 격차가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개발권양도제도(TDR) 및 용적 이전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로 용적 이전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결합건축제도를 포함한 여러

용적 이전 제도는 미사용 용적의 거래를 통해 용적을 이전받는 양수지에

서는 사업성을 제고하여 개발 수익을 창출시키는 한편, 용적을 이전시켜

주는 양도지에서는 국가의 재정 지출 없이도 개발 규제에 따라 토지 재

산권에 발생한 손실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선행

연구 문헌조사 결과, 용적 이전 제도는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의 상대적

자산 가치의 격차를 줄여주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 19 -

2.4. 결합건축제도의 최신 개정 내용

2016년 1월 19일 건축법 일부 개정에 따라 건축법 제8장의3 결합건축

항목이 신설되었다. ‘결합건축’이란 건축주간 합의한 경우에 건축법 제56

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

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400%의 허용용적

률을 가졌으나 300%에 해당되는 연면적만 건축한 필지A의 건축주가 결

합건축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필지B의 건축주에게 100%에 해당되는 필

지A의 미사용 연면적을 양도하여 필지B에 추가 연면적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결합건축제도는 대지 간 용적률 거래를 통해 토

지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하고 개발 수익을 창출하여, 개별 건축물

단위 리뉴얼에 촉매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법 제77조의14에 의한 결합건축 대상지역은 상업지역, 역세권개발

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에는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도시재

생 활성화 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이 포함된다. 위에서 언급된 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의 범

위 내’에 있고 ‘동일한 지역에 속하거나 또는 너비 12m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을 경우 결합건축이 가능하다.

그림 4. 결합건축제도 개념도

(국토교통부의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2015) 자료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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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건축제도에 의한 용적 거래는 민간 주체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 및 건축물

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결합건축 협정 체결의 주체가 된다. 협정 체결

주체인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결합건축 협정서를 첨부하여

야 하며, 결합건축 사업에서 건축사는 결합건축 컨설팅 외에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결합건축협정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결합건축 사업은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수이지만, 결합건축으로 조정되

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00분

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거쳐야 한다. 결합건축 사업에서 건축주는 건축허가 이

추진 주체 역 할

건축주

결합건축협정 체결 및 협정서 작성

결합건축협정서 작성을 위한 운영회 운영

민간전문가와 협력

시/군/구

결합건축협정위원회 지원

결합건축 관련 행정업무(건축협정 인가 및 공고, 결합건축협정

관리대장 관리)

업무 지침 제시

결합건축 홍보 프로그램 운영

건축사
건축법 등 결합건축 컨설팅

결합건축사업 건축주 대리인(결합건축협정서 작성 지원 등)

국토교통부

법규 개정

시범사업 운영

민간전문가 위촉

결합건축 지원센터
시범사업 지원 및 모니터링

결합건축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

표 3. 결합건축제도 주체별 역할

(건축법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정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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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허가권자를 통해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외에 국토교통부는 결합건축제도의 법규를 개정하고 제도에 원활

한 운용을 위해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결합건

축 지원센터를 창설하여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결합건축 지원센터에서는 결합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자료를 작성하고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결합건축제도의 주요 내용과 건축법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건축법 내 용

대상지역

건축법

제77조의14

및

건축법시행령

제111조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건축협정구역

- 특별건축구역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 건축자산 진흥 구역

체결주체
건축법

제77조의14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내용
건축법

제77조의14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

간 통합하여 적용

체결기간
건축법

제77조의16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

(다만, 결합건축협정서의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

하여 신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협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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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7조의16에서는 결합건축 협정 체결 유지기간을 최소 30년

으로 정하고 있으나, 결합건축 협정으로 조정된 용적률을 종전대로 환원

하여 신축·개축·재축하는 경우에 협정을 무효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협정 체결 기간 중 결합건축 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

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거나 설정 받은 자는 결합건축 협정 체결자로서의

결합건축

협정서

작성

건축법

제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

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 계획서

체결 절차
건축법

제77조의15

결합건축협정서 작성 및 결합건축 협정 체결

건축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이상의 용적 거래 시)

효력 및

승계

건축법

제77조의4제3항

및

제77조의10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결합건축에 따름

결합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

리를 이전 받거나 설정 받은 자는 결합건축협정체결자

로서의 지위를 승계

폐지
건축법

제77조의14

결합건축협정 체결자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

고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

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의 폐지를 수리

관리방안

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도의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표 4. 결합건축제도의 주요 내용과 건축법 근거 조항

(건축법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정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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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승계 받게 되어 협정 체결이 유지된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결합

건축 협정 체결에 대한 내용을 결합건축협정서 및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통해 결합건축 사업을 관리한다.

결합건축의 협정체결 및 운영절차는 크게 준비, 기획 및 체결, 인가

및 운영의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준비 단계에서는 대

상 필지의 법정 대상지역 해당 여부 및 협정체결 예정인 두 필지 간 공

간적 범위의 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기획 및 체결 단계에서는

건축 계획안과 더불어 결합건축 협정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필요하다

면 민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협의된 내용을 결합건축 협정서에 작성하

고 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인가 단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해당되는 경

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결합건축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

가 단계 이후에는 일반적인 건축 허가 행위를 진행 할 수 있는 운영 단

계를 거쳐야 한다.

그림 5. 결합건축협정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그림 6. 결합건축 관리대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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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결합건축제도의 절차

(건축법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정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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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분석

3.1. 일본 유사제도 비교·분석

3.2. 국내 유사제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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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본 유사제도 비교·분석

일본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의 개발권 양도제(TDR) 도입을 추

진했으며, 현지 법 체계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여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적 이전 제도들을 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일본의 용적 이전

제도는 일단지 인정에 의한 총합설계제도(1979), 연담건축물설계제도

(1998) 및 특정가구제도(1961), 특례용적률적용지구제도(2001)가 있다. 일

단지 인정에 의한 총합설계제도 및 연담건축물설계제도는 「건축기준

법」에 근거하며 특정가구제도 및 특례용적률적용지구제도는 「도시계획

법」에 근거한다.

제도 명칭 근거 법령

일단지 인정에 의한 총합설계제도 건축기준법 86조

연담건축물설계제도 건축기준법 86조

특정가구제도 도시계획법 8조, 9조, 건축기준법 60조

특례용적률적용지구제도 도시계획법 8조3항, 건축기준법 52조의2

표 5. 일본의 용적 이전 관련 유사제도 현황

(출처: 권영상 외6 (2015)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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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일단지 인정에 의한 총합설계제도

1) 주요 내용

일단지 인정에 의한 총합설계제도는 2개 이상의 필지를 결합하는 경

우 단일 필지로 간주하여 일체적인 단지 계획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 건축협정제도와 유사하다. 개별 필지 단위로는 활용이

어려운 협소한 필지를 인접 필지와 결합 개발하여 건축규제를 적용함으

로써 기성 시가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

되었으나 운용 과정에서 용적 이전의 수단으로 활용된 제도이다. 제도

적용 대상은 필지 집합의 규모가 500㎡ 이상인 2개의 필지로, 결합하고

자 하는 각 필지가 동시에 건축될 때 적용 될 수 있으며 협정을 맺은 필

지 사이에 도로, 하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각 건축물은 안전,

방화 및 위생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자체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양수

지로 이전되는 용적은 양도지의 최대 허용 용적 중 미사용 용적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전·거래할 수 있으며, 이전되는 용적의 가치는 협정

체결자 간에 자율적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을 맺은 내용에 대

하여 별도의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분

지상권이나 지역권으로 등기하도록 하며, 필지 거래 시 중요 설명사항으

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8. 일단지 인정에 의한 총합설계제도 개념도

(출처: 권영상 외6 (2015)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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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삿포로 AN빌딩

일단지 인정에 의한 총합설계제도로 용적 이전 한 사례로는 아사히

신문사의 삿포로 AN빌딩을 들 수 있다. AN빌딩은 상한 용적률이 626%

인 아사히신문사 소유의 두 필지를 결합하여, 한필지에는 295%의 용적

률로 업무용 건물을 건설하고 다른 필지에는 821%의 용적률로 오피스용

건물을 건설했다. 즉, 두 필지를 결합하고 일체적인 단지를 계획하여 업

무용 건축물의 필지의 미사용 용적을 오피스용 건축물의 필지로 이전 시

킨 사례이다.

그림 9. 삿포로 AN빌딩

(출처: 권영상 외6 (2015)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림 10. 소유권 및 용적 이전

(출처: 권영상 외6 (2015)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 연구)

개 요
송출지 수용지

업무동 오피스동

소재지 札幌市中央区北3条西4丁目

부지면적 1,959㎡ 3,317㎡



- 29 -

3) 관련 법령

동경도 건축기준법 제 86조 제1항, 동조 제2항 및 제8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인정 기준 (建築基準法第86条第1項, 同条第2項及び第86条

の2第1項の規定に基づく認定基準)

연면적 6,456㎡ 30,419㎡

층수 지상 4층 지하 2층, 지상23층

준공일 2009년 11월 2006년 9월

토지소유권 아사히신문사

건물소유권 아사히신문사
아사히신문사(15%)

일본생명(85%)

지정용적률 626%

현 용적률 295% 821%

표 6. 대상지 개요

(출처: 권영상 외6 (2015)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 연구)

- 운용방침

도쿄도는 건축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지 건축물 설계제도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담건축물 설계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법 및 이에 근거한 명령, 조례 및 통보의 취지를

통해 양호한 시가지 환경의 확보에 기여하고 적절한 토지의 유효이용에

이바지하는 건축계획에 대해 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

여 활용을 함에 있어서의 기준을 정한 것.

또한 단독주택지등의 개발계획의 경우, 도로의 위치지정이나 개발행위허

가에 의한 구역정비의 실시를 기본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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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기준: 적용범위

일단지의 구역 또는 일정한 일단의 토지구역(이하 "구역"이라 함) 안에

건축물을 계획하는 것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통로의 관리 및 건

축물 계획 등에 대해 협정 등이 체결된 것

1. 법 제86조 제1항의 인정구역은, 일체적으로 계획되는 일단의 건축물

로, 한명의 소유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일체적으로 관리되는 것

2. 법 제86조 제2항의 인정구역은, 도로 및 하천 등을 포함하지 않는 연

속된 토지구역 내에 건축물 설계하는 것

- 취급기준: 적용기준

구역의 규모구역: 면적은, 500㎡ 이상으로 한다. 단, 구역 내 부지의 수가

2개로, 건축물의 용도가 전용주택 등(전용주택 및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

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겸용주택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경우 또는 밀집

주택시가지정비촉진사업 등에 의해 기성 시가지의 환경정비에 기여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함

건축물의 구조: 구역 내의 각 건축물은 내화건축물 또는 준내화건축물로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예외로 인정함

(1) 기존 건축물

(2) 준방화지역 내에 계획하는 연면적이 200㎡ 이하의 전용주택 등

(3) 방화지역 및 준방화지역 외에 계획하는 연면적이 200㎡ (타운하우스

단지의 경우는 600㎡)이하 건축물로, 그 외벽 및 처마안쪽을 방화구조로

하여 연소 위험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에 갑종방화 및 을종 방화문을 설

치한 것

(4) 방화지역 및 준방화지역 외에 계획하는 파출소 그 외이와 비슷한 공

익상 필요한 것으로 연면적 50㎡이하의 것

(5) 자전거 보관소, 창고 등의 단층집의 부속건물(연면적이 50㎡이하의

것)

표 7. 유사제도 관련법령-1

(출처: 권영상 외6 (2015)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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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연담건축물설계제도

1) 주요 내용

연담건축물설계제도는 기존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 일대의 필지를 일체화하여 하나의 단지로 정비하는 제도로, 기존

시가지 내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하나

의 필지에서와 같이 건폐율, 용적률, 사선제한 및 접도 규정 등 각종 규

제를 적용받으며, 용적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미사용 용적을

협정을 체결한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은 일단지 인정에 의한 총합설계제도와 마찬가지로 필지 집합

의 규모가 500㎡ 이상인 2개의 필지로 한정하지만 개정 목적에 부합하도

록 결합하고자 하는 필지에 이미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대로 유지하

면서 다른 필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

한 연접을 전제로, 협정을 맺은 필지 사이에 도로, 하천 등이 포함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그리고 각 건축물은 안전, 방화 및 위생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자체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양수지로 이전되는 용적은

양도지의 최대 허용 용적 중 미사용 용적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전·

거래할 수 있으며, 이전되는 용적의 가치는 협정 체결자 간에 자율적으

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을 맺은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대장에 기

재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분지상권이나 지역권으로

등기하도록 하며, 필지 거래 시 중요 설명사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

다.

그림 11. 연담건축물설계제도 개념도

(출처: 권영상 외6 (2015)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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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오란다힐즈 모리타워

연담건축물설계제도로 용적을 이전 한 사례로 오란다힐즈 모리타워를

들 수 있다. 잔디급수장의 미사용 용적 8,300㎡를 인접한 오란다힐즈 모

리타워 부지로 이전하여 모리타워에 기존 용적률 기준의 1.5배에 해당하

는 약 870%의 용적률을 확보했다.

개 요
송출지 수용지

잔디급수장 오란다힐즈 모리타워

소재지 東京都虎港区虎ノ門5-124-1他

부지면적 18,739㎡ 3,549㎡

그림 12. 잔디급수장과 오란다힐즈 모리타워

(출처: Google Earth 이용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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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령

일단지 인정에 의한 총합설계제도의 관련 법령 동경도 건축기준법 제

86조 제1항, 동조 제2항 및 제8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한 인정 기준

(建築基準法第86条第1項, 同条第2項及び第86条の2第1項の規定に基づく認

定基準)과 동일하다.

연면적 6,456㎡ 35,617㎡

층수 - 지하 2층, 지상24층

준공일 - 2005년 2월

사업주 동경도수도국, 모리빌딩주식회사

현 용적률 - 870%

표 8. 대상지 개요

(출처: 권영상 외6 (2015)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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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특정가구제도

1) 주요 내용

특정가구제도는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가구를 하나의 도시계획 단위

로 묶어 일체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가구 내에서 용적 이전

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가구 내 사용 가능한 용적의 총량은 유지한 채

각 필지별로 자유롭게 용적을 배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단 단일

가구가 특정 가구로 지정되는 경우 가구 내 필지 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어야 하며, 복수의 가구가 하나의 특정 가구로 지정되는 경우 각

개별 가구 내 필지 면적의 합은 100㎡ 이상, 복수 가구 전체의 필지 면

적 총합은 500㎡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 계획적 관점에서 재개발촉진지

구 · 재개발유도지구, 주택시가지 개발정비방침에 따른 중점구역·중점지

구, 중요 문화재 및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이 필요한 구역 등에서 공지를

확보하거나 역사적 건축물을 보존하는 동시에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도시 계획적으로 지정·운용되기 때문에 일단지 인

정에 의한 총합설계제도와 및 연담건축물설계제도와 달리 별도의 대장이

나 등기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도시 계획적 차원으로 운용

되는 특정가구 내에서의 용적 이전은 가구 내의 용적 ‘배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3. 특정가구제도 개념도

(출처: 권영상 외6 (2015)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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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니혼바시 미츠이타워

일본의 동경도에서는 2014년 총 61건의 특정가구를 지정하였는데, 특

정가구제도를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가 니혼바시 미츠이타워이다. 대상

지에서는 1989년 특정가구제도를 확장한 개념인 중요문화재 특별형 특정

가구제도를 신설하여 적용되었다. 특정가구제도의 용적 이전을 통해

1929년 준공되어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미츠이 본관을 보존하면서 니혼

바시 미츠이 타워를 새롭게 개발했다. 미츠이 타워의 경우 문화재 보존

및 유효공개공지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최종적으로 총 연면

적 133,727㎡, 지상 39층, 지하4층으로 건설되었다.

개 요
송출지 수용지

미츠이 본관 (문화재) 니혼바시 미츠이 타워

소재지 東京都中央区日本橋室町2-1-1

그림 14. 미츠이 본관과 니혼바시미츠이타워

(출처: Google Earth 이용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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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령

동경도 특정가구 운용기준 (東京都特定街.運用基準)

가구면적 14,375㎡

연면적 31,660㎡ 133,727㎡

층수 지하2층, 지상7층 지하 4층, 지상39층

준공일 1929년 3월 23일 2005년 11월 24일

지정용적률 718%

현 용적률 - 1218% (인센티브욕적률 500%)

표 9. 대상지 개요

(출처: 권영상 외6 (2015)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 연구)

-목적

양호한 환경과 건전한 형태를 가진 건축물을 건축하고 아울러 유효한 빈

공간을 확보하는 등에 의해 도시기능의 갱신과 매력적인 도시 공간의 보

전·형성하여, 시가지정비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정방침

특정가구는 도시계획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침, 도시재개발방침

및 구시정촌의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등의 도시계획 및‘동경구

상2000’, ‘동경의 도시 만들기 비전(개정)’,‘새로운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개발 여러제도 활용방침,‘용도지역 등에 관한 지정방침 및 지정기준’,‘동

경도경관계획’그 외 지역별 방침 등에 적합한 가구에 대해 지정함

- 운용

이 제도는, 유효공지확보, 도시기능갱신, 도시시설 정비, 기성시가지의 주

택공급, 중요문화재지정 건축물, 역사적 건조물·랜드마크 보존, 가로경관

형성 등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도록 운용

또, 본 운용기준은 동경도로서 특정가구의 운용 등에 대해 원칙적인 의

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구시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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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협의의 지침, 정촌이 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에 관해서는 지

사가 동의할 때 실시하는 협의의 지침이 됨

- 지정기준: 지정대상구역

시가화구역 내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에 지정함

a. 도시재개발방침에서 재개발촉진지구 또는 재개발유도지구로 정해져

있는 구역

b. 주택시가지의 개발정비 방침에서, 중점지역 또는 중점지구로 정해져

있는 구역

c.‘도시개발여러제도활용방침’에서, 도심, 부도심 및 신거점 구역, 핵도시

의 구역 또는 일반거점 지구로서 정해져 있는 구역

d. 구시정촌의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건

전한 고도이용에 의한 마을만들기가 정해져 있는 구역

e. 중요문화재 지정건축물 및 역사적 건조물 등 보존을 도모하는 가구

f. 위에 제시하는 것 외에, 토지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고도이용과 도시기

능 갱신을 도모해야 하는 구역

- 지정기준: 규모

가구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0.5ha 이상임. 다만, 지역의 정비개선 등에 크

게 기여하는 경우는 기준용적률에 따라 대체로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규

모이상의 것이 가능하고, 그 외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는 0.2ha(기준용적률 700%이상의 경우에 한함)이상으로 할 수 있음

복수의 가구를 하나의 특정가구로 지정하는 경우, 이들 가구를 전체적으

로 계획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계획하는 것보다 일체성을 가진 적정한 지

구형성이 도모된다고 판단될 때, 해당 복수의 가구를 하나의 특정가구로

서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에 제시하는 요건에 해당함

(a)복수의 가구를 하나의 특정가구로 동시에 도시계획 결정 할 수 있음

(b)가구 면적합계는, 원칙 0.5ha 이상이며 개별가구 최소규모는 원칙

0.1ha 이상

(c)가구상호에 대해, 계획의 일체성이 확보되어야 함.

표 10. 유사제도 관련법령-2

(출처: 권영상 외6 (2015)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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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특례용적률적용지구제도

1) 주요 내용

특례용적률적용지구제도는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지정구역의 고도이

용 촉진, 도시재생 추진 등을 목적으로 일단의 구역을 지정한 후 지정된

구역 내 필지 간 용적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상업지역, 기반시

설이 정비된 지역, 고도이용지역 등의 요건을 갖춘 구역으로 특례용적률

적용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라면 필지의 인접 여부와 관계없이 필지

간 1:n으로 용적 이전이 가능하다. 즉 하나의 양도지에서 다수의 양수지

로 용적 이전이 가능하다. 높은 용적률이 필요하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거나 최고 높이가 제한된 건축물이 존재하는 필지가 양도

지로 적합하며, 도로 등 적절한 인프라가 확보 되어 있어 교통 등의 부

하가 우려되지 않는 필지가 양수지로 적합하다. 최소 50%에서 최대 기

존 용적률 기준의 1.5배 또는 기존 용적률 기준에 50%를 더한 수치의

범위 내에서 용적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특정가구제도와 마찬가지로 특

정가구제도와 마찬가지로 도시 계획적으로 지정·운용되기 때문에 일단지

인정에 의한 총합설계제도, 연담건축물설계제도와 달리 등기 등 별도의

관리 방안이 필요하지 않다.

그림 15. 특례용3적률적용지구제도 개념도

(출처: 권영상 외6 (2015)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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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동경역 다이마루유 지구

특례용적률적용지구로 지정되어 용적을 이전한 사례로 동경역사와 그

일대 빌딩을 들 수 있다. 동경역 다이마루유 지구를 특례용적률적용 지

구로 지정하여 동경역사가 갖고 있는 미사용 용적을 지구 내 5개의 부지

(동경빌딩, 신마루노우치빌딩, 그랜드도쿄사우스타워, 마루노우치파크빌

딩, JP타워)로 이전하는 한편, 용적 거래로 생긴 개발 수익 500억 엔을

이용하여 동경역사를 복원했다.

그림 16. 특례용적률 적용지구의 범위 및 특례부지

(출처: Google Earth 위성지도 이용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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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송출지 수용지

동경역사 동경
빌딩

신 
미루노
무치 
빌딩

그랜드
도쿄 

사우스
타워

마루노
우치 
파크
빌딩

JP타워

대상
부지
지정
기준

Ÿ 보존·복원해야 할 역사
적 건조물

Ÿ 양호한 가로경관을 형
성하기 위한 지구정비
계획으로, 건축물 최고
높이한도 등이 정해진 
구역내 건축물

Ÿ 사회교육시설, 문화적 
환경의 유지·창출에 필
요한 문화시설 등

Ÿ 고도이용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이용형태
를 이루고 있는 건축물이 설계되어 있을 
것

Ÿ 계획건축물로 인한 교통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 폭의 도로에 접할 것

소재지 東京都千代田区丸の内1

東京都
千代田
区丸の
内1-5-

1

東京都
千代田
区丸の
内1-5-

1

東京都
千代田
区丸の
内1-9-

2

東京都
千代田
区丸の
内2-6-

1

東京都
千代田
区丸の
内2-7-

2
부지
면적

8,100㎡
10,021
㎡

5,229㎡
11,931
㎡

11,600
㎡

연면적 150,000
㎡

195,489
㎡

139,785
㎡

95,593
㎡

212,000
㎡

층수
지상 3층

(2층에서 3층으로 복원)

지하4층, 
지상33

층

지하4층, 
지상38

층

지하4층, 
지상42

층

지하4층, 
지상34

층

지하4층, 
지상38

층

준공일 2012년10월 동경역사개업 2015년 
10월

2007년4
월

2007년 
10월

2009년4
월

2012년5
월

기준
용적률

900% 1000% 1300% 900% 1300% 1300%

현
용적률

200% 1720% 1760% 1304% 1565% 1520%

표 11. 지구 내 용적률이전 대상지 개요

(출처: 권영상 외6 (2015)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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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다이마루유 지구

(출처: Google Earth 이용 연구자 작성)

그림 17. 동경역사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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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령

동경도 오오테마치/ 마루노우치/ 유락초지구 특례용적률적용지구 및

지정기준(大手町 丸の内 有楽町築特例容積率適用築及び指定基準)

- 목적

본 특례용적률적용지역 및 지정기준은, 도시계획법(1968년 법률제100호)

제8조 제1항 제2호의 3에 규정하는 특례용적률적용지역 및 건축기준법

(1950년 법제201호) 제57조의 2에 규정하는 특례용적률적용지구 내의 용

적률특례에 따른 특례용적률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것임

- 특례용적률적용지구지정기준

오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락쵸 지구 약 116.7ha를 특례용적률적용지구로

지정

지정이유: 오오 테마치·마루노우치·유락쵸 지구는 다음 (1)~(4)에 해당하

는 지구이기에 본 지구를 특례용적률 적용지역으로 지정하고 역사적 건

조물 보존 및 복원, 문화적 환경의 유지·향상 등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구

전체로서 토지의 고도 이용를 촉진하고 질 높은 업무 기능에 대한 갱신,

상업 및 문화의 축적 등을 위해 도시재생을 추진

(1)‘도쿄의 새로운 도시 만들기 비전’에서‘센터코어 재생존’의 중핵거점인

도심에 위치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매력과 활력있는 국제도시 도쿄의 창

조를 목표로, 국제 비즈니스센터 기능의 강화나 역사와 문화를 살린 도

시공간형성 등의 도시조성을 도모해야 할 지구로 위치함

(2) 지정용적률이 1300%또는 900%로 지정되어 고도이용을 도모해야 할

구역임

(3) 주요 간선도로에 따른 도로망이 형성된 일단의 구역내에 있으며, 철

도 등의 공공교통

기관의 정비율이 높으며 적정한 배치 및 규모의 공공시설을 갖춘 토지구

역임.

(4) 오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랴쵸지구 지구계획에 의한 일체의 지구로,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복원 및 거리의 재생 등 지구정비 등이 정해져 있는 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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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용적률 지정기준: 특례부지

지정용적률을 넘어서 특례용적률을 지정하는 특례부지의 요건

지정용적률을 넘어서 특례용적률을 지정하는 특례부지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함

a. 고도이용을 도모하여, 합리적인 이용형태의 건축물이 계획되어 있을

것

b. 계획된 건축물에 따라 상정되는 교통상의 부하를 적절히 처리 가능한

폭의 도로에 유

효하게 접할 것

지정용적률보다 낮게 특례용적률을 지정하는 특례부지의 요건

지정용적률보다 낮은수치로 특례용적률을 지정하는 특례부지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하나에 실제 존재하는 부지 또는 건축되는 것이 분명한 부지

여야 함

a. 보존, 복원을 해야 할 역사적 건조물

b.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도계법 제12조의 5의 규정에 따른 지구

정비계획으로, 건

축물 높이 최고한도 등이 정해져 있는 구역(법 제68조의 2 제1항의 규정

에 근거한 조례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등의 제한이 정해져 있는 구

역에 한함)내에 있는 건축물

c, 사회교육시설, 문화적 환경의 유지 및 창출을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

그 외 용도상 또는 주위의 상황 등을 볼 때, 높은 용적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건축물

기타

도로, 공원, 강, 선로부지 등의 부지는 특례부지로 취급하지 않음

- 특례용적률 지정기준: 특례용적률 한도

특례용적률의 지정의 최고한도는, 지정용적률 1.5배 이내, 또는 지정용적

률에 500%를 더한 수치 이내로 함

특례용적률은 50%미만으로 지정할 수는 없음

표 12. 유사제도 관련법령-3

(출처: 권영상 외6 (2015) 소규모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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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소결

구분

일

일단지 인정에 의한

총합설계제도
연담건축물설계제도

법적 근거 건축기준법 86조 건축기준법 86조

목적 협소필지의 합리적 이용
토지의 유효이용

및 환경정비

개념 다이어그램

적용
기준

대상지 조건
두 필지 면적의 합이

500㎡ 이상

두 필지 면적의 합이

500㎡ 이상

공간적 범위
인접 필지 간 용적 이전

(도로, 하천 포함 가능)

인접 필지 간 용적 이전

(도로, 하천 포함 불가능)

용적 거래 한도
최대 혀용 용적 중

남아있는 미사용 용적

최대 혀용 용적 중

남아있는 미사용 용적

거래 형식 1:1 필지 간 이전 1:1 필지 간 이전

거래 주체 필지 소유주 개인 필지 소유주 개인

용적률 가치산정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거래 가격 결정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거래 가격 결정

협정 유지 기간 건축물의 멸실 시까지 건축물의 멸실 시까지

관리
기준

관리 방법
별도의 전용 대장 및

등기부 기재

별도의 전용 대장 및

등기부 기재

세부운영지침유무 O O

사례

삿포로 AN빌딩 오란다힐즈 모리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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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한 국

특정가구제도 특례용적률적용지구제도 결합건축제도

도시계획법 8조, 9조
건축기준법 60조

도시계획법 8조
건축기준법 52조

건축법 제77조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개발 유도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

도시재생 추진 등

소규모 노후건축물

리뉴얼

단일가구 500㎡ 이상
복수가구 가구 개별
100㎡, 전체 500㎡ 이상

-
건축법에서 지정한

결합건축 가능 대상지

특정가구 내

인접 필지 간 용적 이전

인접여부에 상관없이

지정 구역 내 용적 이전

100이내의 동일 지역지구

또는 12m도로 이내 가구

유효공지율에 따라 상이 허용용적률의 1.5배
최대 혀용 용적 중

남아있는 미사용 용적

n:n 지정지역 내 이전 1:n 지정지역 내 이전 1:1 필지 간 이전

도시계획으로 지정 도시계획으로 지정 필지 소유주 개인

감정 평가 감정 평가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거래 가격 결정

- - 30년 또는 협정 무효시

도시계획으로 운용 도시계획으로 운용 별도의 전용 대장 기재

O O X

니혼바시 미츠이타워 동경역 다이마루유 지구 -

-

표 13. 일본의 유사제도와 결합건축제도 비교·분석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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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사제도는 크게 민간이 주체가 되어 필지를 단위로 용적을

거래하는 일단지 인정에 의한 총합설계제도 및 연담건축물설계제도와 공

공이 주체가 되어 구역을 단위로 용적을 이전하는 특정가구제도 및 특례

용적률적용지구제도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전자는 「건축기준법」 후자

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한다. 결합건축제도는 필지를 단위로 민간 주

체의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용적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본의 일

단지 인정에 의한 총합설계제도 및 연담건축물설계제도와 유사하다. 하

지만 결합건축제도는 용적 이전 협정 체결을 위한 두 필지의 합을 50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일본의 두 유사제도와 달리 지역지구에 대한 지

정만 있을 뿐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필지의 면적에 대한 조건이 없다.

뿐만 아니라 협정 체결 가능 대상지의 공간적 범위를 100m 이내의 동일

한 지역 또는 12m 도로로 둘러싸인 동일한 블럭에 위치한 필지로 규정

하고 있어 인접 필지간의 용적 이전만을 허용하는 일본의 두 유사제도보

다 용적 이전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제한 또한 더 적다. 게다가 일본의

두 유사제도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유무에 따라 협정 체결 가능 여부를

제한하고 있지만 결합건축제도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유무에 따른 협정

체결 제약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두 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결

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은 보다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여 진

다.

하지만 일본의 두 유사제도의 경우 용적 이전 협정 기간을 건축물이

멸실할 때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결합건축제도의 협정 유지기간은

최소30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종전에 용적률 기준대로 환원하여 신

축·개축·재축하는 경우 협정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이것은 실질적인 협정

최소 유지기간이 없다고도 볼 수 있으며, 제도 악용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제도의 불안정성은 제도 시행에 제한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다. 2015년 7월 ‘국토교통부의 용적률 거래 실효성 논란 보도 관련’

보도 자료에서도 용적률 이전에 따른 대가를 받은 후 결합건축 협정을

파기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적률 재 거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설정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법 개정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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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결합건축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합건축제도에 의한 용적 거래는 민간 주체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적 거래가 이루어진 필지가 거

래되는 경우 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 건축법 제77조의16 결합건축의 관리에서는 결합건축 건축

물 허가 시 허가권자로 하여금 결합건축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건축물대장에도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결합건축 관리대장 및 건축물 대장은 토지 및 건물 등기부와는 달리 부

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서 협정 체결 필지 및 건축

물 거래 시에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인 부동산등기법에

서 결합건축 협정 내용을 명시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 시

결합건축 협정 관련 권리 관계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으로 효력

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둘째, 일본 동경도의 경우 용적 이

전 제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세부 운영 지침을 작성 배포하여 제도의

이해를 돕고 있다. 결합건축제도의 경우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진지 오래

되지 않았지만, 지자체에서는 제도 시행 사전에 세부 운영 지침을 작성·

배포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12)

12) 건축협정제도의 경우 2014년 10월 14일 제도 시행 7개월 후인 2015년 5월에 운
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제도 시행 초기 제도 이해에 혼란을 초래하고, 협정
체결 주체인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여 시범사업에도 차질을 빚었다.



- 48 -

3.2. 국내 유사제도 비교·분석

3.2.1. 결합개발제도(CRP : Conjoint Renewal Program)

국내에서 결합건축제도(CBP:Conjoint Building Program)를 통한 용적

이전의 개념은 아직 생소하지만, 2006년 5월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결합개발제도(CRP:Conjoint Renewal Program)에

서 용적 이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결합개발제도는 서로 떨어

진 2개 이상의 정비구역을 단일 정비구역으로 설정하여 결합하여 개발하

는 방식이다. 결합개발제도는 2006년 노후불량주택이 많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릉지의 주택환경 개선 및 경관보호를 위해서 「도시재정비 촉

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구릉지와 역세권

을 단일 정비구역으로 개발하여 그동안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구릉

지에 위치한 노후주거지의 열악한 환경을 정비하고 개발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용적률 규제로 침체되어 있던 역세권 개발 사업에는 저층·

저밀의 구릉지 개발로 보상 받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적인 개발

수익을 창출하여 사업성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더구나 결합개발제도

는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과

2012년 「도시개발법」의 개정을 통해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

역 등이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에도 확대 적용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9. 결합개발제도의 개념도

(자료: 서울시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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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문·휘경 재촉지구 내 이문3-1구역과 이문 3-2구역 간, 2012

년 해방촌-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내 성북2구역, 신월곡 1구역 간 결합개

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 시

행자의 재무적 부담,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문제, 일부 주민들의 반발 등

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 모두 철회되었다.13)

13) 황지현·권영상·양승호·이보람(2016), pp4

그림 20. 이문3-1, 3-2구역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출처: Naver 위성지도 이용 연구자 작성)

그림 21. 해방촌-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출처: Naver 위성지도 이용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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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건축협정제도

2014년 1월 개정된 건축법에 근거한 건축협정제도에서도 용적 이전에

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건축협정제도란 건축행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면 2개 이상의 대지가 포함된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

축물을 신축 및 개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 허가가 불

가능한 미접도 필지(맹지), 부정형 필지가 많아서 기반시설의 확보가 어

려운 주거지, 개발이 어려운 협소필지 등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

거환경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어, 건축법 시행령 제110의7 건축협

정에 따른 특례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2개 이상의 필지에서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을 통합하여 완화 적용 할 수 있었으나, 건축법 제8장

의3 결합건축 항목이 신설되면서 용적률 이전에 관련된 내용은 삭제되었

다.

건축법 제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구법

건축법 제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현행법

①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

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

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제21조, 제

22조 및 제25조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

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

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

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

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

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①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

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

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제21조, 제

22조 및 제25조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

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

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

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

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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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만, 제5호는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5.18.>

1.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

계

3. 제49조에 따른 계단의 설치

4.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5.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6.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

차장의 설치

7. 「우편법」 제37조의2에 따른 우편

수취함의 설치

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

수처리시설의 설치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

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1.19.>

1.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

계

3. 삭제 <2016.1.19.>

4.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5.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6.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

차장의 설치

7. 삭제 <2016.1.19.>

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

수처리시설의 설치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

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

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

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

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

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

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

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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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

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

합하여 거쳐야 한다. <신설 2016.2.3.>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통합 심의를 하

는 경우 통합 심의의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⑧ 제6항 본문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

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

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협

정구역"으로 본다. <신설 2016.2.3.>

[본조신설 2014.1.14.]

표 14.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신, 구문 비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 연구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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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분석 시사점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분석 결과 용적 이전 제도는 크게 건축법에 근

거하여 민간 주체에 의해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는 용적거래 형태와 도시

계획법에 근거하여 공공 주체에 의해 구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용적 이전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본의 일단지 인정에 의한 총합설계제도 및

연담건축물 설계제도와 국내의 결합건축제도는 전자에 해당되며, 일본의

특정가구제도 및 특례용적률적용지구제도와 국내의 결합개발제도는 후자

에 해당된다. 전자의 경우 시장원리에 근거하여 민간 자율에 의해 이루

어지는 필지 단위의 용적 거래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지며

그로 인해 건축투자시장이 활성화되고 개발을 촉진하는데 활용 될 수 있

었다. 후자의 경우 공공계획에 근거하여 구역 단위의 용적 거래를 통해

공익적 차원의 규제로 손실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보상과 특정 구역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공적 차원의 도시 계획에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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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도시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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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상지 선정 및 시나리오

4.2. 용적 거래 시뮬레이션

4.3. 대상지에 예상되는 도시환경의 변화

4.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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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상지 선정 및 시나리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건축자산 진흥

구역14)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복궁 서측 체부동 일대의 한옥밀집

지 중에서 대로와 근접하여 용적 이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결합건축제도는 재건축의 사업성 제고를

통해 개발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 외에도 개발 규제로 인한 손실을

경감시켜주는 목적으로도 이용 될 여지를 갖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14) 2015년 6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
체 별 건축자산 통합 관리 운영 방안을 모색 중이다. 2016년 5월 서울시는 제
3350호 서울시보에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
칙(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서울시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보
도 자료에 따르면 건축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2017년 9월 말 기본계획 수
립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북촌 등 기존 한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건축자산 진
흥구역 지정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7월 서울시는 경복궁 서측 종
로구 체부동, 인사동, 권농동 돈화문로, 견지동 운현궁 일대, 성북구 성북동 선잠
단지 등 서울 시내 10여개 한옥밀집지를 대상으로 ‘건축자산 진흥구역’지정을 위
한 검토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이 건축자산 진흥구역이 지정되었다
는 전제하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22. 대상지역 위치

(출처: 브이월드 3차원지도 이용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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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결합건축 가능 대상 지역지구 중에서 앞에서 언급된 결합건축제도

의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지구이다. 더구나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의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 시뮬레이션

수행은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개발을 촉진 시키는 수단으로서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 사이에서 결합건축제도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23. 대상지역 현황 변화 (출처: 브이월드 위성사진)

그림 24. 대상지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현황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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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거주지 북촌과 더불어 중인들의 거주지 서촌은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마을이다. 1920년대 이후 주택 계획에 의해 한옥들

이 대량으로 지어졌고, 청와대와 가까운 탓에 오래도록 개발제한지역으

로 묶여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말 건축 규제

완화로 신축 건축물이 들어서며 한옥들이 점차 사라지기도 했다. 2010년

서울시가 다시 경복궁 서측 청운·효자·통의동 일대에 대한 한옥 보존대

책을 발표하며 서촌 일대의 개발에 대한 움직임은 주춤해졌다. 서촌은

가회동 일대의 북촌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주목을 적게 받아온 덕분

에 최근에 들어 비싼 도심지에서 밀려난 카페나 레스토랑들이 자리 잡고

젊은 예술가들 또한 찾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서촌은 잡지, 방송 프로그램

등 매스컴에 의해 재조명되며 젊은 층 사이에서 ‘핫 플레이스’로 주목받

게 되었다.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600여 채

가 넘는 한옥과 수많은 문화유산들은 개발과 보존 사이의 서촌을 고스란

히 보여준다.

대상지가 위치한 종로구 체부동 일대는 경복궁과 사직로와 근접하고

서촌 일대의 진입 부 역할을 하는 지리적 이점으로 서촌에서도 방문객들

의 이동이 특히 많은 지역이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및 세종마을 음

식문화거리와 인접하여 상권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사직로와 율곡로는

비교적 높은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등 임대 수요 또한 높다. 수십여

채의 한옥 외에도 체부동 성당, 홍종문 가옥 등 역사문화유산이 곳곳에

남아있는 반면 수많은 음식점과 다세대 주택 또한 즐비해있다. 우리 도

그림 26. 대상지역 현황-2

(2017.06.17. 촬영)

그림 25. 대상지역 현황-1

(2017.06.17.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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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역사문화유산으로서 반드시 지켜 내야할 개별 건축자산의 존재뿐만

아니라 건축자산이 밀집된 경관적 가치에 대한 고려의 필요에서 각 지자

체에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 시뮬레이션은

대상지 전반에 걸쳐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림 27. 대상지역 현황-3

(2017.06.17. 촬영)

그림 28. 대상지역 현황-4

(2017.06.17.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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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용적 이전 시뮬레이션

우선 결합건축제도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대상지역

에서의 용적 이전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수행하였다.

구분 대지면적
건축자산

여부

건축물

존재여부
주소

1

Site A

(양도지)
1,478.7㎡ O O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58

Site B

(양수지)
603.5㎡ X O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212

2

Site C

(양도지)
330.5㎡ O O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87

Site D

(양수지)
368.9㎡ X O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211-1

3

Site E

(양도지)
308.4㎡ X O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71

Site F

(양수지)
193.4㎡ X O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54-1

4

Site G

(양도지)
234.7㎡ X X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37

Site H

(양수지)
125.6㎡ X O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69

5

Site I

(양도지)
3.3㎡ X X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45-2

Site J

(양수지)
51.3㎡ X O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30

표 15. 결합건축을 통한 용적 이전 적용 필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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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 이전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이전은 양

도지의 성격에 따라 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

다. 용적을 이전받는 양수지의 경우 모든 유형의 용적 이전에서 재건축

시 건축 가능한 연면적의 증가를 통한 개발 수익이 창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용적을 이전하여 주는 양도지의 경우 건축자산과 건축

자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건축물의 미사용 용적의 이전뿐만 아니라

건축이 불가능한 필지나 건축물을 건축할 필요가 없는 필지에 잠재되어

있는 용적의 이전이 가능했다.

다섯 가지 필지 간 용적 이전 유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Site A

와 Site B 및 Site C와 Site D 사이의 용적 이전 유형1과 유형2는 양도

지에 한옥과 한옥 외의 건축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Site E

와 Site F의 용적 이전 유형3은 양도지에 건축 자산이 아닌 일반 건축물

(다세대주택)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앞의 3가지 유형과는 다르게 유형4

와 유형5의 용적 이전은 양도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유

형4는 양도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이며 유형5는 양도지가

미접도 필지(맹지)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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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용적 이전 시뮬레이션1

1) 제도 적용 이전 현황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58번지에 위치한 양도지(Site A)에는 홍

종문 가옥이 있다. 홍종문 가옥은 1910년에 지어진 일제 강점기의 전통

한옥으로 현재에도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1994년 2월 28일 서울특

별시의 민속 문화재 제29호로 지정되었다. 필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

로 지구단위계획(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라 용적률 150%로

건축 가능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연면적은 545㎡로 법정 최대 건축가능

연면적인 2,218.05㎡와 비교해볼 때 1,673.05㎡에 해당하는 미사용 연면적

이 존재한다. 이는 대상지역 내에서 가장 큰 미사용 연면적으로, 한옥에

대한 개발 규제로 인한 손실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미사용

용적의 거래로 생길 수익 또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양수지(Site B)

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212번지에 위치하며 분동 형태로 2층 및 4

층의 건축물이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건축물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와 면하

여 입지가 좋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업시설 등의 임대 수요 또한

그림 29. 양도지 및 양수지 위치-1

(출처: 브이월드 3차원지도 이용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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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은 1990년에 준공되어 약 30년 정도 사용해온

노후건축물로 건축주의 재건축 동기가 충분하다고 가정된다. 대상지역

내에서 건축 자산이 아닌 일반 건축물 중 건축가능 연면적이 가장 크지

만, 법정 최대 건축 가능 연면적 1,207㎡으로 현재 건축물의 연면적은

937.52㎡에서 269.48㎡의 면적을 추가로 증축 할 수 있다. 이는 법정 건

폐율 60%에 해당하는 면적이 362.1㎡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1개 층을

온전히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재건축 동기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필지의 소유주는 필요에 의해 결합건축제도를 통

한 용적 이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두 필지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구분
Site A

(양도지)

Site B

(양수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5길 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라길 11-3

대상지

사진

면적 1,478.7㎡ 603.5㎡

지역

지구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자산진흥구역(예정)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자산진흥구역(예정)

표 16. 결합건축 협정 체결 필지 개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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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적용 기준 및 절차 검토

우선 협정 체결에 앞서 건축법 제77조의14(결합건축 대상지) 및 시행

령 제111조(결합건축 대상지)에 따라 두 대상 필지의 결합건축 가능 대

상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양도지

(Site A)와 양수지(Site B)는 모두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건축법 시행

령 제111조에 따라 결합건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림 30.에서 양도지와

양수지가 건축법 제77조의14(결합건축 대상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

이 ‘100m 이내에 있으며 동일한 지역지구’에 속하거나 ‘100m 이내에 있

으며 12m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에 속해야 하는 결합건

축 적용 대상지의 공간적 범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양수지는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

에 따라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20m, 7층 이하로 건축 가능하

다. 따라서 양수지에 건축물을 최대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폐율 60%의

지상 7층(20m) 건축물을 지을 때 필요한 연면적 2,534.7㎡(603.5㎡ *

60% * 7F)에서 법정 건축 가능 연면적 1,207.00㎡(603.5㎡ * 200%)를 제

그림 30. 대상지 공간적 범위 조건-1

(출처: 다음 지도 이용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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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연면적 1,327.7㎡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양수지에서는 양

도지의 미사용 연면적 1,673.05㎡ 중 1,327.7㎡만 수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양도지와 양수지에서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거래되는 용적률은 각각

의 대지별로 59.86% (1,327.7㎡/2,218.05㎡*100), 110% (1,327.7㎡/1,207.00

㎡*100)이다. 건축법 제77조의15(결합건축의 절차)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정한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

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결합건축 허가 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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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적용 이후 변화

결합건축 협정 통한 용적 이전 전후 두 필지의 건축물의 개요는 다음

과 같다.

양도지(Site A)의 경우 개발 규제로 인한 미사용 용적에 해당하는

1,327.7㎡의 연면적을 양수지로 이전 거래함에 따라 아무런 건축 행위 없

이도 개발 규제에 대한 손실을 경감 할 수 있다. 양수지(Site B)는 최대

건축가능 연면적 1,207.00㎡에 용적 거래를 통해 추가 연면적 1,327.7㎡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각각 약 1.7배 (362.1㎡ /

214.69㎡) 및 약 2.7배 (2,534.7㎡ / 937.52㎡) 증가하였으며, 건축물의 층

수는 지상 2층 및 4층에서 지상7층으로 3개 층이 증가했다. 양수지는 용

적률 매입을 통한 최대 건축 가능 면적의 증가로 추가 임대 수익이 발생

하는 등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여 개발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구 분
Site A

(양도지)

Site B

(양수지)

대지면적 1,478.7㎡ 603.5㎡

법정 용적률

(연면적)

150%

(2,218.05㎡)

200%

(1,207.00㎡)

거래 용적 1,327.7㎡

용적 이전

전

건축면적 545.00㎡ 214.69㎡

연면적 545.00㎡ 937.52㎡

층수 1F 2F, 4F

용적 이전

후

건축면적 545.00㎡ 362.10㎡

연면적 545.00㎡ 2,534.7㎡

층수 1F 7F

표 17. 용적 이전 전후 건축 개요 변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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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용적 이전 전후 단면 변화-1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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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결합건축제도 적용 이전-1

(연구자 작성)

그림 33. 결합건축제도 적용 이후-1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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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용적 이전 시뮬레이션2

1) 제도 적용 이전 현황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자하문로1나길 3-2에 위치한 양도지(Site

C)에는 체부동 성결교회가 있다. 지역주민 감소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체부동 성결교회는 2016년 5월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2017년 2월 서울시

최초 ‘우수건축자산’ 등록(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같은 해 3월 ‘우수건축

자산’으로 등록되었다. 1931년 건립이 추정되는 체부동 성결교회는 서촌

의 주변 벽돌 한옥 군과 잘 어우러져 경관적·사회문화적·건축사적 가치

를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체부동 성결교회를 리모델링하여 관광 명소이

자 주민들의 문화공간인 ‘오케스트라의 집’으로 활용할 예정이지만 본 연

구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이전 현황만을 고려하였다. 필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라 용적

률 200%로 건축이 가능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연면적은 208.01㎡로 법

정 최대 건축가능 연면적인 661.00㎡와 비교해 볼 때 380.99㎡에 해당하

는 미사용 연면적이 존재한다. 이는 체부동 성결교회를 보전하면서 발생

하게 되는 손실 가치이다. 양수지(Site D)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

그림 34. 양도지 및 양수지 위치-2

(출처: 브이월드 3차원지도 이용 연구자 작성)



- 70 -

로1길 38에 위치하며 2층 규모의 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세종마을 음식

문화거리와 면하여 유동인구가 많아 입지가 좋다. 1964년 준공된 건축물

은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로 건축주의 재건축 동기가 충분하다고 가정

된다. 그리고 대상 필지의 현재 연면적은 315.23㎡로 85.45%의 용적률만

사용하고 있어 미 사용되고 있는 연면적 422.57㎡은 재건축 동기로 작용

한다. 더구나 양도지의 미사용 용적 380.99㎡는 양수지 건축면적의 약

1.7배로 2개 층을 추가로 확보해 줄 수 있어 추가적인 재건축 동기로 작

용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필지의 소유주는 필요에 의해 결

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두 필지의 개

요는 다음과 같다.

구분
Site C

(양도지)

Site D

(양수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나길 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길 38

대상지

사진

면적 330.5㎡ 368.9㎡

지역

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자산진흥구역(예정)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자산진흥구역(예정)

표 18. 결합건축 협정 체결 필지 개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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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적용 기준 및 절차 검토

용적 거래 시뮬레이션1과 같이 건축법 제77조의14(결합건축 대상지)

및 시행령 제111조(결합건축 대상지)에서 정하고 있는 결합건축 가능 대

상지 조건 및 공간적 범위 조건을 충족한다.

양수지에서는 양도지의 미사용 연면적 380.99㎡를 수용할 경우 두 필

지에서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거래되는 용적률은 각각 57.64% (380.99

㎡/661.00㎡*100), 51.64% (380.99㎡/737.80㎡*100)이다. 건축법 제77조의

15(결합건축의 절차)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

조에서 정한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

축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

로, 결합건축 허가 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

의를 거쳐야 한다.

그림 35. 대상지 공간적 범위 조건-2

(출처: 다음 지도 이용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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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적용 이후 변화

결합건축 협정 통한 용적 이전 전후 두 필지의 건축물의 개요는 다음

과 같다.

양도지(Site C)의 경우 개발 규제로 인한 미사용 용적에 해당하는

380.99㎡의 연면적을 양수지로 이전 거래함에 따라 아무런 건축 행위 없

이도 개발 규제에 대한 손실을 경감 할 수 있다. 양수지(Site D)는 최대

건축가능 연면적 737.80㎡에 용적 거래를 통해 추가 연면적 380.99㎡를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 면적과 연면적은 각각 약 1.53배 (221.34

㎡ / 145.12㎡) 및 약 3.17배 (1118.79㎡ / 353.23㎡) 증가하였으며, 건축

물의 층수는 지상2층에서 지상 5층으로 3개 층이 증가했다. 양수지는 용

적률 매입을 통한 최대 건축 가능 면적의 증가로 추가 임대 수익이 발생

하는 등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여 개발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15) 체부동 성결교회의 건축 개요는 건축물 대장의 기입과 상이하기 때문에 연구자
가 실측을 통해 개략적인 건축 면적을 계산하였다. 이는 실제 면적과 어느정도
상이 할 수 있음을 밝힌다.

구 분
Site C

양도지

Site D

양수지

대지면적 330.5㎡ 368.9㎡

법정 용적률

(연면적)

200%

(661.00㎡)

200%

(737.80㎡)

거래 용적 380.99㎡

용적 이전

전

건축면적 270.00㎡(추정15)) 145.12㎡

연면적 280.01㎡ 315.23㎡

층수 2F 2F

용적 이전

후

건축면적 270.00㎡(추정) 221.34㎡

연면적 280.01㎡ 1118.79㎡

층수 2F 5F

표 19. 용적 이전 전후 건축 개요 변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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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용적 이전 전후 단면 변화-2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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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결합건축제도 적용 이전-2

(연구자 작성)

그림 38. 결합건축제도 적용 이후-2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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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용적 이전 시뮬레이션3

1) 제도 적용 이전 현황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나길 7-6에 위치한 양도지(Site E)에는

연면적 656.29㎡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우정빌라가 있다. 2003년에

지어진 우정빌라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건축자산이 아닌 일반건축물

이다. 대상지역 내 2000년 이후 지어진 일반건축물 중에 118.55㎡에 해당

하는 가장 큰 미사용 연면적을 갖고 있다. 더구나 준공된 지 14년 된 건

물로 현재 재건축 가능성이 낮아 미사용 연면적을 이전 거래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하다. 양수지(Site F)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길 6에

위치하며 조적조와 목구조 혼용 구조의 지상 2층 일반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은 1969년에 준공되어 약 40년 정도 사용해온 노후 건축물로 건축

주의 재건축 동기가 충분하다고 가정된다.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의 초

입부에 위치하고 경복궁역과 버스정거장에서도 가까운 입지는 추가적으

로 재건축 동기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필지의 소유주는 필

요에 의해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두 필지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그림 39. 양도지 및 양수지 위치-3

(출처: 브이월드 3차원지도 이용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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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ite E

(양도지)

Site F

(양수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나길 7-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길 6

대상지

사진

면적 308.4㎡ 193.4㎡

지역

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자산진흥구역(예정)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자산진흥구역(예정)

표 20. 결합건축 협정 체결 필지 개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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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적용 기준 및 절차 검토

용적 거래 시뮬레이션1과 같이 건축법 제77조의14(결합건축 대상지)

및 시행령 제111조(결합건축 대상지)에서 정하고 있는 결합건축 가능 대

상지 조건 및 공간적 범위 조건을 충족한다.

양수지에서는 양도지의 미사용 연면적 118.55㎡를 수용할 경우 두 필

지에서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거래되는 용적률은 각각 19.22% (118.55

㎡/616.80㎡*100), 30.65% (118.55㎡/386.80㎡*100)이다. 건축법 제77조의

15(결합건축의 절차)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

조에서 정한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

축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

로, 결합건축 허가 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

의를 거쳐야 한다.

그림 40. 대상지 공간적 범위 조건-3

(출처: 다음 지도 이용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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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적용 이후 변화

결합건축 협정 통한 용적 이전 전후 두 필지의 건축물의 개요는 다음

과 같다.

양도지(Site E)의 경우 재건축 동기가 충분하지 않으나 118.55㎡의 미

사용 용적을 갖고 있다. 양도지는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건축 행위 없

이 미사용 용적을 양수지로 이전 거래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

다. 양수지(Site F)는 최대 건축가능 연면적 386.80㎡에 용적 거래를 통

해 추가 연면적 118.55㎡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면적은 현 법규

에 맞추어 약 0.67배 (116.04㎡ / 172.64㎡)로 감소하였으나 연면적은 약

1.46배 (505.35㎡ / 345.28㎡) 증가하였고, 건축물의 층수는 지상2층에서

지상5층으로 3개 층이 증가했다. 양수지는 용적률 매입을 통한 최대 건

축 가능 면적의 증가로 추가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등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여 개발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구 분
Site E

양도지

Site F

양수지

대지면적 308.4㎡ 193.4㎡

법정 용적률

(연면적)

200%

(616.8㎡)

200%

(386.8㎡)

거래 용적 118.55㎡

용적 이전

전

건축면적 182.00㎡ 172.64㎡

연면적 656.29㎡ 345.28㎡

층수 5F 2F

용적 이전

후

건축면적 182.00㎡ 116.04㎡

연면적 656.29㎡ 505.35㎡

층수 5F 5F

표 21. 용적 이전 전후 건축 개요 변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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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용적 이전 전후 단면 변화-3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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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결합건축제도 적용 이전-3

(연구자 작성)

그림 43. 결합건축제도 적용 이후-3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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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용적 이전 시뮬레이션4

1) 제도 적용 이전 현황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37번지에 위치한 양도지(Site G)에는 인접

한 ‘토속촌 삼계탕’ 식당의 주차장이 있다. 37년 동안 가업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식당은 많은 손님들이 찾고 있어 137번지 외에도 145-1,

145-3번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필지의 소유주는 주차장으로 이

용하고 있는 3개 필지에 미사용 용적을 갖고 있지만, 경복궁 서측 지구

단위계획에 의해 200㎡로 최대개발규모가 제한되어 필지의 합필이 불가

능하다. 결합건축을 통한 용적의 거래는 필지 간 1:1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 중 가장 큰 대지 면적을 가진

체부동 137번지는 필지 소유주에게 용적 이전 거래에 가장 우선된다고

볼 수 있다. 필지는 현재 법정 용적률 200%에 해당하는 연면적 469.40㎡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양수지(Site H)는 서울특별시 종

로구 자하문로1가길 11에 위치하며 지상3층의 일반건축물이 있다. 양수

지는 양도지와 100m 이내에 있는 필지 중 142.30㎡를 수용 할 수 있을

그림 44. 양도지 및 양수지 위치-4

(출처: 브이월드 3차원지도 이용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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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규모가 크며, 그 외 대로에 면한 양도지 주변 필지에서는 양도지의

미사용 용적을 매수하여 충분한 개발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1970년에 지어져 37년 정도 사용해온 노후 건축물은 재건축 동기

가 충분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필지의 소유주는 필요에 의해 결합

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두 필지의 개요

는 다음과 같다.

구분
Site G

(양도지)

Site H

(양수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가길 11

대상지

사진

면적 234.7㎡ 125.6㎡

지역

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자산진흥구역(예정)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자산진흥구역(예정)

표 22. 결합건축 협정 체결 필지 개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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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적용 기준 및 절차 검토

용적 거래 시뮬레이션1과 같이 건축법 제77조의14(결합건축 대상지)

및 시행령 제111조(결합건축 대상지)에서 정하고 있는 결합건축 가능 대

상지 조건 및 공간적 범위 조건을 충족한다.

양수지에서는 양도지의 미사용 연면적 469.40㎡를 수용할 경우 두 필

지에서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거래되는 용적률은 각각 30.32% (142.30

㎡/469.40㎡*100), 156.03% (393.50㎡/252.20㎡*100)이다. 건축법 제77조의

15(결합건축의 절차)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

조에서 정한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

축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

로, 결합건축 허가 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

의를 거쳐야 한다.

그림 45. 대상지 공간적 범위 조건-4

(출처: 다음 지도 이용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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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적용 이후 변화

결합건축 협정 통한 용적 이전 전후 두 필지의 건축물의 개요는 다음

과 같다.

양도지(Site G)는 주차장으로 계속해서 이용되면서 미사용 용적의 일

부인 142.30㎡을 양수지로 이전 거래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양

수지(Site H)는 최대 건축가능 연면적 251.20㎡에 용적 거래를 통해 추

가 연면적 469.40㎡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면적은 현 법규에 맞

추어 약 0.74배 (75.36㎡ / 101.36㎡)로 감소하였으나 연면적은 약 1.57배

(393.50㎡ / 251.20㎡) 증가하였고, 건축물의 층수는 지상3층에서 지상6층

으로 3개 층이 증가했다. 양수지는 용적률 매입을 통한 최대 건축 가능

면적의 증가로 추가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등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여 개발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구 분
Site G

양도지

Site H

양수지

대지면적 234.7㎡ 125.6㎡

법정 용적률

(연면적)

200%

(469.4㎡)

200%

(251.2㎡)

거래 용적 142.30㎡

용적 이전

전

건축면적 - 101.36㎡

연면적 - 207.11㎡

층수 - 지상 3F, 지하1F

용적 이전

후

건축면적 - 75.36㎡

연면적 - 393.50㎡

층수 - 지상 6F, 지하1F

표 23. 용적 이전 전후 건축 개요 변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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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용적 이전 전후 단면 변화-4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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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결합건축제도 적용 이전-4

(연구자 작성)

그림 48. 결합건축제도 적용 이후-4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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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용적 이전 시뮬레이션5

1) 제도 적용 이전 현황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45-2번지에 위치한 양도지(Site I)는 3.3㎡

의 미접도 필지이다.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고, 협소한 대지 조건

때문에 건축 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라 필지에 규정된 용

적률 200%에 해당하는 연면적 6.6㎡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양수지

(Site J)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5길 21번지에 위치하며 1층 규모

의 일반건축물이 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존재하며 양도지 주

연면적 6.6㎡를 수용할 동기가 있을 만큼 대지 면적이 작다16).

16) 양수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대건축면적 확보를 위해 2층 이상으로 건축될 경
우 계단실이 발생해야하기 때문에 20㎡ 이하의 작은 필지는 제외하였다.

그림 49. 양도지 및 양수지 위치-5

(출처: 브이월드 3차원지도 이용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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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ite I

(양도지)

Site J

(양수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4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5길 21

대상지

사진

면적 3.3㎡ 51.36㎡

지역

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자산진흥구역(예정)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자산진흥구역(예정)

표 24. 결합건축 협정 체결 필지 개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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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적용 기준 및 절차 검토

용적 거래 시뮬레이션1과 같이 건축법 제77조의14(결합건축 대상지)

및 시행령 제111조(결합건축 대상지)에서 정하고 있는 결합건축 가능 대

상지 조건 및 공간적 범위 조건을 충족한다.

양수지에서는 양도지의 미사용 연면적 6.60㎡를 수용할 경우 두 필지

에서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거래되는 용적률은 각각 100.00% (6.60㎡

/6.60㎡*100), 6.43% (6.60㎡/102.72㎡*100)이다. 건축법 제77조의15(결합

건축의 절차)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정한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축위원

회 심의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용적

거래 시뮬레이션5의 양수지에서 조정되어 거래되는 용적률은 도시계획조

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6에 해당하므로 결합건축 허가 시에 도시계획위

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림 50. 대상지 공간적 범위-5

(출처: 다음 지도 이용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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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적용 이후 변화

결합건축 협정 통한 용적 이전 전후 두 필지의 건축물의 개요는 다음

과 같다.

소규모의 미접도 필지 양도지(Site I)는 현재 상황에서 아무런 건축

행위 없이 미사용 용적을 양수지로 이전 거래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양수지(Site H)는 최대 건축가능 연면적 102.72㎡에 용적 거래를

통해 추가 연면적 6.6㎡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건축면적은 현 법규에

맞추어 약 0.96배 (30.78㎡ / 31.90㎡)로 감소하였으나 연면적은 약 3.43

배 (109.32㎡ / 31.90㎡) 증가하였고, 건축물의 층수는 지상1층에서 지상4

층으로 3개 층이 증가했다. 양수지는 용적률 매입을 통해 보다 넓은 연

면적을 확보하는 등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구 분
Site I

양도지

Site J

양수지

대지면적 3.3㎡ 51.36㎡

법정 용적률

(연면적)

200%

(6.6㎡)

2005

(102.72㎡)

거래 용적 6.6㎡

용적 이전

전

건축면적 - 31.90㎡

연면적 - 31.90㎡

층수 - 1F

용적 이전

후

건축면적 - 30.78㎡

연면적 - 109.32㎡

층수 - 4F

표 25. 용적 이전 전후 건축 개요 변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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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용적 이전 전후 단면 변화-5

(연구자 작성)



- 92 -

그림 52. 결합건축제도 적용 이전-5

(연구자 작성)

그림 53. 결합건축제도 적용 이후-5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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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상지에 예상되는 도시환경의 변화

대상지역이 위치한 서촌 지역은 1910년대에 개량한옥이 대량으로 지

어졌다. 1990년대 말 건축 규제 완화로 신축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전까

지 서촌은 오래도록 개발의 수혜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개발이 진행되

면서 서촌은 본연의 모습을 잃어갔고, 2010년 4월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및 고시되며, 서울시는 청운동, 효자동, 통의동,

체부동 일대 경복궁 서측 지역에 대한 한옥 보존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

고 2017년 4월 서울시는 시도지사 권한으로 경복궁 서측 종로구 체부동

일대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및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2017년 3월에는 체부동 성결교회가 서울시

최초 ‘우수건축자산’에 등재되면서 이 지역의 건축자산을 보존하려는 움

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개발지역에서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며

지가가 상승하는 등 개발 수익이 발생하는 한편 보존 지역에서는 공익적

차원의 규제로 인해 미개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연유에서 서

촌 지역의 개발 규제는 타 지역과의 자산 가치 격차를 유발하며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서울시에서는 서촌의 한옥 밀집 주거지역 내 전통한옥의 집단 멸실을

우려하여 공적 차원에서 경복궁 서측 지역의 경관적 특성을 유지하고 전

통 한옥 및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자 2010년 4월 15일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였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대상

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촌 지역의 지역·지구를 계

획·분류하여 적용하고 있다.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고시하고 있는 체부동 일대에 대한 용적률 및 높이 규제는 청운동, 효자

동, 통의동 등 동일 지구단위 내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약해 건축

물의 밀도가 높은 편이다. 대상지가 위치한 체부동 일대의 용적률 및 높

이 규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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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대상지 내 용적률은 제1종·2종·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각각 150%, 200%, 250%의 용적률이 적용 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7

층 또는 12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된다.

용적률 규제

구분 용적률 지역지구

자하문로 구역 200% / 250% 제1·2종일반주거지역

일반관리구역-1 150%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반관리구역-2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관리구역-3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표 26. 대상지의 용적률 규제

(출처: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의 내용 중

대상지에 적용되는 사항만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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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규제 관련해서는 한옥 지정구역에는 1층 또는 2층의 한옥만 건

축할 수 있으며 한옥 권장구역에서는 한옥을 건축하도록 권장하지만

20m이하의 일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 외 일반관리구역 및 자하

문로 구역에서도 20m 높이로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높이 규제

구분 높이 제한

한옥지정구역
1F : 4+0.65A

2F : 7+0.65A

한옥권장구역 20m 이하

자하문로구역 20m/4F 이하

표 27. 대상지의 높이규제

(출처: 『경복궁 서측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의 내용 중

대상지에 적용되는 사항만 발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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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개요와 용적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색 인

연

번

대지면적

(㎡)

용적률

(법정)

(%)

건축가능

연면적

(㎡)

현재

연면적

(㎡)

미사용

연면적

(㎡)

층수

1 195.1 268.8 (200) 390.2 524.4 -134.2 4/1

2 95.9 258.4 (200) 191.8 247.8 -56.0 3/1

3 138.8 42.8 (200) 277.6 59.5 218.1 1

4 92.6 39.2 (200) 185.2 36.4 148.8 1

5 64.7 100.4 (200) 129.4 65.0 64.4 1

6 69.0 172.9 (200) 137.9 119.3 18.7 2/1

7 175.9 258.0 (200) 351.8 453.9 -102.1 5/1

8 82.5 60.1 (200) 165.0 49.6 115.4 1

9 89.3 170.1 (200) 178.6 152.0 26.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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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5.9 59.6 (200) 131.8 39.3 92.5 1

11 51.2 169.9 (200) 102.4 87.0 15.4 4

12 199.3 228.6 (200) 398.6 455.7 -57.1 4/1

13 98.4 294.8 (200) 196.8 290.1 -93.3 2/1

14 175.2 41.5 (200) 350.4 72.7 277.7 1/1

15 115.7 45.7 (200) 231.4 52.9 178.5 1

16 145.5 54.5 (200) 291.0 79.3 211.7 1

17 102.5 45.1 (200) 205.0 46.3 158.7 1

18 196.0 43.8 (200) 392.0 86.0 306.1 1

19 201.7 50.2 (200) 403.4 101.4 302.0 1

20 124.3 66.4 (200) 248.6 82.6 166.0 1

21 65.5 70.6 (200) 131.0 46.3 84.7 1

22 109.0 76.0 (200) 218.0 82.9 135.1 1

23 119.0 154.6 (200) 238.0 184.1 53.9 2

24 171.9 58.3 (200) 343.8 100.3 243.5 1

25 34.7 66.6 (200) 69.4 23.1 46.3 1

26 846.3 69.3 (200) 1,692.6 586.9 1,105.8 3/1

27 60.5 60.1 (200) 121.0 36.4 84.6 1

28 62.8 52.6 (200) 125.6 33.1 92.5 1

29 105.8 43.7 (200) 211.6 46.3 165.3 1

30 328.9 18.3 (200) 657.8 60.3 597.5 1

31 368.9 85.4 (200) 737.8 315.2 422.6 2

32 87.3 79.5 (200) 174.6 69.4 105.2 1

33 112.4 95.1 (200) 224.8 106.9 117.9 2

34 603.5 155.3 (200) 1,207.0 937.5 269.5 4/1

35 55.8 201.0 (200) 111.6 112.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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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478.7 36.8 (200) 2,218.1 545.0 1,673.1 1

37 191.7 78.7 (200) 383.4 150.9 232.5 2/1

38 97.4 200.1 (200) 194.8 195.0 -0.2 3/1

39 111.5 268.0 (200) 222.9 298.8 -75.9 4/1

40 51.3 62.1 (200) 102.6 31.9 70.7 1

41 82.6 130.4 (200) 165.2 107.8 57.4 2/1

42 46.3 46.7 (200) 92.6 21.7 71.0 1

43 82.6 57.3 (200) 165.2 47.4 117.8 1

44 123.3 76.4 (200) 246.6 94.3 152.3 1

45 138.9 56.9 (200) 277.8 79.0 198.8 1

46 138.8 57.8 (200) 277.6 80.3 197.3 1

47 83.6 44.6 (200) 167.2 37.3 129.9 1

48 69.4 37.9 (200) 138.8 26.4 112.5 1

49 89.3 115.2 (200) 178.6 102.9 75.7 2

50 92.6 37.3 (200) 185.2 34.6 150.6 1

51 69.4 202.1 (200) 138.8 140.2 -1.4 3

52 69.4 46.7 (200) 138.8 32.4 106.4 1

53 72.7 78.0 (200) 145.4 56.8 88.7 1

54 72.7 0.0 (200) 145.4 0.0 145.4 -

55 92.6 118.6 (200) 185.2 109.8 75.4 2

56 309.4 212.5 (200) 618.8 657.5 -38.7 5

57 197.6 172.4 (200) 395.2 340.9 54.4 2/1

58 131.2 174.9 (200) 262.4 229.5 32.9 4/1

59 77.7 63.8 (200) 155.4 49.6 105.8 1

60 84.5 162.0 (200) 168.9 136.9 32.1 3

61 122.3 40.5 (200) 244.6 49.6 19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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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85.2 193.6 (200) 170.3 164.9 5.5 4

63 199.0 31.5 (200) 398.0 62.8 335.2 1

64 82.6 47.3 (200) 165.2 39.1 126.1 1

65 86.0 46.1 (200) 172.0 39.7 132.3 1

66 105.8 46.7 (200) 211.6 49.5 162.1 1

67 117.4 47.6 (200) 234.8 56.0 178.8 1

68 130.6 43.0 (200) 261.2 56.2 205.0 1

69 99.2 52.5 (200) 198.4 52.2 146.2 1

70 105.8 54.7 (200) 211.6 58.0 153.7 1

71 79.3 76.1 (200) 158.6 60.4 98.2 1

72 76.0 76.1 (200) 152.0 57.9 94.1 1

73 102.5 64.5 (200) 205.0 66.1 138.9 1

74 102.5 56.0 (200) 205.0 57.5 147.5 1

75 79.3 57.2 (200) 158.6 45.4 113.2 1

76 105.8 45.7 (200) 211.6 48.4 163.2 1

77 127.9 214.9 (200) 255.8 274.9 -19.1 3/1

78 102.5 46.4 (200) 205.0 47.6 157.4 1

79 171.9 51.9 (200) 343.8 89.3 254.5 1

80 165.3 65.9 (200) 330.6 109.1 221.5 2/1

81 132.2 57.5 (200) 264.4 76.0 188.4 1

82 142.1 53.9 (200) 284.2 76.6 207.6 1

83 40.0 124.7 (200) 80.0 49.9 30.1 2

84 62.8 100.9 (200) 125.6 63.4 62.2 2/1

85 149.8 57.3 (200) 299.6 86.0 213.7 1/1

86 147.8 58.1 (200) 295.6 86.0 209.7 1

87 134.2 51.8 (200) 268.4 69.6 198.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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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1.3 67.4 (200) 102.6 34.6 68.0 1

89 49.9 42.3 (200) 99.8 21.1 78.7 1

90 81.4 54.3 (200) 162.8 44.2 118.6 1

91 56.9 49.2 (200) 113.8 28.0 85.8 1

92 30.1 0.0 (200) 60.2 0.0 60.2

93 223.7 57.3 (200) 447.3 128.3 319.0 1

94 79.3 107.4 (200) 158.6 85.2 73.4 2/1

95 81.5 282.3 (200) 163.0 230.2 -67.2 4/1

96 90.9 219.4 (200) 181.8 199.5 -17.7 3/1

97 92.6 172.4 (200) 185.2 159.7 25.5 3/1

98 76.0 39.5 (200) 152.0 30.1 121.9 1

99 79.3 50.0 (200) 158.6 39.7 118.9 1

100 39.7 50.3 (200) 79.4 20.0 59.4 1

101 26.8 0.0 (200) 53.6 0.0 53.6

102 39.7 58.2 (200) 79.4 23.1 56.3 1

103 26.4 96.4 (200) 52.8 25.5 27.4 1

104 132.2 47.5 (200) 264.4 62.8 201.6 1

105 76.0 60.9 (200) 152.0 46.3 105.7 1

106 79.3 50.0 (200) 158.6 39.7 118.9 1

107 86.0 46.1 (200) 172.0 39.7 132.3 1

108 66.1 45.0 (200) 132.2 29.8 102.5 1

109 72.7 50.0 (200) 145.4 36.4 109.0 1

110 23.1 44.4 (200) 46.2 10.3 35.9 1

111 19.8 69.1 (200) 39.6 13.7 25.9 1

112 20.5 64.4 (200) 41.0 13.2 27.8 1

113 56.2 66.0 (200) 112.4 37.1 7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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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2.1 60.0 (200) 144.2 43.3 100.9 1

115 76.1 53.7 (200) 152.2 40.9 111.3 1

116 97.8 54.2 (200) 195.6 53.0 142.6 1

117 104.7 165.4 (200) 209.4 173.3 36.1 2/1

118 257.8 170.3 (200) 515.6 439.2 76.5 3/1

119 79.3 70.8 (200) 158.6 56.2 102.4 1

120 356.7 184.9 (200) 713.4 659.9 53.5 5

121 387.4 169.4 (200) 774.8 656.3 118.6 5

122 183.2 163.6 (200) 366.4 299.9 66.6 3/1

123 39.7 72.0 (200) 79.4 28.6 50.8 1

124 109.1 48.4 (200) 218.2 52.9 165.3 1

125 92.6 51.2 (200) 185.2 47.4 137.8 1

126 136.5 58.1 (200) 273.0 79.3 193.7 1

127 168.9 48.9 (200) 337.8 82.6 255.2 1

128 132.2 27.5 (200) 264.4 36.4 228.0 1

129 92.6 85.6 (200) 185.2 79.3 105.9 2

130 135.5 61.9 (200) 271.0 84.0 187.0 1

131 136.4 155.2 (200) 272.8 211.8 61.1 3/1

132 112.1 64.8 (200) 224.2 72.7 151.5 1

133 122.3 97.3 (200) 244.6 119.0 125.6 2

134 123.1 241.6 (200) 246.3 297.5 -51.3 3

135 193.4 178.5 (200) 386.8 345.3 41.5 2

136 149.6 582.3 (250) 374.0 871.3 -497.3 5/1

137 135.5 48.7 (200) 271.0 66.1 204.9 1

138 543.3 332.2 (200) 1,086.6 1,804.8 -718.3 5/1

139 122.3 233.1 (250) 305.8 285.1 20.6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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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52.1 52.1 (200) 304.2 79.3 224.9 1

141 148.8 44.4 (200) 297.6 66.1 231.5 1

142 373.6 53.8 (200) 747.2 201.2 546.0 1

143 184.4 467.3 (250) 461.0 861.8 -400.8 5/1

144 145.5 51.0 (200) 291.0 74.2 216.8 1

145 75.6 166.9 (200) 151.2 126.2 25.0 3

146 69.4 57.1 (200) 138.8 39.7 99.1 1

147 79.3 50.0 (200) 158.6 39.7 118.9 1

148 125.6 164.9 (200) 251.2 207.1 44.1 3/1

149 54.5 59.1 (200) 109.0 32.3 76.7 1

150 110.8 136.7 (200) 221.6 151.5 70.1 3/1

151 98.5 164.9 (250) 246.3 162.5 83.7 2

152 155.4 93.6 (250) 388.5 145.5 243.1 2/1

153 177.9 199.1 (200) 355.8 354.3 1.5 3/1

154 86.0 133.6 (200) 172.0 114.9 57.1 2/1

155 76.0 86.9 (200) 152.0 66.1 85.9 1/1

156 43.0 185.6 (250) 107.5 79.8 27.7 2

157 112.4 78.7 (250) 281.0 88.6 192.4 2

158 158.3 124.9 (200) 316.6 197.8 118.8 2/1

159 86.0 136.7 (200) 172.0 117.6 54.4 2/1

160 86.0 61.5 (200) 172.0 52.9 119.1 1

161 123.5 69.4 (250) 308.8 85.8 222.9 2

162 141.4 128.2 (250) 353.6 181.4 172.2 2

163 82.6 269.5 (200) 165.2 222.7 -57.5 3/1

164 111.0 134.9 (200) 221.9 149.8 72.2 2/1

165 176.4 160.6 (200) 352.8 283.4 69.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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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06.8 152.7 (200) 213.6 163.1 50.5 2/1

167 89.4 166.2 (200) 178.8 148.6 30.2 2/1

168 918.7 33.4 (200) 1,837.4 307.5 1,529.9 1

169 62.8 190.3 (250) 157.0 119.5 37.5 2

170 62.8 260.7 (250) 157.0 163.7 -6.7 3

171 62.8 41.8 (250) 157.0 26.3 130.7 1

172 105.5 297.9 (250) 263.8 314.4 -50.6 3/1

sum 23,283 - 46,538 25,249 21,289 -

표 28. 대상지 내 대지 및 건축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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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7조의14에서 정하고 있는 결합건축 대상지는 ‘100m 이내에

있으며 동일한 지역지구’에 속하거나 ‘100m 이내에 있으며 12m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에 속하도록 협정 체결 가능한 대상지의

공간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결합건축 가능 대상지를 단일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필지 단위의 용적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 협정 체결이 가능한 공간적 범위는 무한하게 확장 될 수 있기 때문

에 시뮬레이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결합건축을 통한 용적 이전

은 공간적 범위를 만족시키는 두 필지 간에만 허용된다. 4.2장 용적 거래

시뮬레이션에서 살펴보았듯이 양도지와 양수지 간에 거래 가능한 용적은

상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상지 내 필지를 1:1로 대응시키는 과정은

수많은 경우의 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전

되는 용적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가

정 하에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 방식이 가져올 도시환경의 변화

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첫째, 대상지역 내에서만 용적 이전을 허용한다.

둘째, 대상지 내에서 거래되는 용적은 대상지 전체에서 균등하게 이루

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대상지 내 법정 최대 건축가능 연면적의 총합은 46,538㎡, 현재 건축

물의 연면적 총합은 25,249㎡, 미사용 연면적의 총합은 21,289㎡이다. 한

옥 등 건축자산으로 지정된 건축물은 공익적 차원에서 건축이 제한되도

록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건축자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미사용 용적을 이전 거래하여 규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건축자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건축물이 위치한 필지의

법정 건축면적의 합은 7,730.5㎡로 미사용 연면적을 법정 건축면적으로

수용할 경우 추가로 2.75층(21,289㎡ / 7,730.5㎡)이 건축 가능해진다. 약

3층의 층수가 추가로 건축 가능해질 때의 용적률 변화와 시뮬레이션 모

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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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용적 이전 대상지 내 용적률 변화(이전)

(연구자 작성)

그림 55. 용적 이전 대상지 내 용적률 변화(이후)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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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결합건축제도 적용 이전(남동측)

(연구자 작성)

그림 57. 결합건축제도 적용 이후 시뮬레이션(남동측)

(연구자 작성)



- 107 -

그림 59. 결합건축제도 적용 이후 시뮬레이션(남서측)

(연구자 작성)

그림 58. 결합건축제도 적용 이전(남서측)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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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대상지역 경관 단면 변화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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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경복궁 서측 종로구 체부동 일대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결합건축

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건축투자시장 활성화’와

‘건축자산의 보존’이라는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 사이에서 결합건축제도의

잠재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용적 이전 시뮬레이션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의 필지 간 용적 이전과 대상지역 전체에 걸친 용적 이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필지 간 용적 이전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양수지에서는 용적 이전을

통해 재건축 사업성이 제고되어 개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한편 양

도지에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출 없이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개발 규

제로 발생한 손실을 경감시켜 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 동기가

없는 일반건축물이 있는 필지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필지와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미접도 필지(맹지)에 미사용 용적을 이전 거래하여 잠

재되어있는 수익을 발생 시킬 수 있었다.

대상지 가구 전체에 걸친 용적 이전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결합건축

을 통한 용적 이전이 우리의 건축 도시 공간에 미칠 다음의 두 가지 문

제점이 예상되었다. 첫째, 용적 이전 거래로 인해 도시환경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용적률의 거래는 경제적 원리에 따라 개발 수익이 클 것

으로 예상되는 필지로 용적의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블록 전체

에 걸쳐 경제적 원리에 따라 용적 이전을 수행할 경우, 이면도로나 블록

내부에 있는 필지의 용적이 대로변 필지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결합

건축제도를 통한 필지 간 용적 이전은 대로변 건축물과 블록 내부 건축

물 간의 볼륨 차이를 유발하여 블록 내부의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둘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결합건축제도는 궁극적으로 ‘건축자산

의 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결합

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은 개발 규제에 대한 손실을 경감시켜 결합건

축제도가 건축자산을 보존시켜주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

여 질 수 있다. 하지만 건축자산의 미사용 용적을 이전 시키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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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연면적을 발생시켜 주변으로 이전하게 되어 해

당 구역 내 건축자산이 아닌 일반건축물들의 볼륨을 키우게 된다. 이는

결합건축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용적 이전의 공간적 범위를 ‘100m이내’

의 ‘동일지역’ 또는 ‘12m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내부’로 한정하고 있어

결국 동일한 지역에서 용적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은 오

히려 경관적·환경적으로 건축자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결합건축제도를 통해 건축자산이 보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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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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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결합건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추후에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 방식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높이 및 용적률 규제에 대한 이론 고찰 및 국내외 유사제도 비

교·분석 등 문헌조사와 더불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복궁 서측 종로구 체부동 일대의 구체적 대상지역에 결합건축제도 적

용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제도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우리 건축·도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였다. 제도의 개정 및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는 제도의 잠재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에 제도가 효과적

으로 활용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론고찰에서는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높이 및 용적률 규제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간접적으로 높이를 제한하여 도시의 밀

도를 조절하는 용적률과 관련된 법리 구성을 면밀히 살펴 용적 이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제도 개정 당시 국회 회의록, 건축법 개정이유, 국

토교통부 보도자료 등 공적 문서와 더불어 용적 이전 제도를 국내 도입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제도의 개정 배경을 살

펴보았다. 공적문서에서 살펴본 제도의 개정 목적은 용적 이전을 통해

노후건축물의 재건축 사업성을 제고하여 건축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

한 것이었다. 하지만 제도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용적 이전 제도가 개발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 외에도 문화재 및

자연환경 등의 보존지역에서 개발 규제에 따른 손실을 경감시키는 수단

으로도 활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고 결합건축제도의 최

신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건축법 근거 조항에 따라 주요 내용과 결합건축

추진 주체 및 절차에 대해 정리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유사제도 비교·분석에서는 다양한 용적 이전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과 국내의 유사제도를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일본의 유사제

도로는 일단지 인정에 의한 총합설계제도, 연담건축물설계제도, 특정가구

제도와 특례용적률적용지구제도를 국내 유사제도로는 결합개발제도와 건



- 113 -

축협정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합건축제도는 일본의 일단지

인정에 의한 총합설계제도, 연담건축물설계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제도의 대상지 및 공간적 범위에 대한 제약이 적어 일본의 유사

제도보다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이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하지만 협정 유지기간이 최소 30년 이상으로 정해

져 있으나 종전에 용적률 기준대로 환원하여 신축·개축·재축하는 경우

협정을 무효화 할 수 있어 제도 악용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 외

에도 권리관계의 기록 및 관리와 세부운영지침의 미비 등 제도의 시행

및 운용에 있어 문제점이 예상되었다.

결합건축제도 시행으로 인한 도시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

시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복궁 서측 종로

구 체부동 일대를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용적 이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였다. 용적 이전 시뮬레이션은 크게 두 필지간의 용적 이전과 대상지역

가구 전체에 걸친 용적 이전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우선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적용된 두 필지 간 용전이전 시

뮬레이션 분석 결과, 양수지에서는 용적 이전을 통해 재건축 사업성이

제고되어 개발 수익이 발생하였다. 한편 양도지에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

출 없이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개발 규제로 발생한 손실을 경감시켜

줄 수 있었고 더구나 재건축 동기가 없는 일반건축물이 있는 필지 및 주

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필지와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미접도 필지(맹

지)에 잠재된 미사용 용적을 이전 거래하여 수익을 발생 시킬 수 있었

다.

대상지역 가구 전체에 걸친 용적 이전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결

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 방식은 경제적 원리에 따라 개발 수요가

적은 가구의 내부나 이면도로에 면한 필지의 용적을 개발 수요가 높은

대로변의 필지로 이전시켜 블록 내·외부 건축물간의 볼륨 차이를 유발시

키는 등 도시 환경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었다. 더구나 건축자산 진흥

구역 내 용적 이전은 법에서 건축자산의 미사용 용적을 건축자산주변의

일반건축물에게 이전하게 되면서 건축자산과 일반건축물 간의 볼륨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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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발했다. 이로 인해 건축자산이 일반건축물에 의해 가려지고, 어두운

환경에 놓이는 등 경관 및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이 궁극적으로 건축자산을 보존하지 못한

다는 결과로 이어졌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용적 이전은 국내의 결

합개발제도나 일본의 특정가구제도 및 특례용적률적용지구제도와 같이

시장 원리가 아닌 공공의 주도 하에, 필지가 아닌 구역을 단위로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개정 과정에서 당장에 직면한 건축투자시장 활성화 과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여 제도 활용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해 제도 적

용 대상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 제도

시행에 앞서 용적 이전 제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건

축자산 진흥구역 등 보존지역에서 결합건축제도가 가진 잠재된 위험성을

숙고하고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보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최근 개정된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을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의 건축 및 도시환

경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고찰한데서 의미가 있다. 이는 추후 제도 시행

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운영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운영에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용적 이전을 수행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일조권사선제한이 적용되기 이전에

형성된 대상지역에 용적 이전 이후 건축법규에 맞도록 건축면적을 조정

하여 밀도를 비교·분석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용

적 이전 시뮬레이션은 가정된 시나리오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어 다양

한 경제·사회적 환경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제도 시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정부의 관련

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함께 조속히 세

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

여 민간에서 결합건축제도를 통한 용적 이전 방식이 효과적으로 활용되

도록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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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ntry controls the density of cities through various

regulations such as Urban Planning Act and District Unit Plan.

Various regulations, including the building coverage ratio, floor area

ratio and the height limit applying to individual lots, directly or

indirectly limits the maximum building area of the building. On the

other hand, architects have met those needs from client to attain

maximum floor area by overcoming various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As a result, our urban space is viewed as a result of the

diverse needs of our society.

As a means of promoting construction investment propos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2015, the Conjoint

Building Program(CBP) of Building Act, Chapter 8, has newly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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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anuary 2016, and is scheduled to be activated from February 2018.

the CBP is a kind of architectural exception that allows floor area

ratio(FAR) standards based on Article 56 of the Building Act when

there is an agreement on integrating two individual plots’s floor area

ratio(FAR). There is no doubt that this advent of a new regulating

system relating to volume of building will bring a change in the

urban space. This pioneering study aims to aid in understanding the

newly revised the CBP and optimizing in volume relocation through

the CBP. Furthermore, it is also intended to predict and observe the

changes that the CBP will bring to the urban space.

To achieve such aim, this study has focused on a review of the

theory on the floor area ratio(FAR) regulation and an documentary

survey of comparison between domestic and abroad systems. In

addition, this study offers a visual prediction of the various ways

CBP can influence an urban block by reshaping and reorganizing it

thrown augmented development rights to assess the pros and cons of

the CBP in the Chebu-dong, Jongno-gu, Seoul that will be designated

the architectural heritage promotion district.

The CBP is a system that permits transfer of floor area ratio(FAR)

which indirectly regulates the density of the city. FAR transfer

means that transfer the right to use the upper portion of the land

and is subject to the allowable floor area that can not be utilized due

to overlapping regulations. Upon reviewing the public documents at

the time of the revision, it was found that the CBP was revised to

stimulate the construction investment market by raising the business

value of rebuilding projects through the transfer of floor area ratio.

However,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on the introduction of the

FAR transfer system before the revision showed that the FAR

transfer system was designed not only to generate profit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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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but also to reduce losses caused by the preservation of

architectural assets and natural environment. As a result of Japanese

similar system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CBP is similar in

nature to Comprehensive Design System and Collaborative

Development, but it was expected that the transfer FAR through the

CBP would be carried out more effectively due to a few limitations in

the land size and spatial extent. However, the period of the

agreement was set to be at least 30 years, but the system can be

abused because agreement can be nullified in case of expansion,

reconstruction, or rebuilding according to previous FAR regulation. In

addition, some problems were expected in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system, such as the recording and management of

the rights and lack of operational guidance.

To carry out the simulation of FAR transfer through the CBP, the

area around Chebu-dong, Jongno-gu, Seoul was selected as the

target area. The aim of applying the system in the target areas was

to explore the potential of the system between ‘the activation the

construction investment market’ and ‘the conservation of architectural

heritages’. Simulation of transfer FAR can be divided into transfer

FAR within two plots and throughout the target area.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the simulation for the FAR transfer of

the two plots, it was found that the FAR transfer through the CBP

could generate development profit. In addition, it could reduce the loss

of development regulations on architectural heritage without the need

for national finance. And it makes a potential profit in lot with

ordinary building, parking lots and the lot which is not near the road.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the FAR transfer across the target

area, the CBP could cause imbalance in the urban environment.

Because the relocation of the FAR is carried out from lots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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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s or close to a side road to lots near the wide road according to

the economic principle. Furthermore, the CBP caused volume

imbalance between architectural heritage building and general

buildings in architectural heritage promotion districts, transferring

FAR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building to the general buildings.

Th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CBP ultimately can’t preserve

architectural heritage building.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considers changes in the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 to help us understand the system by

applying the transfer FAR through the CBP. However, there are

numerous cases of performing the simulations. And it is difficult to

compare and analyze the density of the building area by adjusting of

city structures that were created before various regulations were

revised to the current regulations. Furthermore, the transfer FAR is

assumed to be performed by assumed scenarios, limiting the lack of

consideration for various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The CBP in architectural heritage promotion districts needs to be

systematically managed by the public urban planning system, not the

principle of the market. It is sad that various aspects of the system

were not reviewed with great urgency because it was considered

priority to stimulate the construction investment market.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BP,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review the feasibility of the CBP and revise the laws, by

understanding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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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Transfer FAR, Conjoint FAR, Urban Regeneration

Invigoration, Architectural Heritage Promotion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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