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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都市問題의 原因이 킹응極的 ò 로 土地問題에 歸훌됨을 흔히 본다. 특히 土地資源의 

細對的 不足， λ 口의 高密化 및 大都市로의 /、口集中이 심각한 社會問題가 되고 있는 우리 

의 경우에는 土地問題가 重훨한 政策的 課題가 된다. 

지 난 70年代 以後 塵業化와 都市化의 즙속한 진전과 함께 A口 및 各種 機能이 大都市로 

集中되면서 都市內의 利用可能한 土地에 대한 壓力이 한층 增大되었다. 그 結果， 都市의 

士地價格은 놀랄 만큼 上昇하여 1970年부터 所謂 8-8提置가 있은 1978年까지의 期間동안 都

賣物價指數가 3.17倍， 消費者物價指數가 2.83f곱 增加한데 비 하여 主훨都市地價指數는 7.42 

倍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1 

이와같은 土地價格의 上昇:로 인하여 交通混雜과 住힘 및 公共施設用地의 不足등 諸般

都市問題가 發生하고 都心의 높은 地價는 市衛地의 無縣序한 據張과 都心의 호洞化現象을 

招來하여 問題의 解決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서 울大學校 環境大學院 敎授

** 서 울大學校 環境大學院 博士課程
(1) 金相容， “經濟發展과 土地" 韓國法學敎授會編， ["法과 土地J ， 三英社， 1982, pp.168 ,....,169. 



立體的 土地利用을 위한 空中權制度의 考察 23 

아울러 都市內部에 서 는 商街， 業務用建物 및 APT의 高層化， 公共雄設， 鐵道， 道路등의 

高架化 및 地下鐵， 地下商街 등 地下호間의 增大와 같은 土地의 立體的 利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며， 都心의 商街와 APT에 대한 再開發의 必훨性이 커지고 있다. 

本文에서 紹介하고자 하는 호中權(Air Rights)制度는 이와같은 立體的 土地利用을 f足進

하면서 그로부터 야기 되 는 複雜한 權利關係의 摩操을 解消하고 보다 效率的인 都市開發을 

達成할 수 있는 制度的 手段이 될 수 있다는 點에서 注目을 끈다. 

根本的부로 호中權에 關한 論議는 傳統的 土地所有權의 擺念的 變化로부터 出發한다. 즉 

土地에 대 한 總對的 支配블 本質로 하는 傳統的 土地觀이 變化하여 오늘날의 土地所有權에 

는 土地에 대한 社會的， 公共的 欲求가 反映된 여러가지 制約이 加해지게 되었다. 

새 로운 土地所有權 擺念의 代表的 特徵￡로는 土地의 公擺念과 함께 所有權￡로부터 利

用權 및 開發權의 分離 또는 公有化를 틀 수 있다. 

이것은 土地所有權의 機能的 分化를 뭇하는 것A로서 現:tE의 利用權은 土地所有者가 갖 

되 將來의 開發權은 他A에게 讓週하거나 또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에 歸屬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趣톱이 다 (2) 

호中權은 이 러 한 開發權의 새 로운 形態로서 土地의 上 • 下 호間을 水zp:. 華直的￡로 자 

유로이 分劃하여 土地所有權과는 別個의 權利로서 支配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이 묘로 所有

權과 開發權의 分離에서 發生할 수 있는 f훌權的 利用權의 不安定性을 해소하고 效率的인 

都市開發을 f足進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本文은 이러한 背景下에서 호中權을 紹介하는데 목적을 두고 호中權의 前提가되는 土地

所有權의 意義와 變化 및 開發權A로서의 호中權의 意義， 形態， 法的 構成 및 適用事例와 

問題點등에 대 해 考察해 보고자 한다. 

n. 土地所有權에 대한 擺念、의 轉換

1. 傳統的 土地所有權의 制限

土地는 A間의 生存 및 生活의 基鍵가 될 뿐 아니 라 生塵活動의 基本훨素이 며 모든 國土

開發과 經濟짧展의 場오로서 自然資源A로서의 性格과 商品a로서의 性格을 同時에 가지고 

있다. 

商品으로서의 土地는 資本主義體制下에서의 다른 財盧과 마찬가지로 憲法에 의해 그 權

利가 保障되 어 있으며 ‘3) , 民法上￡로는 所有物에 대 한 便用， 收益， 處分할 수 있는 自 由를 

保障함a로써 物의 直接的， 排他的， 包括的 支配를 認定하고 있다. 싸) 

(2) 金相容， “土地의 所有權과 開發權(上)，" r都市問題J ， 1981.10, pp.81~82. 
(3) 憲法 第22條 l項 및 第 120條.

(4) 民法 第211條， 郭潤直， 1物權法J， 서 울 : 博英社， 1980, pp.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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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土地의 私的 支配縣序는 近代市民華命과 함께 私法의 基本原則이 成立되면서 定

立되커 시작하였￡며 近代的 意味의 私的 土地所有權制度는 록마法과 「나폴레온」 法典(Code

Napoleon) 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同法典 554條에는 소유권을 “法 또는 規則에 反하지 않 

는 限 所有物을 總對的으로 담由롭게 享有하고 處分할 수 있는 權利”라고 規定함부로써 全

面的이고 組對的支配를 인정하였다 (5) 

물론 이 경우가 所有權의 組對無制約올 意味하는 것음 아니며 財塵權에 附훌되는 內在的

制約은 包含하고 있다고 본다 (6) 

한편， 20세기에 접어들면서 一般的￡로 財塵權의 近代的 自由의 過剩에 대한 修正이란 

測面에 서 , 그리 고 個別的우로는 財塵權의 對象과 機能의 特蘇性이 라는 測面에 서 制約이 加

해지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土地는 自然資源 o 로서 갖는 有限性과 非代替性이란 性格과 社會經濟的

投害U에 따라 다른 財塵에 比해 權利의 行使에 훨씬 많응 社會的 制約을 받는 것이 요늘날 

의 趣勢이다 (7) 

.lìP 土地所有權에 대 한 權利籃用의 禁止， 公共福利를 寫한 制限， 土地의 效率的이 고 均衝

있는 開發 및 保全， 環境의 保護를 寫한 制限 등이 그 例로서 傳統的 土地所有權의 組對性

과 自由뾰에 대한 制約을 內容￡로 한다. 

이러한 制限응 물폰 土地의 特珠性에 기인한 社會的·公共的 欲求가 增大되기 때문이며， 

土地에 대 한 私的 所有權과 社會의 集合的 欲求 (collective needs of the society) 를 어 떻 게 

調和시 키 느냐가 요늘날 土地政策의 .:t훨課題이 다. 

2. 土地所有權麗圍의 二重的 性格

급속한 社會 • 經濟的 發展에 따라 組對的 所有權은 社會 • 經濟의 새 로운 欲求와 마찰을 

유발하였다. 

점차 公共의 一般的 目的을 위한 토지의 수요가 증대되고 또한 國家가 社會·經濟發展에 

보다 큰 影響力을 行使하게 됨에 따라 土地利用에 간섭을 하게 되고， 都市化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土地에 대한 自由主義的 擺念(liberal concept) 에 制約이 加해지게 되었는데 

이 는 個A의 權利 (right of the individual) 뿐만이 아니 라 社會의 欲求 (needs of the society) 즐 

동시에 만족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 두 훨因이 요늘날 土地所有制의 基盤이 며 대 부분의 國家가 정 도의 차이 는 있지 만 이 

두 擺念을 혼합한 土地所有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5) H. Darin-Drabkín, Land Policy and Urbaη Growth, London; Pergamon Press, 1977, pp.411 
"'412. 

(6) 徐元宇， “土地所有制度와 利用/開發權의 再定立 土地政策에 關한 討論會， 國士開發昭究院，
1984, p.6_ 

(7) 鄭權變， “土地所有權의 變動 韓國法學敎授會編， 前揚書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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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이와같은 土地所有權의 두가지 性格--經濟的 商品으로서 個人의 權利와 自然、資源

a로서 社會의 欲求--은 土地所有權의 範圍에 關한 論議에도 그대로 反映이 되어 있다. 

上部호間 (superjacent airspace) 에 대 한 土地所有者의 權利의 認定응 Common Law의 법 

언， r地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이 르기 까지 上컬을 所有한다J (cujus est solum, 

ejus est usque ad coelum et ad inferos) 가 그 시 초이 다 (8) 

그러나 이 법언의 해석은 그후 1926年에 美國 議會가 비행커의 운항공간(navigable air

space) 을 국가의 소유 (public domain)로 선언하고， 그후 1946年 大法院判事 Douglas가 土地

所有權이 無限의 호間까지 미친다는 擺念에 反論을 提起한 以後 土地所有權의 範圍는 所有

者가 점유하고 利用할 수 있는 호間까지로 수정이 이루어 졌다 (9) 

요늘날 대부분의 國家는 土地所有權의 華直的 範圍를 正當한 利益이 있는 範圍로 制限하 

고 있는 것이 일반적 碩向이며 우리民法도 같은 趣릅로 되어 있다 (JO) 

이와같은 土地所有權의 範圍에 대한 制限은 土地에 대한 個A의 權利가 미치는 領域을 

規定하는 것이며 그 領域밖의 호間은 公共 所有염을 뜻한다. 

이 와 關聯해 서 France의 J.P. Grilli는 그의 著書 「所有權의 再定義J (Redefìnir le droit de 

propriété) 에 서 土地所有權의 範圍를 @ 私的 호間 (private space)과 @ 公共의 호間 (public 

space) 로 區分하여 財훌權의 상당한 部分을 社會에 移轉하고 個A은 그 나머 지 만을 所有해 

야 한다고 主張하였으며 이 擺念은 最近에 建設省의 提案으로 國會에 서 立法化 되 었다 (11) 

이 러 한 擺念은 個A외 土地所有權은 地表上에 建棄할 수 있는 權利로 局限시 키 고 보다 密

度있는 土地利用을 통해 附加되는 價f直는 社會로 귀속시킨다는 意味로서 前述한 土地所有

權의 두가지 性格을 反映한 것이며， 또한 後述할 토지의 所有權과 利用， 開發權의 區分과 

도 聯關을 맺고 있다. 

3. 土地 所有權과 利用 • 開發權의 分離

土地의 所有權무로부터 開發權을 分離할 수 있는 지의 與否는 土地所有權을 어떠한 觀念

A로 把握하느냐에 달려 있다. 

從來의 土地所有權은 土地의 便用， 收益， 處分의 諸機能이 混一되어 있는 包括的 擺念￡

로 取銀되고 있다. 따라서 土地가 쉬떠한 利用에 제공되느냐는 所有者의 意思에 달려 있기 

때문에 現實的으로 所有와 利用이 分離될 경우 所有에 의해 制約을 받는 價權的 利用의 不

安定性이 問題가 된다(12) 

(8) H. Darin-Drabkin, op. cit. , pp.412"-'413. 
(9) “Conveyance and Taxation of Air Rights" Colιmbia Law Review LXIV, p.339. 토지 의 수직 

적 한계 에 대 한 논의 는 S.S. Ball, “The Vertical Extent of Owner ship in Land" Uni'ν.of 

Pennsylνania Laψ Review Vol. 76, No. 6, 1928. 참조. 
(10) 民法 第212條.
(11) H. Darin-Drabkin, op. cit. , p.419. 

(12) 徐元宇， “土地所有制慶의 再定立" r훔學J 20卷 1號， 서 울大學校法學짧究所.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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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土地의 社會的 有用性은 그 土地의 具體的 利用을 通하여 여러가지 生活需훨를 充

足하는데 있다고 볼 때 그 利用價植를 최대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士地所有權￡로부터 分離된 土地利用을 그 自體 獨自的 意、義를 가지는 것a로 保

障할 必훌가 있다. 

所有權￡로부터 現tE의 利用價f直인 利用權과 將來의 利用價f直인 開發權은 獨立한 權利로 

서 分離하여 現在의 利用權은 土地所有者의 私的 權利로 하고 將來의 開發權음 他A에 讓

援하거나 國家에 歸屬시컴￡로써 效率的 土地利用과 均衝있는 開發을 홉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엄밀히 말해서 所有權과 開發權의 分離라고는 볼 수 없:나 이와 類似

한 制度로서 農地의 代理藉作制度， 草地의 代理造成制度， 山林의 分收林制度 및 特定街區

整備地區內의 代理建葉制度가 있다 (13) 

그러나 이들 制度는 그것이 所有權과 利用權을 分離한 例라 할지라도 그 法的 構成이 相

異할 뿐 아니 라 所有權의 諸 機能의 完全한 分離 • 獨立과는 큰 差異가 있다(14) 

以上의 論議에 서 볼 때 本鎬에 서 다루고자 하는 호中權은 開發權의 대 표적 인 例로서 土

地所有權과는 獨立한 別個의 權利로서 취급되고 있다는 點이 注目된다. 

J[. 空中權의 擺念3 意蕭 및 內容

1. 空中權의 廠念 : Air Rights와 TDR 

호中權의 擺念은 원래 美國에서 判例를 통하여 形成되어 몇개州에서 점차 法制化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土地에 대한 호間的 權利란 點에서는 대체로 見解가 -致하고 있지만 

論者에 따라， 州法에 따라 權念上 약간의 差異가 있다·‘(15)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嚴密한 意味에서의 호中權의 利用事例가 전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다. 

日 本의 경 우에 는 1966年에 地上權에 덧 붙혀 地下로 부터 上호에 이 르는 호間에 대 한 立

體的 區分이 認定되면서 이것이 區分地上權의 形態로 立法化되었S며 대체로 區分地上權에 

서 의 호間部分에 대 한 地上權을 호中權 o 료 보는 見解가 많다(16) 

그러나 호中權은 이러한 限定된 意味以上외 多樣한 利用을 目的S로 하는 호間에 대한 

(1 3) GJ 農地의 代理鏡作制度는 農地의 保全 빛 利用에 關한 法律 第10條 2項 내 치 5項， 第11條 및 
同拖行令 第14'15條 참조. 

@ 草地의 代理造成制度는 草地法 第14!뽕 참조. 
@ 山林의 分Jjj(林制度는 山林法 第14條 빛 同施行令 第20條 3項 참조. 
@ 代理建藥制度는 建藥法 第33條 3. 

(1 4) 金相容， op. cit. , pp. 96"'97. 
(15) 高田壽史， “空中權 ε 都市開發-7 :J JI 力 e事例 :Õ'~見 t::. 問題點 ε所見" r空中權@解說

ε 文敵資料集成J， 東京， 開發問題맑究所， 1984, pp.175"'176. 
(16) 日本낮 pÿ 그 ;, i'훌業協議會， “홈g市開發과 空中權 ; 國內事例@ 調훌맑究 上揚書， p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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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限 o 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美國에서의 호中權의 擺念은 보통 俠義의 초中權(Air Rights)과 開發權讓鏡(TDR: Trans

fer of Development Rights)의 두가지 擺念을 包含하는 것우로 보고 있 o 며 (17) 本文에 서 는 

쨌義의 호中權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쨌義의 호中權 

俠義의 호中權이 란 호間을 分劃하여 利用하는 權利로서 土地所有權의 構成훨素로서 當然

히 認定되 는 財塵法上 權利이 다 (18) 즉， 土地의 所有者가 地表部分의 支配 • 利用을 계 속하 

면서 上힐의 호間만을 分劃하여 他A에게 讓媒 또는 貨資하는 것이 許容되며 이러한 上호 

의 利用權이 호中權이 다 (19) 

호中權에 대 한 代表的안 定義로서 美國의 不動塵鍵定A臨會의 用語集에 는 「어 떤 土地의 

區劃內에 上 • 下의 範圍를 定하여 그 定해진 초間을 包括的￡로， 그리고 妹害排除請求權을 

가지고 使用 ·支配(收益， 處分을 包含)하는 權利이다. 이러한 權利는 他人의 土地나 建勳

위에 建葉을 하거나 또는 憐接數地의 現在 및 將來의 建集物에 대한 日照·通風을 保全하 

는 目的A로 取得할 수 있다」라고 說明되 어 있다. 

또 다른 定義를 보면 「호中權이란 土地의 水平的 分害U (horizontal-subdivision)을 통하여 

만들어 치 는 實質的 財塵의 獨立的 單位로서 指定된 土地의 上 • 下部分의 特定한 面을 支配

하는 權利」로 規定하고 있다 (20) r호中J (air) 이란 본래 그 自體로서는 財盧이 아니며 따라 

서 讓援도 할 수 없￡나 「호中호間J (airspace)윤 그것이 特定한 位置로서 3次元的무로 規定

될 때 에 는 財塵이 될 수 있다. 

호中權이 란 바로 이 러 한 3次元的￡로 規定된 종中호間에 대 한 支配權을 뜻한다. 

2) 開發權讓援制度(TDR)

호中權의 또다른 擺念￡로서는 開發權讓灌制度를 들 수 있다_ TDR이란 開發權을 他A

에게 移轉하는 것￡로서， 都市計劃풍에 의해 建葉制限을 받는 建物의 所有者가 用途地域規

制上 許容된 開發限度에서 現在의 容積을 除한 나머지 容積을 他A에게 讓週하는 것이 許容

되는 制度이며 土地利用規制를 계속하면서 그로 인한 握失을 政府의 財政負擔이 없이 보상 

활 수 있는 制度이다 (21) TDR을 制度化하는 目的운 @ 歷史的 古建物의 保存 @ 優良農地

와 綠地호間의 確保 @ 土地利用規制 @ 生塵資源의 保護 @ 中훌層 또는 低所得層의 住~

建設 @ 開發場所 및 開發時期의 規制 @ 成長柳制 @ 偶發利益(wind falls)와 偶發鎭害

(17) 日本建設省空中權調훌團， “米國(1)~中權〈ξ (1) 1>，" r新都市J ， 1984, p.75. 
(18) 士地의 構成훌素로서 土樓， 鍵物， 石油， 굿然가스와 함께 空中權도 包含된다는 主張이 있다. 

R. Kratovil, Real Estate Law, J.969. 
(19) 日 本建設省空中權調훌團， 前揚書， p.75. 
(20) “Columbia Law Review", op. cit., p.338. 
(21) ASPO,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Plaηning Ad떼sory Report No. 304,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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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1) 俠義의 空中權(Air Rights)과 開發權讓獲制度(TDR)의 比較

出處 : 國 土開發맑究院， 國土情報다이제 스트， 19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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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eouts)의 調節등 매우 다양하다 (22) 

TDR을 認定하는 法的根擾는 物的 不動塵權의 權原 ( ti tle to real esta te )은 단일 한 것 이 

아니라 여러개의 個別的 權利의 總體(bundle of individual rights) 이고 이들음 各各이 獨立

的￡로 分離되어 그중의 일부만을 他A에게 移讓해도 원래의 所有者는 所有權을 그대로 보 

유할 수 있다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點에서 볼째 俠義의 호中權과 TDR은 形

態上 差異點(圖 1 參照)에도 불구하고 現在 利用하고 있지 않은 초間에 대한 開發權을 他

A의 利用에 提供한다는 點에서는 양자가 같은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空中權의 意義 및 目的

호中權의 導入이 갖는 커본적 意義 또는 目的은 都市開發에서 나타나는 否定的(minus)

賣因을 보다 肯定的 (plus) 훨因으로 바꾸고자 하는데 있다 (23) 

즉， 消極的인 意味에서 보면 道路나 鐵道建設등에 따흔 地區의 分斷 또는 觀存生活의 變

化에 미 치 는 影響을 鏡和하고， 權利調整의 複雜化 • 長期化 등 都市開發事業上 否定的 흉흉因을 

해소함우로써 호中權制度는 權利者保護 및 事業調整을 위한 受動的 解決方法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보다 積極的인 目的은 士地利用의 效率을 提高시키려는데 있다. 土地利用의 效率

을 높힌다는 것은 立體的 開發을 통한 土地利用의 단순한 高密化를 뭇하는 것이 아니라 多

樣한 機能을 連結시키는 複合的 土地利用도 함께 包含하는 包括的 意味를 갖는다. 특히 大

都市에서 부족하기 쉬운 「오픈 스페이스」나 各種 公共用地의 確保에는 有效한 手段이 될 수 

있다. 

1) 새 로운 複合的 土地利用手段

都市의 發展은 遠心的 據大發展과 求心的 高密度化의 반복과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간 

에 나타난 大都市의 급격 한 廳眼은 土地利用의 遠心力에 힘 입은 바가 크다 (24) 그러 나 土

地의 面的 據大利用이 限界에 이 른 오늘날에 는 점 차 求心的 開發이 檢討 • 實施되 고 있으며 

가장 代表的 例로는 都市再開發을 꼽을 수 있다. 

大都市의 土地利用이 보다 高密化， 複雜化해 가는 것은 거의 必然的 欲求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高密化·複雜化가 無縣序한 것이 아닌 都市全體로서 행衝을 이룬 것이 

어 야 함은 물론이 며 이 에 대 한 調整方法의 하나가 호中權制度이 다. 

호中權은 單純한 高密의 環境을 創出하는 手段이 아니 라 周邊地區와의 一體性을 가진 均

衝있는 土地利用을 도모하는 技法ξL로서 時期와 場所의 特性에 맞는 적절한 利用을 꾀하자 

(22) Jerome G. Rose(ed.) The Traηsfer of Deψelopmeηt Ríghts: A New Technique of Laηd Use 
Regulation 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Byuns
wick, N.]. 1975. 盧隆熙， r環鏡과 都市J， 綠젊出版社， 1984, pp.508"'537. 

(23) 高田뚫史， 前揚書， pp. 89"'94. 
(24) C.C. Colby, “Centrifugal and Centripetal Forces in Geography," A.A. A.G. Vol. 23, 1933. 

John Friedmann and John Miller, “The Urban Field,"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Vol. XXI, No. 4,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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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큰 意義가있다. 

예 컨대 , 道路나 鐵道의 上 • 下部 초間에 대 한 호中權開發을 통하여 生活園이 分離된 地

區를 連結한다든지 , 住居， 商業， 業務， 公共 등 相효 異質的 機能을 連結하는 複合的 利用

을 통해서 職住近接을 도모하거 나， 住~. 公共施設을 確保함무로서 都市問題의 解決에 有

力한 手段이 될 수 있다. 

일반적a로 호中權은 地上과 호中과의 相互關係속에서 理解되어 왔무나 基本的 意義는 

周邊과의 相關關係에 따라 合理的이고 效率的￡로 土地利用을 調整할 수 있는 새로운 호間 

의 複合的利用制度라는 點에 두고 있다. 

2) 效果的 權利調整手段

호中權의 利用은 單純한 私權의 據大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 다. 물론 호中權의 響入을 통 

한 立體的 土地利用의 結果로 個A의 土地利用이 보다 鍵大되고 高密化하는 것은 事實이지 

만 그 自體에 ~中權의 目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호中權이 갖는 또다른 意義는 그러한 立

體的， 複合的 土地利用에서 나타나는 多樣한 權利와 利害U關係를 效果的￡로 調整하는 手段

이 될 수 있다는 點에 있다. 

都市開發의 形態가 多樣해짐에 따라 그에 對應한 形態로 開發手法도 점차 細分化되어지 

고있다. 

즉 開發手法이 細分化됨 에 따라 여 러 가지 權利形態가 나다나고 있￡며 그중 특히 問題가 

되는 것은 公有土地와 私權의 發生 또는 私有土地와 公共的 開發의 關係이다. 호中權은 土

地의 上 • 下部分을 自由로이 分害U하고 그에 대한 支配權을 가질수 있다는 點에서 볼때 公·

私間의 權利調整의 測面에서 호中權에 대한 새로운 認識이 요청된다. 

또한 호中權은 都市開發에 있어서 複雜한 「프로그램」을 調整하는 手段이 된다. 즉， 土地

의 複合的 利用이 據大되 고 都市開發事業의 規模와 費用이 增大됨 에 따라 이 에 關聯된 사 

람이 늘어 나고 그 때 문에 道路建設이 나 再開發事業퉁에서 權利間의 調整이 어 렵게 되 는 수 

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立體的￡로 個個의 權利를 調整하는 것이 事業上 效果的일수도 

있￡며， 이것이 都市計劃上a로 블 때나 住民의 立場에서 볼 때 共同의 利益이 될 경우에 

컬中權이 보다 큰 意味를 갖게 된다. 그러나 한펀우로 생각할 때 호中權制度는 地上과 호 

中의 두가지 權利를 만들어 낸 다는 點에 서 어 떤 意味에 서 는 보다 複雜한 權利關係를 야기 할 

우려가 있a며 運用이 잘못된 경우에는 非效率的인 制度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制度 自體와 함께 運用、上의 問題點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8. 空中權의 法制化

호中權이 法制化되어 實用되고 있는 나라는 美國이며 日本의 경우에는 1983年에 建設省

이 학계와 실무진으로 構成된 호中權調흉團을 美國에 파견함￡로써 비로소 이 制度에 대한 

關心을 具體化하는 段階에 있다. 따라서 호中權制度의 法制化過程과 背景에 대해서는 美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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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를 中心부로 살펴보커로 한다. 

美國에서 最初의 송中權法(Air Right Law) 이 制定된 것은 1927年의 Il1inois州에서 였다

同 州法은 「鐵道會社는 그 所有하는 土地의 上초 또는 地中의 호間을 讓援하거 나 當該호間 

에 質借權을 設定할 수 있다」는 趣룹를 規定하고 있다. 이 어 서 1938年에 New Jersey州，

1935年에 Colorado州에서 各各 호中權法이 制定되었다. 

聯몇6政府의 次元에서는 1958年 聯郭議會가 「州 또는 其他 地方自治團體가 聯郭의 高速道

路 上 • 下의 호間을 앓車場￡로 使用하는 것을 許可한다」고 決議함에 짜라 聯행住드효局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은 住럼資金의 借入에 대 한 擔保의 하나로 호中權을 認

定하였다. 이어서 聯됐議會도 1964年에 호中權을 利用하는 開發事業을 補助金의 交付對象

이 되는 都市再開發事業에 包含시켰￡며 그에 따라 都市再開發廳(Urban Renewal Admini

stration)은 홍中權의 取得 빛 利用에 대 해 規定한 指針書를 발행 하기 에 이 르렀다 (25) 後述

하는 4가지 호中權 取得方式은 이 指針書에 規定된 內容이 다. 

이와같은 法制化의 바탕이 되어온 思考는 前述한 바 있는 土地 所有權의 範圍를 나타내 

는 보통법의 법언에 대한 解釋A로부터 연유된다. 여기에는 두가치 意見이 對立되어 왔는 

데 첫째는， 호間을 古有하는 權利는 地表所有權의 부속물 (appurtenant right) 이묘로 所有權

과 別個로 處分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며， 둘째는 호間을 곱有하는 權利는 土地所有權과는 

別個로 處分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다 (26) 이 는 土地所有權 擺念에 關聯된 것무로서 所有權 擺

念의 變化와 함께 호間을 古有하는 權利에 대 한 見解도 土地所有權의 附屬緣이 란 2次元的

思考方式에서 士地所有權과는 利個의 獨立된 權利라는 3次元的 思考方式A로 轉換되었￡며 

이러한 變化過程이 判例로서 累積되면서 호中權의 法的 基鍵로 確立되었다. 

4. 空中權의 取得方法

1) 取得方式의 形態

초中權의 移轉(conveyance of air rights)윤 일반적무로 對象이 되는 호間의 範圍， 그 휠 

間에 建設되 는 建葉物의 支柱에 關한 權利 및 호中權의 設定期間등의 條件을 記載한 讓灌

證書(deed) 에 의해 이루어 진다 (27) 그러나 호中權이 土地에 附훌되지 않은 호間에 대한 

權利인 만큼 讓援證書에 그 호間의 자세한 位置를 記錄하고 그것을 여타 호間과 區別시킨 

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美國의 경 우 이 러 한 問題를 解快하면서 초間의 水平的 分劃을 꾀 하는 方法ξL로 크게 호 

間의 質借方式과 所有權 讓鐘方式의 두가지 形態가 있￡며 所有權의 讓鏡方式은 다시 支柱

(25) 建設省 空中權調호團， 米國의 空中權 〈ξ Ç) 1), 前獨書， pp. 78"'79. 
日本 7P 갖:::r. 7p~훌業協議會， 前揚書， p.37. 

(26) 이 에 대 한 자세 한 論議는 Stuart S. Ball, op. cit. , pp.632"'644. 參照.
(27) S 本낫 p) :r. 것 }옳業協議會， 前獨書， pp. 37 I'V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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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 한 權利形態에 따라 세 가지 方式으로 區分된다 (28) 

@ 호中호間의 홉借方式 (lease of air space) 

環境論覆 第十六卷 (1985) 

이 方式은 地表의 所有者가 第 3 者에게 特定한 호中호間과 그 호間에 建設되는 建棄物의 

支柱部分 및 그 數地를 貨賢하는 方式무로서 통상 利用되고 있는 不動塵의 長期貨賢와 類

似한 形態이다. 

이 方式이 美國에서 가장 보편적 ￡로 많이 &여 지 는 초中權 取得方式ξL로 代表的 例로는 

New York市의 Central Railroad의 線路上켈開發을 을 수 있 다. 

@ 호中호間에 대 한 所有權 讓據方式 (fee interests in airspace) 

<J)3Z:柱地投權 取得方式 (support easement) 

地表部分의 所有者가 開發者에게 特定한 上部호間을 讓據함과 同時에 建棄勳의 支柱와 關

聯施設 및 그 數地에 대해서 地投權을 設定해주는 方式이다. 이때 讓援證書에는 특별히 支

柱의 位置와 形態 및 建葉節次를 明示하커 도 한다. 3z:柱地投權 取得方式을 擇한 例로는 

Washington Bridge의 「아파트」開發이 해 당된다 (29) 

@ 支柱所有權 取得方式 (fee supports) 

1927年 Chicago의 Merchandise Mart 建設에 適用된 以後 美國에서 가장 요래된 利用方

式이 다 (30) 이 方式은 地表所有者가 第 3 者에게 特定호間， 支柱部分 및 그 所有權을 모두 

讓週하는 方式이다. 

@ 地表利用을 위한 地投權退還方式(easement back for surface usage) 

地表所有者는 開發者에 게 地表와 그 下部호間(subjacent area) 에 대 한 所有權을 讓聽하고 

그 대신 호中權의 取得者는 讓複者에게 地表를 利用할 수 있도록 地投權을 設定해 주는 方

式이 다. 이 때 , 그 地投權의 對象에 서 는 開發者의 建葉을 위 한 支柱 및 그 數地는 除外한다. 

2) 取得方式의 比較

초中호間의 所有權이 일단 讓援되면 當事者사이의 權利가 取得方式에 따라 實質的￡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特別한 경우에 맞추어진 廣範圍한 쫓約이 어떤 하나의 

方式에 의한 것보다 當事者間의 權利와 義務를 보다 效果的부로 規制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支柱地投權方式은 융통성이 있을 뿐 아니란 그리 복잡하지도 않다. 그것은 

支柱의 정확한 位置를 記錄할 필욕가 없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支柱의 位置를 變更하기가 

용이하다. 한편， 支柱所有權方式은 皮柱의 정확한 位置를 記錄해야 하기 때문에 支柱의 位

(28) Columbia Law Review, op. cit. , pp.345"-'348. 
日 本 7' ç 、끼 그 ;; l- jj흩業協議會， 前揚書， pp.38"-'40. 

(29) 1962年， W ashington Bridge의 한쪽 끌 高速道路上空에 分斷된 地區의 連結을 目 的우로 低所得
層 「아파트」 및 버스 「터미날」을 建設하였다. 

(30) Chicago의 鐵道上空에 建設된 商業用 建藥物로서 CD 地表위 7m 上空의 空中數地(on air lot) 
@ 地表부터 空中數地사이의 鐵柱用空間 (column lot) 및 @ 地表로부터 地下에 이르는 基鍵構
造物의 空間 (caison lot)에 대한 3次元的 區分登記가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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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껄問의 쩔{양Jj式〉 

ι? 

、、냉ιε-D 

A: 開發쌓者가 貨借

B: 土J띤所有者 Jfr有

(떠， 으tμ 7)- 갱긴 경우에는 

支H임;샀도 쉴!tfl 

A: 開發1:者 I퍼져

B: I혜發x者 所有

C: 閒發꽃者 }꺼有· 

(土地 및 A oll 이 료는 초뭔) 

c 

<~li:?fr有懶取쩌JJÁ) 

<31:柱地投權取f냥;까式〉 

〈地f뚱權률還方A) 

〈圖 2> 空中權의 取得方式

置를 變更할 경우에는 수정된 託書가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係를 보다 明確하게 規定할 수 있다. 

A: 開發휴룻者 所有

B: 뿜쫓業者 ET有

C: 開쌓業者 所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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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地쫓만 소j샌所有者가 

~tI! i.강權을 가진 

대신 當事者間의 財훌關 

支柱에 대 한 權利關係以外에 초中權의 取得方式에 따라 影響을 받는 것은 課鏡(taxation)

빚 財政的 支援의 問題이 다. 

課鏡와 財政的 支援응 호中權取得의 方式에 따라서 各 地域 또는 機關마다 不動塵의 評

價， 課脫方法 및 財政的 支援에 대 한 規制內容에 差異가 있a며 , 財政的 支援에 制約이 있 

는 곳에 서 는 나머 지 두 方式이 앞의 두 方式보다 有利하다 (31) 

W. 外國의 空中權 利用事例

1. 外國의 事例

호中權은 원래 美國에서 發達되어온 制度인 만큼 美國에는 그 事例가 많이 있a나 그 밖 

의 國家에는 거의 드문 것이 事實이다. 

(31) Colurnbia Law Review op. cit. , pp. 34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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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에서는 20世紀初에 Cleveland市와 New York市의 適用事例를 始初로 해서 多樣한 形

態의 開發이 이루어져 왔우며 日本의 경우는 嚴格한 意味의 호中權을 適用한 事例는 없￡ 

나 이와 매우 類似한 形態、의 開發事例가 많다. 

대체로 호中權의 利用形態는 CD 立地場所，~ 施設의 用途間 結合形態，Ql 事業主體의 

結合形態등에 따라 달리 分類될 수 있a나 本文에서는 立地場所를 基準S로하여 美國과 日

本의 호中權 利用事例에 대 해 施設의 用途， 事業主體 및 權利關係를 살펴 보키 로 한다 (32) 

立地場所別 호中權利用응 크게 -般市街地의 地盤上호， 鐵道用地의 上部 및 道路施設의 

上·下部利用우로 大別되며 (331 이중에서 가장 利用事例가 많은 것응 鐵道用地의 上部호間 

의 利用이다 (341 本文에서는 鐵道上호， 道路上호 및 學校上호우로 分類하여 美國과 日本의 

代表的 事例를 表로서 例示하고자 한다(表 l 창조) . 

2. 空中權利用의 問題點

호中權을 利用은 開發은 前述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意義와 效果를 目的￡로 하고 있지 

만 한펀오로 外國의 實際事例에서 나타나는 問題點도 없지 않다. 

첫째， 建設， 運營費의 問題로서 A工地盤， 支柱등 基鍵構造物에 建設費가 많이 所훨되며 

또한 排氣「가스」의 換氣設備， 防좁 • 防震 • 防火設備퉁에 費用增加의 훨因이 있다. 

일반적￡로 호中權을 利用한 開發은 地上의 建藥物과는 別個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 

며， 따라서 建葉上 여러가지 問題點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費用도 地上建葉物보다 훨 

씬 많게 된다. 

둘째， 觀存環境의 變化에 惡影響을 미칠 우려가 있다. 道路나 鐵道用地등은 보통 「요픈 

스페이스」로서 취급되며 周邊의 施設은 이를 前提로 建設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호中 

權의 開發이 이루어질 경우 跳望， 日照， 通風등이 防害를 받게되어 이러한 環境上 變化가 

不動盧의 價f直를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초中權을 利用한 새로운 施設의 建設로 自動車

交通量이 增加함A로써 交通얀뽑tiE現象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셋째， 耐久性에 關聯된 問題로서 道路나 鐵道의 建設과 建棄物의 建設과는 物理的 耐久

性에 差異가 있어 技術的인 어려움이 있무며， 技術的 o 로 可能하더라도 經濟的￡로 費用이 

많이 드는 問題가 있다. 또한 利用用途가 陳魔해지거나 變更될 경우 社會的 耐久性(35) 이 감 

소되어 利用이 되지 않은채 放置될 수 있다. 

넷쩨， 行政·管理上 投劉과 負擔이 增大된다. 호中權開發은 都市開發의 可能性을 據大시 

킨 반면， 한펀 o 로 權利의 發生이나 開發에 關聯된 節次가 늘어나고 複雜化됨에 따라 行政

(32) 日 本7
0

"， 、，/j;.)~ 훌業協議會， 홉t揚뿔，.， pp. 60'" 146. 
(33) 上獨書， p.60. 
(34) 實際로 美國의 空中權 利用事例中 鐵道用地의 上部空間利用이 全體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Co\umbia Law Review, oþ. cit. , p. 338. 
(35) 낫 "''/ 그 ) l-훌業協議會， 前獨書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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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로 이에 對應하는 投劃이 增大된다. 또한 道路등의 公共用地에 호中權開發이 이루어질 

경우 單一專門領域의 管理能力에는 限界가 있￡으로 새로운 管理體制가 必훨해 진다. 

다섯째 , 호中權開發은 여 러 種類의 地區에 서 이 루어 지 고 있을 뿐 아니 라， 響入의 歷史가 

짧고 流動的우로 運營됨무로서 많存의 用途地域制와의 調整이 不可避해지며， 일단 開發이 

이 루어 진 地區는 장래 用途地域의 變更에 影響을 미 칠 수 있다. 

마지막우로 호中權開發윤 地表利用에 制約을 招來할 우려가 있다. 高速道路와 같음 道路

用地의 호中權開發은 本來의 基本的 用途인 自動車利用者의 便宜가 考慮되 어 야 한다. 具體

的으로 運轉者의 視覺變化나 上部로부터 錫件의 落下에 의한 事故동에 대한 對備策이 講究

되어야 하며， 交又路 周邊의 開發에서는 交通流의 變化에 대한 檢討가 있어야 한다. 

호中權을 利用한 開發에는 以上의 計劃上 問題點 以外에도 2효中權自體에 內在한 問題가 

있다. 特히 호中權의 利用이 一般化될 경우， 所有權의 一種￡로서 無差別하게 響入될 危險

性이 있다. 이에 對處하기 위해서는 導入의 場所나 方法 및 節次에 대한 規制와 함께 鍵定

評價 및 行政節次의 標準化가 必훌하다. 

V. 우리나라의 類似事例 및 關聯制度

1. 우라 나라의 事例와 問題點

最近에 서울市의 都市構造改編에 關한 論議가 활발해 지면서 都心部의 再整備를 目的으 

로한 都心再開發事業과 建物의 複合的 利用의 必몇性이 提起되 고 있￡며 副都心地域의 育

成에는 鐵道購을 中心우로한 立體的 再開發이 하나의 方案ξ혹 擊論되고 있다. 이러한 時

點에서 鐵道廳은 1987年까지 서울， 永登浦， 大田， 大邱羅등에 民寶羅舍를 建立할 計劃을 

發表하여 주목이 되 고 있다 (36) 

우리나라에는 事實上 호中權制度가 없￡며， 土地所有權의 호間的 範圍에 대한 認識 또한 

아직은 微弱한 實情이다. 그러나 外形上 美國의 事例와 類似한 경우는 찾아 볼수 있우며 

가장 代表的인 事例가 바로 서 울羅數地의 民資羅舍 建立이 다. 

鐵道廳은 鐵道旅客의 늘어 나는 需훨에 비 해 현재 의 서 울羅이 너 무 狼小하며 , 羅의 移轉

에 따른 鍵算上 어 려 움에 逢看하여 現tE의 羅舍周邊에 民資를 꿇致하여 새 로운 購舍를 建

立할 計劃이다. 

同 計劃에 의하면 現在의 舊羅舍는 그대로 保存하되 周邊의 鐵道數地上호에 大規模(地下

l層， 地上 26層) 建物을 세 워 1, 2屬은 서 울購으로， 3層 以上은 百貨店， 事務室， r터 미 날」 

및 뾰車場의 用途로 利用할 계획이며， 土地와 그 上部호間의 所有權은 鐵道廳이 保有하고 

3層 以上의 호間에 대해서는 民資會社測이 려用許可블 取得하도록 되어 있다. 

(36) 每日經濟新聞， 1984年 10月 23S字 1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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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事業은 여러가지 目的을 갖는 計劃的 開發이란 點에셔 큰 意味를 지니고 있S나 本

計劃을 推進하는 데에는 現行法上 몇가지 問題點이 있다. 

첫째로는 寄附採納을 除外하고는 行政財훌과 保存 財盧에는 永久施設物의 設置와 같은 

私權의 設定이 禁止되 어 있￡며 (37) 

둘째로는 出資에 의해 國家에 歸屬된 財塵이나 國有財훌에 出資된 現物財훌의 管理는 財

務部長官의 所管事項A로 鐵道廳長의 管理가 不可能하다 (38) 

따라서 本 計劃의 實施와 關聯된 이러한 制限에서 빗어나 計劃의 實現이 可能토록 하기 

위해 1984年에 「國有鐵道財塵의 活用에 關한 法律」 및 同 雄行令이 마련되었다. 여기에는 

鐵道關聯事業을 自的￡로하는 商法上1*式會社에 대한 鐵道廳長의 出資와 出資로 인한 國家

歸屬財塵의 鐵道廳長 管理에 대 한 規定이 있 o 며 그밖에 鐵道財塵上에 永久輝設物을 設置

할 경 우의 白用許可에 關한 內容이 規定되 어 있다. 

한펀， 道路用地의 上호을 利用한 建第物의 例로는 서울市의 樂園商街아파트(종로구 낙원 

동) , 新村商街(마포구 노고산동) 및 淸漢商衛아파트(중구 산림동) 등을 들 수 있다 (39) 

이 들은 모두 開發業者가 道路등 施設物을 市에 寄附採納한 後， 道路部分 및 A工地盤通

路 (deck road) 에 대해 려用許可를 取得함￡로써 이루어진 事業이다. 

그러나 以上의 事例들은 關聯法律의 未備， 道路려用에 대한 認識不足 및 約定에 의한 白

用許可로 因하여 오랫동안 白用料와 關聯하여 爭짧의 對象이 되 어 왔￡며 , 支柱部分에 대 

한 權利關係가 不分明할 뿐 아니라 짧地에 대한 所有權의 共有持分이 없거나 登記가 되어 

있지 않은 不安定한 狀態에 놓여 있다. 

以上의 事例以外에도 送電線， 電鐵， 索道(케이블 카) 퉁이 國公有地 또는 私有地의 上 • 

下部흘 通過하는 事例가 많이 있￡나 大部分의 경 우 아직 도 士地의 上 • 下部호間에 대 한 

法律的 認識의 不足3르 러用料나 補置등에 대한 問題點이 많은 寶情이다. 

2. 우리 나라의 關聯훈1]度 檢討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美國의 ~中權法(Air Ritgts Act)과 같은 制度는 없￡며 

大部分의 호中 초間利用은 러用의 形態로 이루어지고 있다. 호中權을 「地表의 上·下호間 

을 自 由로이 區分하여 이 를 地表의 所有權과는 別個의 權利로서 排他的S로 支配하는 權利」

라고 볼 때 우리나라의 民法上 이와 關聯된 制度로는 區分所有權과 區分地上權이 있다. 

먼저 區分所有權은 民法의 「一物-權主義」에 대한 例外的 條項 o 로서 民法 第215條에는 

數Áol -陳의 建物을 區分하여 각각 그 일부를 所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一

(37) 國有財훌法 第 4 條 빚 第20條.

(38) 國有財훌法 第 6 條 및 第18條와 國有財훌의 現物出資에 關한 法律 第 3 條.
(39) 여기에 대한 事例찍究는 李昌雨， “웰市開發에 있어서 空中權 活用에 關한 없究 서울大學校， 

環境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5, pp.65 'V83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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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의 建物을 「區分」한다고 함은 셰로로 區分하는 것 뿐만 아니라， 各廣￡로 또는 各室로 

區分하는 것을 包含하는 것으로 본다 (40) 

이 에 대 한 가장 代表的인 例가 아파트이 며 서 울市의 경 우 1958年 市營 鍾岩아파트의 建

設以後 지난 10여년간 많은 아파트가 建設됨￡로써 集團居住形態가 보펀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의 大量普及과 高廣建物의 建設로 인하여 이제까지의 民法과 不動塵 登記法

의 규정으로는 集合建勳의 管理 및 登記에 關한 複雜한 問題블 解決하기에는 力不足하여 

새록운 立法에 대한 必횟性이 절실하였으며 이러한 흉흉請에 따라 1984年 「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理에 관한 法律」이 制定되 어 民法의 規定을 대 신하고 있다 (41) 同法은 集슴建物을 「專

有部分」과 「共用部分J~로 나누어 專有部分은 區分所有의 對象으로하고 複道， 階짧퉁 共用

部分」은 區分所有者 全員의 共有로 하고 있ξ며 그 밖에 共用部分의 管理， t;훌地使用權， 再

建葉 및 復舊， 그리고 區分建物의 登記에 대해 詳細한 規定을 두고 있다 (42) 

한펀 區分地上權은 最近의 民法一部改正~로 新設된 條項ξL로서 地下 또는 地上의 호間 

에 上 • 下의 範圍를 定하여 建物이 나 其他 I作物을 所有할 것을 目的￡로 地上權을 設定

할 수 있음을 規定하고 있다. 

종래의 士地利用權은 일반적￡로 地表에 대한 平面的 利用의 權原을 주로하는 것이었고 

民法上 地上權도 이러한 狀況을 前提로 制定된 것이었다. 

그러 나 最近에 이 르러 土木 • 建樂技術이 發達하고 都市土地의 立體的 利用에 대 한 事例

가 增加함에 따라 他A의 土地의 上 • 下호間에 建葉物을 設置하려고 할 때 그 利用關係등 

을 法的￡로 調節， 保障해 줄 必要가 있 o 며 이 러 한 흉§請에 부웅하여 法律이 마련한 制度

가 區分地上權制度이 다. 

대 체 로 現行法 體系下에서 土地의 어 떤 「層J(士地의 上 • 下호間에 대 한 華直面의 一部)

만을 利用하고자 할 때 可能한 從來의 制度로는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利用

者와 土地所有者間에 寶賢借훌約을 생각할 수 있다. 이 方法은 價權훌約이으로 훌約의 內

容을 當事者間에 自由로이 定하여 土地의 어느 한層만을 他A에게 利用하게 할 수 있고 利

用의 樣態도 自 由로이 定할 수 있기 째 문에 利用의 效率이 란 얘tl面에 서 는 有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層 利用者는 단순히 土地所有者에 대해 價權을 갖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層 利用者의 權利에 부족한 첨이 있￡며 權利狀態가 不安定한 단점이 있다. 

둘째로， 層 利用者가 土地所有者에게 從來의 地上權을 設定받는 方法이 있다. 0] 는 物權

(40) 金曾漢， 1物權法講議J， 博英社， 1884, p. 186. 
(41) 集合建物이 란 同法 第 l 條에 規定하듯이 11陳의 建物中 構造上 區分된 數個의 部分이 獨立한 

建物로 사용될 수 있을 때」에 該當되는 建物이며 住현建設t足進뽑 빚 同雄行令에서 規定하는 「共
同住S!:;J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 다. 

(42) 이 에 대 한 論議는 金俊鎬， “集合建物의 管理 및 登記에 관한 考察" 1풀律빠究」 第 3 輯， 延世

大 훨律~究所， 1993, pp. 18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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ò 로 貨資借훨約의 線結에 있어서와 같은 價權的 缺階은 나타나지 않￡묘로 層 利用者의 

地位保障이란 目的은 達成된다. 그러나， 地上權을 土地所有權이 미치는 土地 上·下의 全

體 範圍에 效力이 미치므로 地上權이 設定되면 土地所有者의 土地利用은 全面的￡로 排除

된다 (43) 따라서 士地의 上 • 下호間의 -部만을 利用하려 할 때에도 그 利用되지 않는 다 

른 層이나 地表에 대한 他A의 利用이 不可能함에 따라 層 利用者는 土地의 全面的 利用에 

대한 代價를 支據해야 되는 經濟的 負擔을 갖게되며 結局 士地所有者와 利用者間에 利害가 

調和되지 않게 된다. 

셋째로， 他A의 土地에 地投權을 設定하는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땀華的￡로 

볼 때 地投權은 월約에 의해 相憐地間의 利用에 調和를 꾀하는 制度로서 통상 要彼地와 承

投地가 地理的￡로 接近하여 있고 또한 承投地의 負擔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를 想定한 制

度이다 (44) 

따라서 地下鐵의 數設과 같이 몇投地의 土地利用이 主가 되고 다만 이것과 모순되지 않 

는 범위에서만 土地所有者의 地表利用이 허락되는 경우에는 適用에 限界가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存의 制度는 土地의 立體的， 效率的 利用에 不足한 點이 

많￡며 특히 土地의 어떤 層만을 利用하고자 할 때 土地所有者의 土地利用에 방해를 주지 

않고， 土地利用者가 받는 經濟的 負擔이나 利用上 不合理한 點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수 었다. 

이러한 點에서 볼때 土地의 上下호間에 일정한 範圍를 정하여 그 部分에만 地上權을 設

定할 수 있는 區分地上權制度는 큰 惠義를 지니고 있다. 

이 러 한 機能的 測面以外에 도 區分地上權에 있어서 土地 上 • 下호間에 設置되 는 工作物은 

대체로 長期的인 것」즈로서 보통의 地上權에서와는 달리 土地에 永久的인 變更을 加하는 것 

이 된다 (45) 따라서 地下나 호中에 區分地下權을 設定한다는 것은 結果的￡로 土地의 上下

호間을 低蘭하고 容易하게 分劉 賣鏡하는 意味를 지넘￡로써 土地 또는 호間의 商品化를 

f足進시키게 될 것이다. 

以上의 區分所有權과 區分地上權制度는 土地의 上部호間을 分劉하여 排他的￡로 支配 • 

利用한다는 點에서는 美國의 2효中權이 갖는 意味와 類似하다. 그러나 그 本質에 있어서 區

分所有權이란 專有部分에 해당하는 建物에 대한 所有權이지 호間自體에 대한 所有權은 아 

니기 때문에 建物이 滅失되었을 경우에는 問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美國의 호中權이 

(43) 法律上 土地란 -筆의 單純한 平面的 地表흘 말하는 것 이 아니 라 管理가 可能한 地下 또 空中
의 -定範圍를 뜻하는 立體的 擺念이 다. 

(44) 李斗植， 區分地上權의 設定과 그 登記에 關한 小考， 可法liff究資料 第10輯， 法院行政處 1983, 
p.84. 

(45) 보통의 地上權에서는 土地에 永久的인 握害를 發生시킬 수 있는 變更을 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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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에 대한 共有持分이 없이도 建物에 대한 完全한 所有權을 主張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 

라에서의 集合建物에 대한 區分所有는 民法의 一般的 原則과는 달리 土地에 대한 權原이 

없이 는 完全한 所有權行使가 現實的으로 어 렵 다 (46) 

한펀， 區分地上權은 法制化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制度의 運用에 대해서 言及할 

段階가 아니 지 만 區分地上權도 物權의 一種￡로 物權이 갖는 直接的， 排他的， 總對的 支配

의 特性을 염두에 둘 때 相對的으로 優越한 位置에 있는 士地所有者의 立場에서는 다소 不

利한 制度로 여겨질 수 있다. 實際로 日本의 경우 區分地上權이 法制化된지 20年이 다 되 

어가지만 아직 이를 利用하는 例가 극히 드물다는 事實。1 參考가 된다. 

VI. 結 論

土地所有權의 職念上에 새로운 變化가 나타나면서 이와 함께 擾頭된 利用， 開發權에 대 

한 關心이 漸次 增加되어 가고 있다. 

초中權은 이러한 利用， 開發權의 한 形態로서 士地利用의 立體化와 效率化를 꾀하고 都

市開發에서의 複雜한 權利關係를 調整하는 制度的 手段이 될 수 있다는 點에 意義가 있다. 

호中權制度의 훨入可能性윤 우리외 몇가지 特徵的인 與件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大都市 過密化現象이 삼각한 우리의 現實에서 볼 때 向後 都市土地利用의 立體化，

複合化， 高密化는 必然的 趣勢이 며 호中權은 이 러 한 未來 環境에 對應하는 새 로운 手段이 

된다. 

둘째， 國內事例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호中호間利用은 法制度의 未備와 호間利用 

에 대한 認識不足 등부로 인하여 積極的 利用이 어려울 뿐 아니라 利害當事者間에 빈번한 

다틈이 發生하고 있다. 

호中權은 이러한 權利關係의 予居을 줄이고， 當事者間의 利害를 調和시켜 積極的인 開發

을 推進하는데 有力한 制度가 된다. 

셋째， 都市土地資源의 不足과 地價의 昆購무로 住현 및 公共施設用 土地의 取得이 어려 

운 與件에서 利用되지 않은 호間에 대한 立體的 複合的 開發은 士地不足우로 인한 都市問

題의 解決에 매 우 效果的이 다。 

끝으로 都市開發事業에서 호中權의 導入을 염두에 둘 때 가장 關心의 對象이 되는 것은 

再開發事業이다. 

大都市의 호間構造플 많編하고 土地利用을 再整備하기 위해서는 基本的으로 좁開發事業 

에 依存하게 된다. 물론 都市設計나 都市美觀에 關한 規定등도 생각할 수 있￡나 觀存建物

(46) 우리 民法은 獨適民法의 「建物은 土地에 屬한다」는 原則은 채 택 되지 않고 土地와 建物을 別個의 

不動塵으로 取政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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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改造나 土地利用의 外形的 規制에는 限界가 있다. 

그러나 再開發事業에는 莫大한 費用負擔이 賣求될 뿐 아니라 利害關聯者의 權利關係도 

한층 複雜하여 事業의 推進이 어렵게 되는 수가 있다. 호中權制度는 再開發事業에 있어서 

建物의 複合的 利用과 權利關係의 調整을 立體的a로 處理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以上에서 우리의 與件에 비추어 본 호中權制度의 響入可能性 및 政策的 示埈點에 대해 

살펴 보았다. 本文은 都市開發의 여러가지 時代的 훌請에서 볼 째 호中權制度가 갖는 意義

와 權利의 內容 및 事例의 紹介에 그쳤￡며 앞￡로 이에 대한 具體的인 法律的 問題， 鍵定

評價， 課脫 및 都市全體의 管理에 미 치 는 影響등에 대 한 陽究가 必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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