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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 내에 존재하는 물리적 시설물은 사회 구성원의 삶의 기반이다.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간을 

규율하는 법제가 발달하였다. 한편, 인류의 개발행위는 지표면의 하부로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로 형성된 지하공간에 대한 규제

는, 그 높아지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않거나 묵

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하공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공법적 규제체계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먼저 공법

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지하공간을 ‘국민의 삶을 영위하는 기반이 되는 

지표면 아래의 인위적・물리적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지하공간

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유형의 시설물을 선별하여 공법적으로 분석하였으

며, 그 분석대상은 건축물 지하층, 철도시설・지하도로, 공동구이다.

건축물 지하층은 건축물의 구성요소이므로, 건축물을 규율하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규제체계가 작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축법은 지하층을 고유의 위험상

황이 내재된 공간으로 인식하여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은 지하층에 대한 도시계획적 판단을 상당 부분 

포기한채 지하층에 각종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법의 체계

에 어긋나고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철도시설과 지하도로는 국가가 주도하여 대규모로 조성하는 지하공간

이다. 이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이 아닌 

각 시설을 규율하는 개별법상 절차를 바탕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된다. 

사인은 도로점용허가 등을 바탕으로 이러한 지하공간을 확장하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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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과 연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철도시설과 지하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하공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지하점포와 같이 교통과는 

큰 관련이 없는 시설물이다. 철도시설과 지하도로를 규율하는 개별법은 

지하점포와 같은 시설물을 자신의 규율대상에 포함시켰지만, 그 규제내

용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법은 지하점포와 같은 교통시설 내 부속공간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점포의 건축물로서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지하점포에 

대하여 건축법・국토계획법상 규제체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 지상에 선형 기반시설이 난립함에 따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토지의 이용상황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형 기반시

설을 지하화하고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공동구는 각종 기

반시설을 본체 내부에 수용하고 있으며, 그 본체도 국토계획법상 기반시

설에 해당한다. 수용시설이 기반시설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수용시설과 공동구 본체에 대한 건설법의 규제는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각 수용시설과 공동구 본체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단일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책임 귀속・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

한다.

우리 법제는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려는 시도 없이, 새로운 유

형의 지하공간이 탄생할 때마다 그에 관한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봉책을 선택하였다. 이는 타당하지 않으며, 지하공간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판단대상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지하

공간에 대한 공법적 규제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하

기 위한 초석으로 삼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주요어 : 건축법,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공

간, 지하도로, 지하층, 철도시설

학 번 : 2019-2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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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물리적인 공간 위에 놓인다. 자연에 취약한 인

간은 물리적 시설물을 건설하면서 자신이 서 있는 공간을 안전한 것으로 

만들고, 삶의 반경을 넓혀 왔다. 개인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자 이러한 

‘공간’을 규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 글에

서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등의 실정법은 이러한 합의의 산물이다. 

이들 법률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

한 형태의 인위적 시설물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일정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인류의 개발행위는 지표면 아래방향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였고, 

그 결과로 건축물 지하층이나 지하철 등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과 그를 중심으

로 형성된 ‘지하공간’에 대한 규제는, 그 높아지는 필요성에도 불구하

고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않거나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상의 물리적 공간을 규율하는 법제는 지하공간에 재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일차적・전반적으로는 이를 긍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법제는 지하공간이 우리 공동체의 삶의 기반으로 자리잡을 것을 예상하

지 못한 시점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지상공간에 대한 규제체계를 구성하

는 개개의 제도가 지하공간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의도한 효과를 거

둘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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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도시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하공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공법적 규제체계를 점검하는 의의가 있다. 이를 위

해 지표면 아래의 공간 중 공법의 관심대상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유형의 지하공간을 선별하여 공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주요 관심대상은 건축물 지하층, 철도시설・지하도로, 공동구이

다.

건축물은 도시공간의 물리적 구성요소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그에 

따라 건축물을 규율하기 위한 법제가 발달하였고 축적된 연구를 바탕으

로 체계가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체계가 건축물 지하층을 

지상층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는 일관되지 않다. 그리고 

지하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무는 개별 법 규정을 단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지하층에 대한 공법적 규제현황을 살

피고 이를 규범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철도시설과 지하도로가 형성하는 지하공간은 국가 주도로 개발된 대

규모의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이 형성되는 절차는 관련된 개별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나, 해당 법제가 공간을 규율하는 공법적 규제체계에 부합

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찰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철도와 지하도로를 통해 지하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법제 및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법률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공동구는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지하

화・집적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동

구는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공동구는 유형적인 시설물로서 

공학 영역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고, 그에 대한 공법적인 분석은 찾아보

기 어렵다. 따라서 복수의 기반시설에 대한 공법적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공동구와 이를 중심으로 한 

지하공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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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개별 시설물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공간에 대한 공법적 성격을 규명하면서, 그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체계화하는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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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하공간을 

규율하는 공법적 규제체계를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

다. 그러므로 지하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시설물을 사실적 관점이 아닌, 

공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따라서, 지표면 이하의 공간 중 국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인위적・물리적 공간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한다.

본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공법적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지하공간을 정의하고, 본격

적인 논의에 앞서 위와 같이 정의된 지하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개관한다. 그리고 도시공간을 규율하는 건설법의 체계를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하공간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분석함에 있어 주로 검토하게 

될 법제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건축물 지하층에 대하여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상 규제가 

미치는 양상을 중심으로 지하층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검토한다. 건축법 

및 관계법령이 지하층의 위험방지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지, 건폐

율・용적률・층수・용도와 관련된 국토계획법상 규제가 지하층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철도시설과 지하도로를 중심으로 지하공간이 형성・관리

되는 과정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분석한다. 먼저, 각 시설의 

구성요소와 이를 규율하는 개별법의 연혁을 살펴본다. 그 다음 이러한 

개별법과 국토계획법이 시설의 설치・운영과정 및 시설에 포함된 지하점

포와 같은 구성요소를 어떻게 규율하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사인(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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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이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용의 문제를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공동구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내용을 검토한다. 먼저 선

형 기반시설이 지하화되는 과정에서 공동구를 중심으로 한 지하공간이 

형성됨을 확인한다. 유사 시설과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공동구의 개념을 

검토하고, 본체와 내부 수용시설이 병존하는 특성에 주목하여 공동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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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하공간의 개념과 유형

제 1 절 지하공간의 법적 개념

Ⅰ. 지하공간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필요성

일상적으로 지하공간은 “땅속이나 땅속을 파고 만든 구조물의 공

간”으로 이해된다.1) 과거에 인류의 토지이용은 지표면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으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류의 생활영역은 지하공간으로 넓

어져 갔다. 토지 하부에 공동구나 지하철도 등의 기반시설이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개인이 소유한 건물이 지하공간을 차지하는 일도 발생하였

다. 이러한 개발행위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을 활

용할 의사가 없는 타인의 토지에서도 이루어졌다. 어떤 토지의 수직 단

면을 기준으로, 복수의 주체가 토지를 둘러싼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권리의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우리 법은 여러 규정을 마련하

였다. 예컨대, 민법 제289조의2는 지하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토

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철도법 제9조는 도시철

도건설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할 때의 보상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보상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해 지하공간을 세분화하려는 시도도 이루

어졌다. 국내 실정법은 ‘한계심도’라는 개념을 상정하고, 이를 경계로 

하여 상부와 하부를 구별하고 있다.2) 또한, 학설 및 일본의 입법례3)에서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 2021. 1. 22.)

2) 법령에서 한계심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이

를 정하여 보상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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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심도 외에 ‘대심도’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한계심도 아래의 지

하공간을 세분화하려는 시도가 존재하며,4) 국내 실무에서도 한계심도 이

하의 지하공간을 지칭할 때 대심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5) 

지하공간을 둘러싼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은 

민사적인 시각에서 개별 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

한 분쟁 중 상당수는 지하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

하고 그에 대한 공법적 규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하공

간의 개발을 단순히 소유권 행사로만 파악하고 그 결과로서 창출되는 공

간이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갖는지에 관해 고찰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개

발행위의 의미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타당성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공간을 규율하는 공법적 규제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고, 지표면 아래의 공간 중 공법의 시각에서 관심대상이 되는 영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는 지하공간을 공법적으로 개념정의하는 작업이다.

Ⅱ. 지하공간의 개념에 관한 기존의 논의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에서는 한계심도를 “지하공간 

중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설치로 인하여 일반적

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로 정의한다(제2조 제4호). 한계심도

는 고층시가지는 40미터, 중층시가지는 35미터,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미터, 농지·

임지는 20미터로 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 부산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관

한 조례 제8조 등 참조). 한계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상비는 그 

초과의 정도가 클수록 낮아진다(동법 제9조 등 참조).

3) 일본은 민사적 관점에서 지하공간을 천심도·대심도·울트라대심도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이창석, “지하공간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특별기고 

(2005), 296~297면 참조.

4) 이는 대심도 아래의 지하공간에는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론구성을 하여 

해당 공간에 대한 이용상의 효율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물권. 1(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598면.

5) 국토해양부, “지하부분 보상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2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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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에서 시론적인 논의에 의하면 지하공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각 필지의 토지에 있어서 지표면

을 경계로 하여 그 아래 부분’을 의미한다. 미국 지하공간협회

(American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는 지하공간을 ‘합목적적 이

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표면의 하부에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

된 일정 규모의 공간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6) 이에 따르면, 지하공간

은 지표면을 경계로 하여 지상공간과 구별된다.

국내 실정법은 지하공간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법률

에 따라 ‘지하의 공간’,7) ‘지하부분’,8) ‘지하공간’9) 등 다양한 용

어를 혼용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지하층’을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지표면을 경계로 지상공간과 지하공간이 구별됨을 전제로 

한다.

요컨대 현재 실정법에서 사용되는 지하공간의 정의는 지하공간이 지

표면 아래에 위치한다는 사실적인 측면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의는 지표면 아래의 공간 중 공법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공간

을 선별하지 않고, 단지 이를 묵시적으로 상정하고 있을 뿐이다.

Ⅲ. 지하공간의 공법적 정의

6) 국토해양부, “지하공간 활용 및 관리개선 연구” (2008), 4면.

7) 민법 제289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

8) 수도법 제60조의2, 제60조의3, 도시철도법 제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

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9)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

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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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하공간을 ‘국민의 삶을 영위하는 기반이 되는 지표

면 아래의 인위적・물리적 공간’으로 정의한다.

1. 지표면 아래의 공간

이 절의 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리적・사실적인 측면에서 지하

공간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공간과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2. 국민의 삶을 영위하는 기반

공법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목적이 될 수 없고, 공동체를 운영하고 발

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10) 따라서 지표면 아래에 위치하지만 국민의 삶

과 무관한 공간에서는 공법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러한 공간

은 공법의 관심대상이 될 수 없다. 공법의 분석대상으로서의 지하공간은 

공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를 전제하여야 하는 것이다.11)

따라서 사람이 생활의 기반으로 삼고 있지 않은 무인도나 벌판의 지

표면 아래의 공간은 공법적 의미에서의 지하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의 주요 관심대상은 도시 내부에 형성된 지

하공간이 될 것이다.

3. 인위적・물리적 공간

공법의 시각에서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법률관계가 분석의 대상이므

로 인위적인 공간형성행위, 즉 개발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자연적

인 공간은 지하공간의 공법적 정의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지역

10) 박정훈, “행정법과 민주의 자각”, 행정법연구 제53호 (2018), 7면.

11) 이와 같은 견지에서 공중공간의 공법적 개념을 “국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하늘

과 땅 사이의 생활공간”으로 정의하는 견해로 석호영, “공중공간 이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7), 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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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표면 아래에 위치하더라도 인류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맨

틀・외핵・내핵 등의 자연적 공간은 본 글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지

반(地盤)과 같이, 인위적 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연적 공간은 인위

적 공간과의 관련성을 살피는 데 그치고 그 자체가 주요 관심대상이 되

지는 않는다.

지하공간은 물리적 공간으로서, 관념적 공간과는 대비된다. 법률관계

의 분석이 관념적 논의를 수반하더라도, 그 분석대상이 되는 지하공간은 

도시의 물리적 구성요소로서 사실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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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하공간의 주요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 지하공간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것은 

건축물 지하층・철도시설・지하도로・공동구이다. 이들은 서로 논리필연

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들의 합집합이 지하공간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지하공간을 구성하는 주요한 유형적 시설물의 법

적 성격과 그에 대한 공법적 규제체계를 점검함으로써 지하공간의 성질

을 귀납적으로 규명해내고자 한다.

Ⅰ. 건축물 지하층

건축물은 도시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사회 구성원이 일상을 영위하는 

기반이 되는 공간이다. 건축물 지하층은 사람이 접근하여 활동할 수 있

는 도시 내부의 지하공간 중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철도시설이나 지하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또한 그 내부에 건축물의 성격

을 갖는 시설물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과 그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분석하는 것은 지하공간과 

그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이해하는 시작점이 된다. 이하에서는 건축물의 

개념과 건축물 및 그 지하층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개관하고자 한다.

1. 건축물의 개념

1) 전통적 건축물의 개념

건축물의 개념은 그 목적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다. 민사적으로는 

어떠한 건축물에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으면 독립된 부

동산으로서의 건물에 해당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21608 판결 참조). 그러나 공법적 통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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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반드시 거래의 객체로서의 건물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건축법은 그 규율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개념을 스스로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이와 같은 정의로부터 도출되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요소는 ① 토지

에 정착하는 공작물일 것, ②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이다. 해석

상 이에 더하여 ③ 그 자체로서 독립성을 가질 것, ④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구조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12)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을 비롯하

여,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령들은 건축물의 개

념을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으며,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정의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13) 건축법은 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상황을 통제하고

자 하는 법이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은 위험방지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에 불과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법령에서 해당 정의를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2) 건축물 개념의 확장

지표면 아래의 지하공간에 자리잡은 사무소, 점포, 공연장과 같은 구

조물은 전통적 건축물의 개념요소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전통

적 건축물의 요건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라 함은, 관념적

으로 지표면 부근의 토지에 접하여 지표면의 상부 방향으로 설치된 공작

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12)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6판), 피데스 (2018), 31면.

13)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주차장법 제2조 제10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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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

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건축물로 정의

함으로써(제2조 제1항 제2호), 지하공간에 설치되는 다양한 종류의 구조

물을 건축법의 통제영역으로 편입하고 있다.14)

2. 건축물에 대한 공법적 규제

건축물은 건축허가・건축신고요건을 갖추어야 물리적인 공사를 거쳐 

유형적 시설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요건을 정하고 있는 건축

법 및 국토계획법이 건축물을 공법적으로 통제하는 주요 법령이 된다.

공법상 건축물의 개념은 건축법에서 정의되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위

험방지를 위한 건축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여하며(국토계획법 제

5장 제1절 참조), 건폐율・용적률 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형태를 제한하

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기도 한다. 이는 건축물의 부지가 된 토지

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규제라는 점에서 건축법상 규제와 차이가 

있다.

3. 건축물 지하층에 대한 공법적 규제

건축물 지하층은 건축물의 구성요소이므로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국

토계획법상 규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하층의 특성을 고려하

14) 건축법에서 지하에 설치하는 다양한 종류의 구조물을 대통령령에 나열하여 건축물의 

개념에 포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동 조항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에 나

열된 구조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행규칙과 조례에서 ‘지하도상가’의 개념을 

정의하는 등(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서울특별

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2조 참조), 하위법령이 지하구조물의 개념과 그에 관한 규제

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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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정 규제는 지상층의 경우보다 강화되기도 하고, 오히려 지하층에 

대하여 특례가 부여되기도 한다.15) 이들 규제는 지하층을 활발하게 이용

하기 이전에 체계를 갖춘 것이므로, 그 내용 중 일부는 지하층에 적용되

지 않거나 지하층을 규율하기에 부적절한 경우도 존재한다.

건축물을 규율하는 기존의 제도가 지하층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각종 특별법이 이러한 제도를 보완한다. 예컨

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반침하 등 지하층 고유의 위험요인

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Ⅱ. 철도시설

건축물 지하층이 사인(私人)의 개발행위에 의해 형성되는 지하공간이

라면, 철도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하공간은 국가 

또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설치・관리하는 공간이다. 철도시설은 공공

부문이 만들어내는 지하공간 중 비교적 대규모의 거점적 공간이라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이하에서는 철도를 바탕으로 지하공간이 조성되어 온 배경을 살피고 

그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개관하고자 한다.

1. 철도시설의 개념과 발달과정

1) 철도시설의 개념

철도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며(제2조 제6호), 여객과 화물

의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통시설의 일종이다. 철도의 개념은 철도의 

15) 전자는 주로 건축경찰법상 위험방지와 관련된 규제에서 발견되며, 후자는 도시계획

적 규제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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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절에서 ‘철도건설법’

이라 한다.)에서 정의된다. 동법에 의하면 ‘철도’는 철도시설, 철도 차

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제2조 제1호). 

즉, ‘철도시설’은 여객이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를 이용하거나 철도의 

운영자가 철도를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이다.

철도시설 중 ‘철도 역 시설’은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

시설・업무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을 포함한다(동조 제6호 가목). 철도 역 

시설이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 이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지하공간이 형성

된다. 이러한 공간은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를 이용하려는 여객이 잠시 

거쳐가는 장소에 그치지 않고, 교통과 무관한 목적으로 방문한 자 또한  

지하공간에 머무르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2) 철도시설의 발달과정

국내 최초의 철도는 1899년에 개통된 경인선이다. 철도 건설 초기에는 

지하공간에 철도를 건설할 기술 및 자본이 부족하였으므로 철도시설이 

지상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철도는 넓은 범위의 토

지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건설되므로, 토지의 이용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

고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과다한 비용이 소모되었다. 이에, 지하공간에 

철도를 바탕으로 한 교통망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국내에서 최초로 지하철도 건설이 논의된 시기는 1960년대로, 이는 서

울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부터 비롯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적 대

책이었다.16) 국내 최초의 지하철도인 지하철 1호선은 1974. 8. 15. 개통

되어 서울-청량리 구간을 운행하였고, 이후 건설된 초기의 지하철도는 

서울에 체계적인 광역교통망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17)

16)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2, 한울출판사 (2019), 11~15면 참조.

17) 서울시,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2006), 49~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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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가 확충됨에 따라 지하공간에 조성된 광역교통망은 복잡다단

해졌다.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의 제1기 지하철 노선의 평균 심도

는 15.4미터에 불과했으나 5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제2기 지하철 노선의 

평균 심도는 21.1미터로 깊어졌다.18)19) 지하철 노선의 수가 증가함에 따

라 환승역이 설치되었고, 환승역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지하철 역사가 등

장하면서 입체적인 지하공간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철도시설이 창출하는 지하공간은 교통망과 연계되어 높은 수준의 접

근가능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에 교통과는 관련이 적은 상업

시설이 들어설 유인이 크고, 이는 공간의 성격을 중첩적인 것으로 변화

시킨다.20)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철

도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지하공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중

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철도시설에 대한 공법적 규제

철도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제2조 제6호 가목),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설치되며 관련 절차의 규제를 받

는 것이 원칙이다(국토계획법 제7장 참조).

그러나 철도시설과 관련하여 철도의 건설・안전관리・사업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별법이 다수 제정되었다. 철도의 건설과정은 국

18) 허강무 외, “철도건설사업 관련 지하공간 보상의 법·정책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

14권 2호 (2013), 521면.

19) 196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로 도시철도망이 갖추어진 과정에 관하여는 

전현우, 거대도시 서울 철도, 워크룸프레스 (2020), 141~155면 참조.

20) 최근 착공되고 있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지하 6층, 건축 연면적 16만 m2 규모

로 조성된 지하공간으로서 전시장・도서관・박물관 등의 공공시설과 쇼핑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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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일반조항을 대신하여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철도건설법이 규율한다. 그 밖에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등의 철도 관련 법령이 철도시설의 위험방지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철도시설 내부에는 다양한 점포가 입점하여 철도시설을 복합적 기능

을 가진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점포 또한 철도시설의 구성요소이

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개별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들 점포는 건축물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바, 이들에 대하여 건축물

을 규율하는 건축법・국토계획법상 규제체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토

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법적 쟁점을 제공한다.

Ⅲ. 지하도로

지하도로는 차량 또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로서 철도에 비하

여 단거리의 교통망을 구축한다. 철도시설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거점형 

지하공간이 조성되면, 지하도로 및 그 부속시설은 철도시설과 연계되거

나 때로는 단독으로 비교적 소규모의 정밀한 지하공간을 형성한다. 특히 

지하보도는 지하공간을 구성하는 다른 시설물, 즉 건축물 지하층이나 철

도시설 등의 사이를 연결하여 지하공간 내부에서 다른 시설물로 이동하

는 통로로 기능한다.

1. 지하도로의 개념과 발달과정

1) 지하도로의 개념

지하도로 또한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며(제2조 제6호), 여객

과 화물의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통시설의 일종이다. 지하도로의 개

념은 국토계획법의 하위법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 18 -

에 관한 규칙(이하 이 글에서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이 정의하

고 있다. 동법 제9조 제1호 바목에 의하면, 지하도로는 “시·군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

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이며, 지하광장・지하도상가와 

같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철도시설 가운데 철도 역 시설이 지하공간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듯이, 지하도로를 바탕으로 조성되는 지하공간에 있어서도 지하

공공보도시설이 중요하게 취급된다.

2) 지하도로의 발달 과정

국내에서 지하도로의 개발은 1960년 말에 시작하여 1980년대에 이르

기까지 집중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지하보도는 1966년 광화문 지하보도, 

지하차도는 1971년 중앙지하차도가 최초이다.21) 최초의 지하도로는 단기

적으로 서울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지상교통의 원활

한 소통이라는 도로로서의 주 목표에 충실한 것이었다.22)

지하도로 중 지하보도는 그 내부에 각종 부속시설이 설치되면서 보행

용도에 그치지 않고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발전해 왔다. 1967년에 

건설된 새서울 지하상가를 시작으로, 지하상가가 1971~1985년에 집중적

으로 지하보도에 면하여 설치되었다.23) 2005년에 지하공공시설보도규칙

을 제정하면서 지하도상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하광장으로 확보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24) 지하보도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도로

에 그치지 않고 마치 건축물과 같이 사람의 활동이 예정된 공간으로서의 

21) 서울시,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2006), 34면.

22)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1, 한울출판사 (2019), 143~149면 참조.

23) 서울시,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수립” (2006), 46면.

24) 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

령 제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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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2011년에는 지하공공시설보도규칙 개정을 통해 

지하보도를 복층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허용되었고,25) 이로써 지하보도를 

중심으로 한 지하공간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2. 지하도로에 대한 공법적 규제

지하도로에 대한 공법적 규제체계는 철도시설의 경우와 유사하다. 먼

저 지하도로 또한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통해 설치되며 관련 절차의 규율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국토계획법 제7장 참조).26)

철도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하도로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법이 

발달하였다. 지하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시계획시

설규칙의 위임을 받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한 규칙이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

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하도로 내부에도 건축물의 성격을 갖는 점포가 입점할 수 있으며, 

전술한 개별법에 의해 규율된다.

Ⅳ. 공동구

1. 공동구의 개념과 발달과정

1) 공동구의 개념

25) 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2. 4. 13. 국토해양부

령 제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26) 도로는 그 역할에 따라 도로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

다. 그중 지하도로를 주로 규율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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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는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국

토계획법 제2조 제9호).27) 공동구는 도시공간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본체 내부에 수용하여 이를 지하화(地下化)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그리고 공동구 본체 그 자체로도 유통・공급시설로서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다목).

2) 공동구의 발달과정

국내에서 최초로 공동구 설치가 논의된 것은 1969년 여의도 지역 개

발 당시이다. 1970년 9월 15일에 착공하여 1971년 10월 30일 오전에 완

공된 여의도시범아파트단지에는 국내 최초로 중앙공급식 난방과 엘리베

이터를 도입하는 등 최신 기술이 도입되었다.28) 서울특별시 한강건설사

업소는 선진국형 난방설비 설계를 위해 시범아파트의 설비를 구역난방 

형태로 하고 하나의 파워플랜트에서 난방, 급수, 전기, 통신을 공급하도

록 하는 공동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한전 및 체신부의 불협조로 시범

아파트단지의 공동구 계획은 전용구(專用溝) 계획으로 변경되었다.29)

이후 계속된 여의도 지역 개발 과정에서 1978년에 여의도 지하공동구

가 국내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현재 상수, 전력, 통신, 난방시설을 수용하

고 있다. 공동구 설치사업 초기에는 1970년부터 시작한 지하철 공사와 

병행하여 전력 및 통신시설 위주로 수용하였으나, 1980년 초부터 시작된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토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신도시 및 신시가지 조성

과 더불어 일부 간선도로 내에 공동구가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도 

27) 국토계획법은 공동구를 직접 정의할 뿐만 아니라 공동구를 직접 규율하는 규정을 두

고 있는데(제44조 내지 제44조의3), 이는 다른 기반시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국토계획

법이 공동구를 규율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28)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이야기 2, 한울출판사 (2020), 78면.

29) 이홍남, “공동구 설비의 회고”, 공기조화 냉동공학 제25권 제3호 (1996),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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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점용예정자의 참여 의지 부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마곡·송

도 신도시 등 주로 국가 주도의 개발사업 위주로 설치되었다.30)

2. 공동구에 대한 공법적 규제

철도시설・지하도로와 마찬가지로 공동구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설치절차에 따라 설치된다. 그러

나 철도시설・지하도로와는 다르게 개별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이 공동구

를 직접 규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법은 국토계획법의 위임을 

받아 세부적・기술적인 내용을 정하는데 그친다.

공동구 내부에 수용되는 시설은 공동구 본체와 별도의 기반시설에 해

당하며, 공동구에 수용된다는 이유로 그 독자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

라서 이들 또한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동구 본체에 관한 규제와 내부 수용시설에 관한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공동구 본체와 각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

체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각 시설의 관리책임자를 결정하거

나 점용료 등의 부담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규제체계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

다.

30) 국토교통부,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종합연구” (2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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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하공간을 규율하는 법체계

Ⅰ. 도시공간을 규율하는 건설법의 체계

제2절에서 지하공간이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점

을 살펴보았다. 지상공간과 달리, 지하공간은 개발행위를 통해 사람의 

이용이 가능한 형태의 물리적 공간이 창출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생활반

경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의 활동이 가능한 지하공간을 

창출해내는 건설 관련 법제를 분석하는 것이 지하공간을 규율하는 법체

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건설법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형성에 간여하는 공법규정의 총체”를 

의미한다.31)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물은 민사상 토지소유권에 터잡은 재

산권 행사로서의 건축행위를 통해 출현하지만, 도시가 제기능을 하기 위

해서는 사인의 건축행위가 공익 달성을 위한 일련의 기준에 의해 통제되

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법은 국가에게 사인의 건축행위를 감독할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권한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한다

는 점에서 사인의 재산권 행사와 상호보완적 질서를 형성하는 공법으로

서의 성격을 가진다.32) 지하공간은 지상공간에 비해 사인이 개발행위를 

주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건설법의 공법적 성격은 더욱 강조된다.

건설법은 그 규율 대상과 목적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

될 수 있다. 이는 건축물의 위험방지를 목표로 하는 건축경찰법,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법, 도시의 낙후지역 정비 및 신도

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개발사업법이다.33)34) 이중 지하공간의 형성에 핵

31)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6판), 피데스 (2018), 4면.

32) 박정훈, “공법과 사법의 구별-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

론, 박영사 (2005), 223면.

33) 김종보, 앞의 책, 7~8면.

34) 구 도시계획법에서 명칭을 변경한 국토계획법이 도시계획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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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건축경찰법, 도시계획법, 그리고 지하공간

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각종 특별법이다.35) 이하에서는 이들을 중심으

로 지하공간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개관한다.

Ⅱ. 지하공간의 건축경찰법상 규율

1. 건축경찰법의 의의

건축경찰법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 규

정의 총체를 일컫는 강학상 개념이다.36) 건축경찰법에 속하는 가장 대표

적인 실정법은 건축법이다. 건축법은 건축허가(제11조)와 건축신고(제14

조) 제도를 통해 건축법상 위험방지 요건을 갖추도록 사전적으로 규제한

다. 그리고 제78조 이하에서는 위법한 건축물이 출현하였을 때의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과거에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 과정과 더불어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철거에 관한 규정까지 규율하였으나, 2020. 5. 1. 건축물관리법이 시

행됨에 따라 건축경찰법제가 이원화되어 건축법은 건축물의 출현 과정을 

집중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37)

2. 지하공간의 건축법상 규율

지하공간 내부의 시설물은 사람의 활동이 예정된 공간이므로 지상부

지닌다. 전진원, 국토계획법, 박영사 (2021), 13~14면; 그러나 건설법을 분류하는데 있어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법체계를 일컫기 위해 도시계획법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므로,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김종보, 앞의 책, 192~194면 참조.

35) 개발사업법의 경우,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부분적으로 

지하공간 조성에 관여할 수 있다.

36) 김종보, 앞의 책, 8면.

37) 장재윤, “건축물의 철거와 해체허가에 관한 공법적 연구”, 법학전문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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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건축물에 준하도록 위험방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건축법은 지하공

간 특유의 위험상황에 주목하여 건축물 지하층에 더욱 강화된 위험방지

요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한편, 건축법의 규율대상은 건축물로 한정되며, 지하공간에 위치하는 

점포 등의 시설물은 전통적 의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건

축법은 확장된 건축물 개념을 통해 자신의 규율대상을 확대하였음은 제2

절 Ⅰ.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런데 지하공간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각종 개별법상 절차를 거쳐 설치되면서 건축허

가・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하공간을 

구성하는 각종 시설물이 건축법상 위험방지요건의 심사절차를 회피할 우

려가 있다.

3. 지하공간의 특별법상 규율

지하공간에 존재하는 고유의 위험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법이 추

가적으로 위험방지요건을 설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지하공간은 지반으

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는 지하공간 내 시설물과 별도의 잠재적인 위험요

인이 된다. 최근 지반침하 등 시설물 주변환경으로부터 발생가능한 위험

방지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건

축물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공간에

서 시설물과 지반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고 지반에서 비롯되는 안전 

문제는 곧 시설물의 위험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동법 또한 건축경찰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지하공간의 도시계획법상 규율

1. 도시계획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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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과 토

지의 이용권을 통제하는 법을 의미한다.38)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는 실정법인 국토계획법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의 일

정한 면적에 고유하게 적용되는 건축허가요건을 정한다. 건축허가요건은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의 형태제한과 건축물의 허용용도 등의 용도제

한으로 구분된다.39) 즉, 건축법이 건축물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개별 

건축물의 허가요건 달성 여부를 심사한다면, 국토계획법은 토지 단위별

로 건축물의 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40)

한편,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및 설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행정청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제4장 참

조). 지하공간의 구성요소 중 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국토

계획법상 기반시설에 속하며, 따라서 국토계획법은 지하공간에 유형적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주요 권원이 된다.41)

2. 지하공간의 국토계획법상 규율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도시내 토지는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시설들로 

채워지고, 도시가 포화되어 갈수록 토지의 이용가능성 및 이용 효율은 

감소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하공간은 높은 개발비용 및 지반 자체의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입체적・합리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목받았다. 지하공간 개발 초기에는 도시 발전에 필요하지만 

38) 김종보, 앞의 책, 8면.

39) 김종보, 앞의 책, 9면.

40) 그러나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요건과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은 중첩적인 규제이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두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개발

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받을 수도 없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4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도시를 적극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국토계획법에 규정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법의 분류체계 중 개발사업법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

된다. 김종보, 앞의 책,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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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상시적 이용을 전제하지 않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쳤으나, 

최근에는 지하공간이 사람들의 주요 생활공간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흐름 하에서 국토계획법상 규율체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

다. 예컨대,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제도(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는 같

은 토지의 상・하에 복수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공간의 개발가능성을 확대한다.

한편, 국토계획법은 주로 지상부의 건축행위를 통제할 목적으로 각종 

규율체계를 마련한 것인바, 그중 일부 규제는 지하공간에 적용되기 어렵

다. 또한, 지하공간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거의 정책적 판단에 기

초하여 지하공간에 대한 국토계획법상 통제는 다소 너그러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례가 오늘날에도 유효한지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지하공간의 특별법상 규율

국토계획법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철도나 도로 등의 기반시설은 관련법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로법, 

철도건설법 등은 국토계획법의 특별법으로 기능하면서 지하공간의 창출

에 관여한다. 물론 이들 법률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절차

와 관련된 인・허가를 의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42) 위와 같은 기반시설

이 국토계획법상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42) 도로법 제29조, 철도건설법 제11조, 도시철도법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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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건축물 지하층에 대한 규제

제 1 절 서설

건축물 지하층은 사람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지하공간의 핵심을 이

루므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법적 규제장치

가 작동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규율하는 공법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 법령이 제정될 당시에는 건축물 지하층을 개발

하기에는 경제적・기술적 어려움이 뒤따랐고, 따라서 지하공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초기 입법이 이루어졌다.

건설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 지하층은 점차 대규모화되었고, 이전에는 

건축물의 부속시설로만 사용되던 지하공간은 사람의 활동이 예정된 다용

도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그에 따라 건축물 지하층을 공법적으로 규

율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기존의 건축법・국토계획법 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법들이 지하공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하층에 대한 공법적 규제는 일정한 체계 없이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발전해 왔다. 지하층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구성요소이지만,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서 발전시켜 온 규제체계가 지하

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하층을 규율할 

목적으로 입법된 특례와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무례 등이 이러한 

체계와 충돌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층에 대한 공법적 

규율은 지상건축물에 대한 규제체계에 종속되어 있을 뿐이며 독자적으로 

정교한 체계가 발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지하층에 대한 공

법적 규제의 현황은 지상건축물을 규율하는 제도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

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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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제2절에서는 건축법과 각종 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지하층의 위험방지를 위한 규제체계를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지하층의 

건폐율・용적률, 제4절에서는 지하층의 층수를 계산함에 있어 어떠한 특

례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제5절에서는 지하층에 건

축법・국토계획법상 용도규제가 미치는지 여부와 지하층에 고유하게 적

용되는 용도규제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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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하층의 위험방지

Ⅰ. 지하층 고유의 위험요인과 규제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은 건축허가요건

을 정하여 위험요소를 갖는 건축물이 건설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지

하공간에는 자연광이 미치기 어려워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별도로 마

련된 출구 또는 계단이 없으면 지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며, 지반

침하 등 지상공간과 구별되는 고유의 위험요인이 존재한다.43) 따라서 지

하공간에 위치하는 건축물 또는 지하시설물이 온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하공간의 위험요인을 고려한 위험방지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으로서 통제되

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건축법상 위험방지요건은 각 건축물이 놓인 

환경이나 기술적 요인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건축법 자체에서는 개괄적

인 조문을 두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 대신 건축법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이나 각종 특별법에서 세부적인 요건을 정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지하층에 고유하게 적용되는 위험방지요건들을 살펴본다. 

그중 피난요건과 위생요건은 건축물 지상층이나 공동주택 등에 함께 적

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규율의 적용범위에 지하층을 포함한 것이다. 반

면에 수방기준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위험방지요건은 지하층 

고유의 위험요인을 고려한 것이며, 규율대상에 있어 지상층과 지하층을 

달리 취급한다.

Ⅱ. 피난요건

43) 그 밖에 흙의 하중과 지하수의 이동으로 인한 유출, 강우로 인한 지반의 연약화 등

도 그러한 위험요인에 포함된다. 이들은 토질역학 분야의 중요한 해결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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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요건의 의의

건축물의 피난요건은 주로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

된다.44) 그러나 피난요건은 화재 외에도 침수, 지진 등 다양한 위험요인

을 통제할 수 있다.

지하공간은 통상 지상공간보다 좁고 어두우며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따라서 지하공간에서는 지상공간에서보다 화재 등 위험요

인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위험상황에서 지상공간으로 대피하기 

위한 피난구조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에, 건축법은 지하층에서의 피난

방지를 위한 고유의 구조 및 설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건축물의 피

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절에서‘피난방화규칙’이

라 한다.)에서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건축법 제53조).

2. 계단의 설치의무

건축물에서의 피난계획은 수평적인 부분과 수직적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하공간에서는 지상으로의 수직적 피난을 도모하는 계단의 필

요성이 부각된다. 계단의 설치의무 및 종류 등은 ‘거실’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바, 여기에는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만 계단을 

설치할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4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방화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44) 이는 건축법 제49조 제2항이나 동조의 위임을 받아 방화구획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문언에서도 드러난다.

45)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

하여 사용되는 방으로 정의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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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5호).46) 직통계단은 구조가 직통이면서47) 각 층의 거실에 이르

는 보행거리가 원칙적으로 30미터 이하인 계단을 의미한다(동조 제1항).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

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된 경우 해당 의무는 면제된다(피난방화규칙 제25조 제1

항 제1호). 비상탈출구의 크기는 유효너비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5미

터 이상으로(제2항 제1호), 통상 직통계단보다 작으므로 직통계단을 설치

할 수 없는 소규모의 공간에 적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종합컨대 사람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지하 거실에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나, 일정 

규모 이하의 거실에 대하여는 그 요건이 완화된다.

대규모의 공간이나 다중이 이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시설에 대하

여는 위 요건이 강화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

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 직통계단을 2

개소 이상 설치할 의무가 부여된다(피난방화규칙 제25조 제1항 제1의2

호).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고, 이를 건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제2호).

3.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의무

지하층의 층수에 따라 계단의 설치의무는 강화된다. 지하 2층 이하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

며,48)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

46)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47) 구조가 직통이라 함은, 건축물의 상하를 직선으로 관통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김종

보, 건설법의 이해(제6판), 피데스 (2018),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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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항).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방화규칙 제9조가 그 요건을 상세

하게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을 도모하기 위한 

설치기준 위주로 되어 있다.

Ⅲ. 위생요건

지하공간의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

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위험방지요건으로 이

해될 수 있다.

지하공간에 고유하게 적용되는 위생요건은 피난방화규칙에서 규정하

고 있다.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에는 환기통을,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바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부여된다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위 규정은 지하층에만 적용되지만, 환

기나 음용수의 품질관리를 위한 요건은 지하층만을 겨냥한 규제는 아니

다.49) 위생요건의 관점에서 지하층 특유의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Ⅳ. 수방기준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지하공간이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이러한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48) 이는 지상 5층 이상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에도 적용되는 대칭적인 규제이다.

49) 예컨대 환기설비의 설치의무는 신축공동주택 등에도 부여되어 있고(건축물의 설비기

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급수전을 설치할 의무 또한 공동주택에 부여되어 있

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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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하공간의 침

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 제1항). 이는 

수해내구성을 강화하여야 하는 수자원 관련 구조물과 지하공간에 위치한 

구조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건축물 지상층과 대비하여 지하층에 고유

하게 적용되는 규제이다.

이에 따라 수방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지하공간은 국토계획법상 지하

도로・지하광장・공동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철도 또는 철도, 건축법상 건축물 중 침수 피해가 우려되

는 지역의 건축물 등이다(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고시를 통해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

기 위한 수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

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

인을 할 때 수방기준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자연재해

대책법 제17조 제4항). 이는 지하공간의 위험방지의 측면에서 건축허가

요건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Ⅴ. 지하안전법상 위험방지

1. 제정 배경

2014년 6월에서 9월, 서울에서는 소위 ‘싱크홀’이라 불리는 ‘도로

함몰’ 등의 땅꺼짐 현상이 빈발하였다. 그러나 대도시의 지하공간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 지하상가·보도 및 공동구 등의 3차원 공

간정보가 전무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2014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지하통합지도’ 구축을 

지시하였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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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절에서 ‘지하안전법’이라 한

다.)은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공동구 화재, 열수송관·상

수관 파손 등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51) 건축법 및 그 부속법령이 건축물의 건

축 전에 선결적으로 건축물 자체에 관한 위험방지요건을 심사한다면, 지

하안전법은 지하시설물의 건설 전·후로 지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하안전법에 따라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

물의 소유자 또는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

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의미하고,‘지하시설물’이란 “상수

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물”을 의미한다(지하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제8호).

2.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

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

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지하안전법 제2

조 제5호).

지하개발사업자는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나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미리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제

50) 손호웅・이강원, 지하공간정보 관리론, ㈜ 시그마프레스 (2015), 76면.

51) 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정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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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굴착깊이가 20미터 미만일 경우 이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

시할 의무로 전환된다(제23조). 지하개발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

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0조). 

지하안전평가는 착공 전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반에 미칠 영향을 평

가하는 절차임에 반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착공 후에 안전평가 결

과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52)

지하안전평가는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의해 형성되는 지하공간으로부

터 유발되는 위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반형태를 변형함으로써 유발되는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3.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점

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제34조).

따라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이후

에도 지속적으로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서 발생하는 위험상황을 예

방 및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건축허가요건으로서의 위험방지요

건보다는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에 부여되는 유지・관리의무에 가깝다.

4.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되는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이러한 기본

계획은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적・추상적인 내용만을 정하여 국민의 

52) 지하안전법(2021. 7. 27. 일부개정, 법률 제18350호) 개정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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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성을 인정

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의 개발ㆍ이용ㆍ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

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제작하여야 한다(제42조). 이는 지하

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지하안전법의 제정 배경 등을 고려하면 지하시설물과 지반의 현황 및 상

태를 파악하여 지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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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하층의 건폐율・용적률 계산의 특례

Ⅰ. 면적계산의 특례

1. 면적계산의 의의

건축물의 규모가 클수록 건축물의 시장가치는 증가한다. 그러므로 건

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기술적・경제적 제약 하에서 가능한 한 대규모

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그러나 대규모의 건물이 도시공

간에 난립하면 도시의 기능이 발휘되기 어려우므로,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크기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는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형태제한으로 달성된다. 그 일

환으로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통해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된다. 이러한 규제는 건축단위가 되는 대지와의 관계에서 건축

물의 규모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로서 대지와 건축물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의하여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는 건축물의 형태제한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목

표를 갖고 있으므로, 각 규제를 위한 면적계산방법은 일의적으로 규정될 

수 없다. 특히 지하층의 건폐율・용적률 계산과 관련하여 지상층과 구별

되는 특례가 존재하는바, 지하층의 면적계산방법은 더욱 복잡하게 발전

하였다. 따라서 면적계산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지하층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규제의 특례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2. 건축물의 면적계산

1) 대지면적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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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단위인 대지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

율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건축물과 관련된 면적과 대비되

는 대지의 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

적”으로 정의되며,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지거나 대지에 도시계획시설

이 존재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공간은 대지면적의 산정에서 제외

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대지면적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을 정한 것은 지면 중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공간만을 기준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기 위한 것

이다. 이는 이와 같은 예외사항을 두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건축주에 

대한 규제 요건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2) 건축면적의 계산

건축면적은 건폐율을 계산하기 위한 개념으로, 건축물이 지표면에서 

대지를 차지하는 면적을 나타낸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의된다(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건폐율은 시설물이 대지를 얼마나 덮는지가 관심대상이므로, 

건축물이 대지를 차지하는 면적 중 실제로 이용가능한 공간이 얼마인지

를 기준으로 건축면적이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건축면적 산정의 기준선은 외벽이 중심선이 아니라 외벽의 바깥 경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정의는 면적 계산의 편의를 고려하여 입

법된 것이다.

건축물 중 지표면에 접하지 않지만, 공중에서 지표면을 바라보았을 때 

대지를 덮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건축물에 처마 등이 존재하

여 그 외벽으로부터 돌출된 부분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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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지의 이용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건폐율의 통제대상에 포함

된다. 이는 건축물의 돌출부분을 고려하여 수평투영면적 계산의 기준선

을 재정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동조 나목은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이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건축면적

의 산정 방식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면적의 산정 방식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건축법 시행령은 제

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처마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동 인증제도의 활용도가 낮아

지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하였다.53)

건축물의 일부가 대지를 덮더라도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동조 다목). 이는 대지의 이용관계나 개방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거나,54) 건축물의 이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그것이 설치될 경우 건축면

적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특례가 요청되는 경우 등이다.55)

3) 바닥면적의 계산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크기를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용

적률 산정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별로 계산

된다는 점에서 건축면적과 구별되며, 그 산정방법도 상이하다. 이는 건

폐율제도와 용적률제도의 통제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건폐율은 외부적 

관점에서 건축물이 대지를 과도하게 덮지 않도록 규제하는 장치임에 반

하여, 용적률은 내부적 관점에서 건축물의 사용자가 활용가능한 면적의 

53) 건축법 시행령(2020. 12. 1. 대통령령 제31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이유.

54)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부분이나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 중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5미터 이하인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5) 이는 지하층의 출입구나 어린이집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등으로, 건축물의 위험방지와 관련된 진입로나 피난시설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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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제한한다.56)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의

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바닥면적은 벽이나 기

둥 등으로‘구획’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기준으로 구획을 결정한다(동호 

가목).

동호 각목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유형은 ‘구획의 내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공간,57) ‘구획

의 내부’에 해당하나 건축물의 주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공간58)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는 사람이 상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이 아

닐 경우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59)

이상의 방법으로 계산되는 바닥면적은 건축법상 규제 전반에 활용된

다.60) 용적률 규제 또한 바닥면적을 바탕으로 연면적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연면적 산정 과정에서 일부 면적을 추가로 제외하는바(건

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이하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되

는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으로 일컫기로 한다.61)62)

56)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6판), 피데스 (2018), 62면.

57) 건축물의 노대(나목), 필로티 및 그와 유사한 구조(다목) 등이 이에 해당한다.

58)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등의 불용공간(라목 및 

마목) 등이 이에 해당한다.

59) 이는 전통적인 건축물의 개념요소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구조’임을 요구하는 점

과 맞닿아 있다.

60) 예컨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의무는 건축신고의무로 대체된다(건축법 제14조).

61) 김종보, 앞의 책, 261면.

62) 따라서 어떤 공간의 면적이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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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을 계산할 때 연

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

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등이다(건축법 시

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예외는 건축법상 규제 전반에 영향

을 미치기보다는 용적률 규제에 한하여 특혜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므로, 

그 내용도 전반적으로 건축물의 수직적 통제와 관련되어 있다.

3. 건폐율과 용적률의 계산

1) 건폐율의 계산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설정하여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형태를 통제하

는 방법은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지만(제77조), 건폐율의 개념은 건축

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며, 

이는 대지의 2차원 평면도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을 의미한

다(건축법 제55조).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될 뿐, 별도

의 복잡한 예외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예외는 건축면적의 계산

과정에서 고려됨으로써 최종적으로 건폐율의 크기에 반영될 뿐이다.

2) 용적률의 계산

용적률 규제의 내용 또한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으나(제78조), 그 

개념은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용적률 규제만을 회피하지만,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건축법상 규제 모두를 회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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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다(제56조). 이는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와 대지면적을 

비교한 것으로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뿐만 아니라 높이와도 밀접한 관련

이 있다.

건폐율을 계산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계산함에 있어 각종 

예외사항은 바닥면적의 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 용적률의 크기에 반영될 

뿐이다.

4. 지하층에 대한 특례

1) 건축면적 산정의 특례

건폐율은 대지면적 중 건축물에 의해 덮이는 부분의 비율을 의미하는

바, 건축물 지하층은 지상부에서 관찰할 때 대지를 덮는 것으로 인식되

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건축물 지하층이 차지하는 면적은 건

축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건축물 지하층이나 지하주차장과 같이 지하공간과 지상공간을 연결하

는 출입구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 

다목 4), 5)). 이와 같은 출입구는 지하공간의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

로,63) 지하층을 비롯한 지하공간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면 출입

구 또한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위 조항은 건축물 지하층

이 차지하는 면적이 건축물에 산입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

다.

2) 지하층의 연면적 불산입 특례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건축법 제84조의 위임을 받아 지하층

63) 같은 취지로, 본 연구의 제4장 제1절 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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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적을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호 가목). 이

에 따르면 지하층을 아무리 넓고 깊게 개발하더라도 그 바닥면적은 용적

률 계산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으므로,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주체는 용적

률을 바탕으로 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Ⅱ. 지하층과 건폐율 규제

1. 건폐율의 의의

건폐율 규제는 밀도규제의 일종으로, 토지의 규모나 도로사정 등을 고

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88 판결). 건폐율 규제를 통해 건축물이 대지를 

차지할 수 있는 상한이 설정되고, 대지에 공지가 확보된다. 이렇게 생성

되는 공지는 옥외 주거환경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64) 건축물 사

이에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어야 일조, 통풍 등의 위생요건을 충분히 갖

출 수 있기 때문이다.65)

그러나 지하공간에서는 건축물 지하층 사이를 지반(地盤)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건축면적을 감소시키더라도 나머지 공간이 공지로 활용될 수 

없다. 공지 확보를 통해 도시환경을 조절하는 건폐율 규제의 기능이 지

하공간에서도 작동하는가? 이하에서는 건폐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지

하공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지하공간에서 토지의 이용관계는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살핀다.

64) 이혁주, “주택속성으로서 건폐율과 규제의 효과”, 국토계획 제51권 4호 (2016), 50

면.

65) 공학 분야에서는 건폐율의 변화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건폐율과 일조・옥외열환경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정숙진・윤

성환, “판상형 공동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이 일조 옥외열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제31권 5호 (2015), 69~7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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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면적의 계산

1) 지하층의 건축면적 불산입특례의 실정법상 근거

건축물 지하층이 차지하는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건축면적의 정의규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할 때 지하공간을 배제하도록 명

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특례에 실정법상 근거가 

존재하는지 문제된다.

우선, 지표면으로부터의 수직 거리가 1미터 이하인 부분과 창고 중 물

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 중 지표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건

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 다목 1)). 이는 규모가 작아 대지의 개방감을 

침해하지 않는 데크(deck)와 같은 구조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건축물의 지하부분에 형성된 공간 또한 지표면으로부터의 수

직 거리가 1미터 이하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동 조항을 근

거로 지하층의 면적이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물론 이는 입법자가 의도한 바는 아닐 수 있으나, 건축면적 산정 과

정에서 지하층에 특례가 부여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는 해석방법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 다목 1)을 해석하

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건축물 지하층 전체가 지표면으

로부터 수직 거리가 1미터 이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지하층 면적을 일

률적으로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건축물 지하층에 대하여 지상층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외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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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방향으로의 수직 거리가 1미터 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만 건축면적 불산입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이다.

생각건대, 건축면적의 산정 과정에서 지하층의 면적은 지표면으로부터

의 수직 거리에 관계 없이 일의적으로 불산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지상공간에서 지표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1미터 이하인 부분을 건

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공간이 대지의 개방감이라는 관점

에서는 공지와 유사하게 취급되어도 좋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물 지하

층은 지상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지표면으로부터의 수직 거리가 1미

터 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대지의 개방감을 침해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지하층에 대한 특례가 건축

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 다목 1)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어색하고, 그러한 특례는 묵시적으로 부여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지하층의 건축면적 불산입특례의 필요성

지하공간 중 건축물 지하층 외부가 지반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하

면, 공지 확보를 목적으로 토지의 개발면적을 제한하는 건폐율 제도는 

지하공간에서는 그 의의를 상실한다. 즉, 대지 중 건축물 지하층으로 활

용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이 일조나 통풍 등의 위생요건 관리에 이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건폐율 규제의 의의를 고려할 때 건축물 지하층은 일률적으로 

건축면적에 불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지하층의 건축면적과 후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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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성부분 중 지표면에 접하지 않으면서 외벽으로부터 돌출

된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수평투영면적 계산의 기준선이 후퇴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지하층의 면적이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고 하면, 건축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선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후퇴선

과 관련된 규정 또한 건축물 지하층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66) 

따라서 대지경계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지의 소유자가 지표면

에서 하방으로 점차 돌출되는 형태의 지하층을 가진 구조물을 건축하는 

것이 허용된다.

4. 소결론

건폐율 규제는 인접 토지와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 건축물 사이에 공

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옥외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주목적

으로 한다. 그러나 지하공간은 지반으로 채워져 있으므로 건축물 지하층

의 건축면적을 제한하여도 공지를 확보할 수 없고, 건폐율 규제의 목표

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지하층이 건축면적에 불산입되는 것은 정당

화될 수 있으며, 이를 비롯한 건폐율 관련 법령은 지하공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지하공간은 한정된 자원이며, 따라서 주변 지

하공간의 이용상황을 고려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

러나 이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작성하여 지하공간의 개발과 관련한 도시

계획적 판단에 활용하거나,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지하공간의 개발로 인

한 위험요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건폐율 규제를 통해 

지하공간의 밀도를 조절하는 것은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66) 이와 같은 이유로 건축물 간에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건축법 조항(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2, [별표 2])들은 건축물 지하층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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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하층과 용적률 규제

1. 용적률 규제의 의의

용적률의 개념은 구 건축법(1972. 12. 30. 법률 제2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건축물의 높이

를 제한하기 위함이었다.67) 오늘날에 용적률은 여전히 건축법에서 정의

되고 있으나, 용적률을 이용한 건축물의 높이규제는 국토계획법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78조는 각 용도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용

도지역별로 허용가능한 용적률의 최고치를 규정하고 있다.

용적률은 허가받은 대지면적의 몇 배까지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가를 정하는 건축허가 요건이 되며, 용적률조항은 건축물의 

층수(높이)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건축물에 대한 입

체적(3차원적) 규제의 성격을 갖는다.68) 그러나 용적률은 지하층의 규모

를 통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규율 영역은 지표면 위의 공간에 한정된

다.

2. 지하층의 연면적 불산입 특례의 연혁

지하층의 용도와 관계 없이 전면적으로 그 대지면적을 연면적에 불산

입하는 제도는 비교법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렵고, 건축법이 제정 초기

부터 일관되게 그러한 태도를 취해온 것도 아니다. 구 건축법 시행령

(1981. 10. 8. 대통령령 제10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지하주차장 또

는 거실 용도로 쓰이는 면적에 한하여 용적률 산정 시 바닥면적에서 제

외하였으나(구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9193호) 제3조 제4호), 1981. 10. 

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연면적 산정 시 지하층 전체의 바닥

67) 구 건축법(1972. 12. 30. 법률 제2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이유.

68) 김종보, 앞의 책, 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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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지하층에 이와 같은 특례를 부여한 것은 대피시설을 확대하고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지하층의 설치를 권장하기 위함이었

다.69) 이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이해될 수 

있다.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이 1975년 4월에서 5월에 걸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연거푸 공산화되었고, 같은 시기에 북한은 서울 북쪽 시

내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포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박정

희 대통령은 중앙정부 기능을 남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마련하는 등 북한

의 남침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70)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또한, 이와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서울 시내 곳곳에 다수의 방공호를 확

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하층의 연면적 불산입 특례가 당대의 특수한 사회적 배경에 기인한 

것인 만큼, 오늘날에 그러한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법제를 외국의 법제와 비교함

으로써 우리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찾아내는 자기점검이 가능할 것이

다.71) 아래에서는 연면적 산정과 관련한 각국의 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건축법상 연면적 불산입 특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지하층의 연면적 불산입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 미국에서의 지하층의 연면적 불산입 제도

미국은 국내의 용도지역지구제와 유사한 zoning 제도를 통해 건물의 

69) 구 건축법 시행령(1982. 8. 7. 법률 제10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이유.

70)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2, 한울출판사 (2019), 37~38면.

71) 박정훈,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제44권 제2호 

(2015),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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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나 층수를 통제하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

로 용적률 개념이 활용된다. Zoning 제도의 도입은 1910년대 뉴욕(1916 

Zoning Resolution), 1920년대 시카고를 중심으로 이미 논의되었으나, 용

적률 개념이 각 시의 조례에 등장한 것은 1940년 이후부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72)

제도 도입 초기의 미국에서의 zoning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하층의 바닥면적을 조건부로 제외하는 태도가 관찰된다. 노

스다코타주 비즈마크 조례(1953)는 지하실을 주거용·상업용·산업용으

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연면적에 산입하지만, 기계 또는 난방 장비를 보

관하거나 아파트 관리인의 기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다. 시카고 조례(1957) 또한 기계장비를 보관하는 지하층은 연면적에 불

산입하며, 뉴욕 클락스타운 조례(1955) 및 워싱턴 D. C. 조례(1957)는 일

반적인 지하층(basement)은 연면적에 산입하되 저장고의 기능을 수행하

는 지하층(cellar)은 불산입한다.73)

현재에도 지하층의 면적을 연면적에 전체적으로 불산입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캘리포니아 조례는 지하층의 면적이 1층 지상 건물에

서 허용되는 바닥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를 건축가능면적에 

불산입한다74). 뉴욕 또한 이와 동일한 조건에 더하여 지하층의 상부 높

이가 지표면으로부터 6피트(1829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이를 불산입

한다.75)

이와 같은 규제하에서, 주거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층을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72) E. M. Bassett et al., “Floor Area Ratio”, American Society of Planning Officials 

(1958. 6.), 2면.

73) E. M. Bassett et al., 앞의 글, 4~7면.

74) Cal. Building Code § 506. 1. 3.
75) N. Y. Construction Codes, Building code §50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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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에서의 지하층의 연면적 불산입 제도

일본은 1950년에 「건축기준법(建築基準法)」을 제정하였으며, 제정 

당시에는 지하층에 주택 등의 거실을 두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

었을 뿐 용적률 제도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입체적으로 통제한 것

은 아니었다.76) 이후 일본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1963년 건축기준법 개

정을 통해 용적지역제(容積地域制)를 도입하였고, 1994년 건축기준법 개

정을 통해 지하층에 대한 용적률 산정 시 그 바닥면적을 연면적에 불산

입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77)

현행 건축기준법 제52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 지하층으로서 그 천

장이 지반면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에 있는 주택 또는 양로원, 복지 

홈 및 이와 유사한 것(이하 "양로원 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해 지하층의 바

닥면적의 양로원 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이 당해 건축물의 양로원 등

의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의 전체 바닥면적의 3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그 3분의 1까지만 연면적 산입에서 제외된다. 또한, 승강기의 승강로 부

분이나 공동주택·양로원 등의 공용 복도 또는 계단의 용도로 제공되는 

부분은 위와 같은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78)

즉, 일본은 사람의 거주 용도로 지하실을 이용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

에서 일정 부분 특례를 부여하면서도 그 한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3) 프랑스에서의 지하층의 연면적 불산입 제도

76) 조연팔, “경사지 지하아파트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지하층 면적의 용적률 산

정의 기초가 되는 연면적에의 불산입 조치에 대한 일본 법제·학설 및 판례의 분석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1권 제3호 (2017), 119면.

77) 김종보, 앞의 책, 260면; 조연팔, 앞의 논문, 119~120면.

78) 建築基準法 五十二条 三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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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구 「도시계획법(Code de l'urbanisme)」 제L.331-35조 

및 제L.331-38조에서 용적률(coefficient d’occupation des sols, COS)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입체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으나, 용적률이 건설권을 

제한하며 현지 실정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주거접근 및 도시재생법」

(2014. 3. 24.)79) 제158조에 의해 삭제되었다.

현재 프랑스 도시계획법은 주택에 부속된 지하실이 공중(公衆)에 공하

는 부분인 경우에 한하여 그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

는다.80) 지하실을 건축물 소유자가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특

례를 부여한 것이다.

4. 지하층에 대한 용적률 규제의 필요성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지하층의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

우에만 그 면적을 연면적에 불산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81) 우리나라

의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과 같이 지하층의 면적을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일률적으로 불산입하는 제도는 비교법적으로 매우 독특한 것

이다. 이는 과거의 시대적 배경하에 정책적인 필요에서 마련된 것이며, 

오늘날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지하층에 관한 용적률 규

제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지하층의 용도를 검토하여 사람의 활동이 예정된 공간에 대하여는 이

를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실무

에서는 기계실・전기실 등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불용

79) LOI n° 2014-366 du 24 mars 2014 pour l'accès au logement et un urbanisme 

rénové (1).
80) Code de l'urbanisme(Dernière modification le 01 janvier 2021) Article R111-22, 7.

81) 즉, 외국의 제도도 대체로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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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개별 시설의 활용 현황을 고려하

고 있다. 즉, 해당 시설이 집무・작업에 활용되거나 직원 등이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인 경우 이를 불용공간이 아닌 거실로 보아 바닥면

적과 관련된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82) 건축물 지하층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특례조항은 삭제하고, 개별 공간이 활용되는 현황에 따라 그 

면적을 연면적에 산입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하층의 면적을 ‘용적률 산정을 위

한 연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지적 및 그 시도가 있어왔다.83) 최근

에도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지하층의 연면적 불산입 특례가 의도

치 않은 건축물의 대형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물류

창고 지하층의 면적을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할 것을 내

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84) 그러나 위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시

행되지 못하였다.85)

이러한 선례를 고려할 때, 지하층 면적을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

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용적률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층에 대한 용적률 규제가 건축물

의 대형화를 지나치게 막아 그 효율성마저 저해하지는 않도록 유의하여

야 한다.

Ⅳ. 소결론

82) 진희선, “서울특별시 건축법・건축조례 질의회신집” (2015), 49면.

83) 서충원, “지하층 난개발을 막자”, 경인일보 (2008. 1. 10.),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361161 (검색일 : 2021. 10. 24.)

84) 백혜련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300, (2021. 7. 2.), 1면 참조.

85) 2005년에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지하층 중 3층 이하 부분의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 포함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업계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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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 규제는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의 형태를 제한하는 도구로서 널리 활용된다. 그러나 이들은 지하공간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활용되는 가운데 도입된 제도가 아니므로, 그 규제

의 대상은 건축물의 지상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건폐율・
용적률 규제가 건축물의 지하공간에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규제를 통

해 의도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지

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 지하층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건축물 지하층이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

하지 않으므로, 건폐율 규제의 측면에서 지하층에 부여되는 특례는 묵시

적인 것이다. 그런데 건폐율 규제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면, 

해당 제도는 지하공간을 규율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지하층의 

건축면적 불산입 특례는 정당화될 수 있다.

건축물 지하층은 명시적인 예외규정에 근거하여 ‘연면적 산정을 위

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지하층에 용적률 규제가 미치지 않

는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과거에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부여된 것이

어서 오늘날에는 그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비교법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하층의 용도를 고려하여, 지상

층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하여는 그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54 -

제 4 절 지하층의 층수 계산

Ⅰ. 층수에 따른 건축물의 규제

고층의 건축물은 그 규모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이 크므로, 건축법은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운영·관리 과정을 고도로 통제하여야 한다. 이

에, 건축법은 건축물의 층수에 따라 그 규제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건축법 제11조 제1항 본

문), 3층 미만이면서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건축물을 증축・개축・
재축하는 경우 허가의무는 신고의무로 간소화된다(제14조 제1항 제1호).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되어, 특별시장

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부여된다(제11조 제1항 단서). 또

한, 건축법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건축물”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1항 제19호), 추가적인 위험방지요

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50조의2, 제64조 등).

주택의 경우 층수와 규모 등을 기준으로 아파트・다가구주택・다세대

주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

조의5, [별표 1] 참조), 그러한 구분에 따라 건축법86)이나 세법87)상 규제

의 내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증축・개축・재축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86) 직통계단의 설치의무(시행령 제34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시행령 제47

조), 내화구조(시행령 제56조) 등에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달리 취급한다.

87) 예컨대 다가구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에 따른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 취급이 달라진다. 윤혜원, “공동주택의 개념 및 면적계산

에 관한 공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115~119면 참조.



- 55 -

층수가 낮을수록 낮은 강도의 규제를 받는다. 한편 건축물 지하층은 층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건축주

는 지하층을 활용하여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으려는 유인을 갖게 된

다. 이는 특히 3층 정도의 소규모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대상 건축물이 지상 3층의 구조일 경우 건축허

가의 대상이 되지만, 지상 2층과 지하 1층의 구조일 경우 건축신고의 대

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88)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하층 및 

그 층수에 대한 규율이 불완전한 점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지상부 구성요

소의 일부를 지하층으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

상에만 3개의 층이 존재하는 건물과 지상에 2개, 지하에 1개의 층이 존

재하는 건물 사이에 다른 규제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

이 제기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하층 및 그 층수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살피고, 지

하층의 층수와 관련하여 지금과 같은 특례가 부여된 배경을 검토하여 오

늘날에도 그것이 유효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Ⅱ. 지하층과 그 층수의 정의

1. 지하층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건

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89) 특정한 층이 온전히 지표면 아래에 위치하

88) 건축신고는 전형적인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법이 정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행정

청은 실체적 요건을 심사함이 없이 이를 수리하여야 하므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 비

해 행정청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다.

89) 이와 같은 기준은 시기에 따라 정책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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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상에서 외관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지하층으로 인정하

는 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어떠한 층이 지표면 아래에 기반을 두고 있

기는 하나 그 일부가 지표면 상부로 노출된 경우에도 위 조건을 충족한

다면 지하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층의 외관이나 사용현

황에 기초하여 우리는 이를 지상층으로 인식하지만, 그 법적 지위는 지

하층이라는 점에서 괴리가 발생한다.

건축물의 바닥부분의 모든 면이 대지에 인접한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

까지의 평균높이가 층고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해당 층은 지하층이 된

다. 그러나 건축물의 특정 면이 대지에 인접하지 않고 외부로 노출된 경

우,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하층의 지표면으로 산정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0호).90) 즉, 외부로 노출되는 면적

이 클수록 지표면의 높이가 낮아지므로 지하층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2. 지하층의 층수의 정의 및 계산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물의 구조상 구분된 층의 개수로 결정하되,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그러나 건축물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

어 있는바(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위 규정이 지하층에 대

하여 층수가 정의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건축법 시행령 조문이 제정될 당시에는 층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명시

하지는 않았고,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층 부분에 존재하는 특정 시설을 

의 Ⅲ. 참조.

90)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은 

그 문언상 지하층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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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다.91) 이후 건축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층수를 산

정하는 방법이 규정되었다.92) 이는 곧, 층의 구분이 명확한 건축물에 대

하여는 그러한 사실적인 현황에 따라 층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에서 이를 달리 보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계산 방식은 

현행법에 이르러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이 제정될 당시에 건축된 건축물은 지하층이 없거나 창

고 또는 보일러실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한 개의 지하층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층수 계산 관련 조문을 입법할 당시 지하

층은 사람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속공간으로서 층수 산정에서 제

외되어야 하는 공간일 뿐, 그 공간이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건축물의 지하 부분이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될 수 있는 오늘

날에는, 건축물의 층수 계산 방법을 규정하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9

호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하층에 대하여 층

수가 정의・계산될 수 있으며, 다만 층수를 기준으로 한 건축법상 규제

가 작동할 때 지하층의 층수가 해당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되지 않음으로

써 특례가 부여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나아가 입법론적으로는 지하층의 층수 또한 지상층과 동일한 방법으

로 정의・계산되고, 단지 층수와 관련된 건축법상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

에서만 지하층의 층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

다. 여러 실정법의 문언에서 지하층의 층수가 정의될 수 있음을 전제되

어 있기 때문이다.93)

91) 구 건축법 시행령(1964. 5. 21. 대통령령 제1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7호.

92) 구 건축법 시행령(1978. 10. 30. 대통령령 제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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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하층에 대한 특례의 연혁

지하층에 대하여는 층수 불산입 특례를 바탕으로 층수와 관련된 건축

법상 규제가 미치지 않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지하층에 대하

여 특례가 부여된다면, 특정한 층이 지하층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도 특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하층을 층

수 계산에서 제외한 과정과 지하층 인정 범위를 확대한 배경을 분석하여 

그와 같은 특례가 오늘날에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으로 삼

고자 한다.

1. 층수 불산입 특례의 도입배경

지하층을 당해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1973. 9. 1. 건

축법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지하층에 창고·기

계실 등 주거용이 아닌 공간을 조성한 경우에만 이를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94)

이는 지하층의 설치 및 지하층에서의 주거 관련 규제와 깊이 관련되

어 있다. 1970년에 전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1971. 12. 31. 대통령령 제

5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인구 20만 이상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도시의 행정구역 내에서 지상층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

다(제106조 제1항). 동 규정과 함께 도입된 지하층의 위험방지규정으로 

93) 예컨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은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되는 피난계단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도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흙막이 구조도면을 제출할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

94) 구 건축법시행령(1973. 9. 1. 대통령령 제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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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볼 때 이는 대규모 건물의 대피공간으로 사용될 것을 상정한 것이

다(동조 제2항 참조).

지하층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층수 제

한 규정에 의해 전보다 강한 수직적 통제를 받게 되었고, 정부는 이를 

완화하고 지하층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지하층을 당해 건축물의 층수

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지하층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1999년에 폐지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특례는 오늘날까

지 이어지고 있다.

2. 지하층 인정 범위의 정책적 확대

건축법에서 ‘지하층’이라는 용어가 도입된 것은 1970. 1. 1. 건축법 

일부개정 당시이다. 동 개정 전에는 건축법에서 ‘지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를 “바닥이 지표이하에 있는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

까지의 높이가 그 층의 천정의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95) 지층에는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는

바(제19조), 당시의 지층은 사람이 머무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부속공간

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그 용어 자체에서 드러나듯이 지층이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하나의 독립된 층이라는 인식도 미약하였다.

이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96) 

1972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지하층의 인정 기준은 “바닥으로부터 지표

까지의 높이가 천정 높이의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되었고,97) 1975년 

개정을 통해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었다.98) 

이와 같은 일련의 개정을 통해 지하층의 용도는 사람의 활동을 수반하는 

95) 구 건축법(1970. 1. 1. 법률 제2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96) 구 건축법(1972. 12. 30. 법률 제2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참조.

97)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98) 구 건축법(1977. 12. 31. 법률 제3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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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변모하었다. 또한, 그 용어가 지층에서 지하층으로 변화함에 따

라 지하층의 지하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어, 지하층의 인정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84년에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다세대주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

고 지하층의 판정기준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와 해당층의 층

고의 비율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조정하였다.99) 이는 독립된 세대로

서 지하층에서의 주거가 인정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이전

에도 1976년의 지하층 설치 의무화 정책에 따라 설치되었던 지하층이 초

기에는 기계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던 공간이 점차 주거 공간으로 불법개

조되어 음성적인 지하 셋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100) 1984년에 다세대주

택을 제도화한 것은 불법적인 주거형태를 양성화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

고, 지하공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함께 건

축법상 지하층의 판정기준을 완화한 것도 당시 만연하던 반지하주택의 

채광·통풍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101)102)

종합컨대, 1960년~1980년대에 걸쳐 여러 차례 건축법이 개정된 끝에 

건축물의 바닥층이 지하층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지하층이 건

축물의 층수 산정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혜택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

러한 특례는 주거지역에 대피공간을 마련하고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야 할 시대적 과업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

늘날에는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건축물 지하층이 규제 회피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99) 구 건축법(1986. 12. 31. 법률 제3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참조.

100) 강경국・전봉희, “법제의 변화에 따른 지하층 주거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37권 제2호(통권 제68집) (2017), 375면.

101) 구 건축법((1986. 12. 31. 법률 제3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이유 참조.

102) 최영진, “반지하주택에도 ‘볕들날’ 올까”, 주간경향 895호 (2010. 10. 12.),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010061814461 (검색일 

: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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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규제의 개선방안

경사지에 건축한 건축물이나 그 벽면 중 일부만이 대지로 둘러싸인 

건축물에서 특정한 층이 건축법상 지하층으로 인정받으면서도 사실상 지

상층과 같이 한 개 이상의 면이 완전히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지하층에서는 지상층과 동일하게 사람의 거주 또는 활

동이 이루어지고, 지상공간의 토지이용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러한 공간의 ‘규모’를 인식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건축법의 정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수에 관

한 건축법 및 관계법령상 규제는 이러한 층에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면적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층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 하에 이

를 지하층으로 판단하는 것은 입법적 결단으로서 인정될 수 있으며, 사

회적 합의에 따라 규제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103) 그러나 지

하층을 용도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층수에 불산입하는 형태의 입법은 

보편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바람직하지 않다.104) 지금과 같은 특례는 

건축물의 지상공간의 일부를 무분별하게 지하층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촉진한다. 그 과정에서 건축물 주변의 지반이 무리하게 변형되거나, 특

혜 논란을 둘러싸고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잦다.105)

지하층의 층수 불산입 특례는 해당 층의 사용현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103) 일본 또한 지하층을 “바닥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면에서 지반면까

지의 높이가 그 층의 천정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建築基準法施
行令 1条 2号). 우리 건축법과 규제의 방식은 같으나, 규제의 정도는 비교적 완화되어 있

다.

104) 일본은 오늘날에도 지하층 가운데서 창고, 기계실 등의 용도로 활용되면서 수평투

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부분만을 층수 미산입 대

상으로 규정하고 있다(建築基準法施行令 二条 1項 8号).

105) 문혜정, “이게 지하층이야? 1층이야?”, 한국경제 (2013. 9. 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3090476251 (검색일 :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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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어야 한다. 건축법이 건축물의 위험방지를 목표로 삼고 있음을 고

려하면, 건축물에 지하층이 포함되는 과정에서 규모 증가로 인한 추가적

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그러한 특례가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하되, 창고나 기계실 등 건

축물의 부속공간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사람의 주거로 활용되거나 상시 활동

이 예정되어 있는 공간은 위험방지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므로 층수에 산

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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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지하층의 용도

Ⅰ. 건축물의 용도와 규제

1.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

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사용 목적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건축물

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의 종류 및 정도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건축법 제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27가지로 구분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위 조항의 위임을 받아 건축물의 용

도로서 장례시설과 야영장 시설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개별 건축물 단위로 평가되며, 하나의 동이 둘 이상

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는 주 용도를 선택하여 표시

하는 것이 원칙이다.106) 그러나 소위 ‘주상복합건축물’로 불리우는 복

합건축물과 같이, 다양한 용도가 혼재하는 단일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도 허용된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참조). 이 경우 각 용

도별로 허가요건을 심사하여 개별 공간별로 용도를 부여하게 된다. 

한편,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복수용도 건축물이 인정되었다(제19조의

2). 복합용도가 서로 다른 단일한 용도를 갖는 공간들의 집합으로 이루

어지는 것이라면, 복수용도는 동일한 공간이 두 종류 이상의 용도를 갖

는 것이므로 양자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복수용도의 건축물을 건축

하거나 복수용도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각 용도별 건축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건축법 제19조의2 제2항).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원

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고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용

106)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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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추가적인 심사를 거쳐 인정될 수 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종합컨대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를 유형화하

고 그에 따라 일의적인 규제를 가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지만, 점차 복

합적인 활용목적을 가진 건축물이 출현하고 있고 건축법규 또한 그러한 

건축물에 알맞은 용도를 부여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점차 

활용방안이 다양해지고 있는 지하층에 대하여도 건축물의 용도에 기반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모색되었다.

이하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를 건축법상 규제와 

국토계획법상 규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2.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법상 규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동일한 용도를 부여받는 서로 다른 건축물

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상황이 유사하여, 해당 건축물들에 동일한 허가

요건을 요구하여도 좋다는 점을 전제로 구분된 것이다. 이에, 건축법은 

건축물의 각 용도별로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건축허가요건을 규정하

고 있다. 예컨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공동주택 중 일부에 대하여 직통계단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

고 있다.

3. 건축물의 용도와 국토계획법상 규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용도지구가 설정되

면(동법 제36조, 제37조),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

는 용도의 건축물이 결정된다(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참조). 

이와 같은 규제는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요건의 일종으로서 용도제한으

로 일컬어지며, 건폐율・용적률 등을 통해 건축물의 크기를 제한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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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제한과 대비되는 개념이다.107)

국토계획법상 용도규제는 자치사무의 성격을 갖고 있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용도 이외에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특별히 허용되는 용도가 추가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108)

국토계획법상 용도규제는 대지를 기준으로, 해당 대지에 건축될 수 있

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율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한다. 이는 

개별 건축물에 주목하여 허가요건을 정하는 건축법상 규제와는 구별된

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기반이 되는 대지와 개별 건축

물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도시공간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Ⅱ. 지하층의 용도와 규제

1. 건축법・국토계획법상 지하층의 용도와 규제

건축물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 및 일정 면적이 지표면 아래에 위치

하는 층일 뿐(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 지하층 자체로서 고유의 용도

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지하층 또한 지상층과 마찬가지로 해당 층의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용도가 결정되므로, 용도를 결정하여 그에 따른 허

가요건을 설정하는 차원에서는 건축법이 지상층과 지하층 간에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사실적인 측면에서 지하층에 위치할 수 있는 시

설물이 한정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건축법에 의해 용도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일률적으로 용도제한을 가하는 국토계획법상 규제 또한 지상

층과 지하층을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하층 고유의 위험요인으로 인해, 지하층을 특정 용도로 활용

107)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6판), 피데스 (2018), 251면.

108) 김종보, “주상복합건축물의 개념과 특례”, 법학논문집 제30권 제2호 (2006),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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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 이는 건축법・국토계획법이 아니라 그 하

위법령 또는 개개의 특별법에서 규율하며, 규율의 방식은 용도제한을 가

하는 방식과 위험방지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특별법상 지하층의 용도제한

일부 특별법은 지하층에 부여될 수 있는 용도를 한정한다. 예컨대, 공

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제1종·제2종 근린생

활시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및 주택 등으로 그 용도가 제한된다(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건축물의 용도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은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업종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규율은 지하층을 특정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정도가 강하다.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제한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

고 있으나, 그 본질이 같은지에 대하여는 검토를 요한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제한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지 자체에 건축허

가요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상 용도제한은 지하층의 위험

상황에 주목하여 그러한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용도제한보다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의 본

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건설법제는 지하층을 위험방지요건이 추가로 요구되는 위험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을뿐, 지하층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도시계

획의 대상임을 전제하고 있는 규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3. 특별법상 위험방지요건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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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규제는 하위법령 또는 특별법을 통해 지하층을 

특정 용도로 활용할 경우 위험방지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건

축법의 하위법령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5조 제1의2호는 지하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시설 등으로 활용

되는 경우 직통계단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는 공동주택의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이를 대피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의무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규제들은 건축법이 건축물의 용도에 부합하는 건축허가요

건을 요구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지하층의 경우 위험을 통제할 필

요성이 크므로 특별법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Ⅲ. 용도의 변경

용도와 관련된 규제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

물의 용도만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건축법 제19조 참조). 

따라서, 변경하려는 용도에 알맞은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용도변경

이 불허된다.

지하공간 중 사람의 주거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109) 과거에 건축된 주택의 지하층은 대피소나 기계실 

등으로 활용되고, 용도 또한 그렇게 설정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해당 

공간을 주민공동시설 등 주거에 이용되는 용도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이는 통상적인 용도변경과 달리 바닥면적 및 연면적의 증가를 수반하는 

증축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건축허가를 받

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110) 이 경우 피난계단 설치 

109)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이 장의 제3절 Ⅲ. 참조.

110) 집합건물의 지하 2층에 설치된 물탱크실을 목욕장 내부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연면

적 증가를 수반하는 증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로 서울행정법원 2005. 8. 24. 선고 2005

구합80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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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위험방지요건을 갖추어야 용도변경이 허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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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소결론

건축물 지하층은 지하공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건축물을 규율

하기 위해 건축법・국토계획법상 규제체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지하층을 

활발하게 개발・이용하기 전에 발전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제체

계가 건축물 지하층을 충분히 규율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상 규제는 지하층에도 적

용되며, 지상층에 비해 그러한 규제의 내용이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대부분의 규제는 지상층이나 공동주택 등에도 적용되는 내용을 지하

층에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하안전법은 지반이 존재함을 전제로 지

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하층 고유

의 위험상황에 주목한 것이다.

건폐율・용적률 규제는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형태제한의 일종으로

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폐율과 용적

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고 있어 지하층에 

그와 같은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 도시내 공지를 일정 부분 확보하려는 

건폐율 규제의 목적을 고려하면, 이를 바탕으로 지하공간을 규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한편 용적률 규제는 부분적으로 지하층에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과거에 정책적 필요에 의해 마련된 특례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하층을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지하층의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하층을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관

련된 특별법에서 지하층의 용도를 제한하거나 특정 용도를 가지는 지하

층에 대하여 추가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지하층의 위

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상 규제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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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용도와 관련한 국토계획법상 규제체계는 지하층에도 미친다. 그러

나 지하층에 대한 특별법상 규제 중 용도제한의 방식을 취하는 규제의 

경우에도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도시계획의 목표보다는 지하층의 위

험방지를 목표로 하는 규제가 대부분이다.

종합하건대, 우리 건축법은 지하층에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함을 인

식하고 그에 대비하여 건축경찰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반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국토계획법상 규제는 지하층을 규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계획법상 규제는 토지와 건축물의 견련관계에 주목하

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지상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지하층을 개발하여도 지상부의 토지에 크게 영향

을 미치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적 규제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웠던 것이

다.111)

그러나 지하공간의 활용도가 증가하는 오늘날에는 이를 보다 합리적

으로 이용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 지하층은 도시계획

의 관심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111) 한편, 지하층의 개발 규모는 지상층 및 전체 건축물의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합리적 이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위와 같은 관점에서 파악하더라도, 건축

물의 수직적 규모를 통제하는 용적률이나 층수와 관련된 도시계획적 규제는 지하층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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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철도시설・지하도로에 대한 규제

제 1 절 시설 및 개별법의 의의

철도시설과 지하도로에 대한 공법적 규제체계는 일반법과 개별법이 

상호작용하는 중층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의 개념

을 정의하고 그 법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의 체계를 파악하

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철도시설과 지하도로의 정의를 확인하고, 그 구

성요소 중 지하공간 조성에 깊게 관여하는 요소를 준별하여 본 연구의 

관심대상을 한정한다. 또한, 철도시설과 지하도로를 규율하는 개별법의 

발달과정을 개관한다.

Ⅰ. 철도시설

1. 철도의 개념과 종류

일상에서 ‘철도’라 불리우는 시설물은 모노레일과 같은 단거리 운

송수단부터 지하철, 그리고 국토 전역을 연결하는 KTX 열차에 이르기까

지 다종다양하다. 또는 열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레일을 깔아놓은 길을 

‘철도’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잦다. 그러나 철도의 법적 정의는 일상적

인 용례와 차이가 있으며, 실정법에서 전자는 ‘철도차량’, 후자는 

‘선로’로 일컬어지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철도’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장에서 ‘철도건설법’이라 한다.)에서 정의된다. 동법 제2조 제1호에 의

하면 ‘철도’는 철도시설, 철도 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즉, ‘철도’는 특정한 유형적 시설물을 일컫는 것

이 아니라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를 구성하는 모든 시설물이 포함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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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철도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일

반철도’로 세분화된다.

‘고속철도’는 철도건설법과 철도사업법에서 각기 다른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철도건설법에 의하면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는 고속철도로 분류된다(제2조 제2호). 그러나 철

도사업법에 의하면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은 ‘고속철도노선’으로, 철도차량이 대

부분의 구간을 200km/h 이상 3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은 ‘준고속철도노선’으로 분류된다(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제2항). 대표적으로 경부고속선이 고속철도에 해당한다.

‘도시철도’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일련의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의미한다(도시철도법 제

2조 제2호). 도시철도법의 전신은 1979. 4. 17. 법률 제3167호로 제정된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이었고, 동법에 근거하여 건설되는 ‘지하철도’, 소

위 지하철은 철도시설을 통해 조성되는 지하공간의 핵심을 이루었다. 

1990. 12. 31. 동법이 도시철도법으로 개정되면서 ‘지하철도’는 ‘도시

철도’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활동이 가능한 지하공간을 적극적으로 창출해내는 도시

철도시설의 기능은 오늘날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일반철도’는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철도

를 의미한다(철도건설법 제2조 제4호). 여기서 ‘도시철도’는 철도건설

법이 아닌, 철도건설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도시철도법에서 

정의되는 개념이다.

한편, 철도건설법 제2조 제3호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광역철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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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고속철도’, ‘도시철도’ 그리고 ‘일반철도’로 구분되는 분류

체계와는 별도로 정의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도시철도에 해당하면서 광

역철도에도 해당하는 철도가 존재할 수 있다.

철도 관련 법제는 철도의 종류에 따라 그 규율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예컨대, 일반철도는 국고로 철도건설비용을 부담하지만, 고속철도는 국

고와 사업시행자 간에 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건설된다(철도건설법 제

20조). 그리고 도시철도에는 도시철도법이, 광역철도에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제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도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이자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며,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절차가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운송체계로서의 철도 그 자체가 아니라, 철도를 구성하

는 시설로부터 조성되는 지하공간의 복합적 기능에 주목한다. 이러한 견

지에서 ‘철도’ 대신 ‘철도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고, 이

어서 철도시설의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2. 철도시설의 구성요소

1) 철도의 선로

철도의 선로는 철도차량의 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이다. 선로의 방향・길이에 따라 철도의 노선이 결정되며, 철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선로의 부지가 된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

로에 관한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철도시설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지하공간 중 사람의 활동이 이

루어지는 공간은 선로가 아닌 철도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

러한 공간에서는 철도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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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가 갖는 중요성도 격하된다. 따라서 철도의 선로는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이 아니다.

2) 철도 역 시설

철도 역 시설은 철도의 선로 및 그에 부속된 시설과 구별되는 것으로

서, 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

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다양한 시설을 포

함하는 개념이다(철도건설법 제2조 제6호 가목). 동 조문은 역사와 역 시

설을 구별하여 나열하고 있지만, 본 글에서는 지하공간 조성의 관점에서 

역사와 역 시설이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역사가 광의

의 ‘역 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철도시설의 주기능은 철도

차량 및 선로를 바탕으로 한 여객 및 화물 등의 운송기능이지만, 철도시

설의 지하공간 조성기능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역 시

설이라고 할 수 있다.

역 시설은 도시철도의 선로와 지상부 또는 다른 공간과의 연결통로를 

제공하여 철도 이용객이 철도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인접한 

지하도로 등과 연결되어 상가나 광장 등을 조성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창출되는 지하공간은 지하도로가 단독으로 조성하는 공간보다 대규모・
대심도의 공간이 된다.

3) 기타 철도시설

철도의 선로, 역 시설 외에도 철도시설에는 선로 및 도시철도사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시설, 각종 설비시설, 연구시설, 교육훈련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된다(철도건설법 제2조 제6호). 이들 시설은 철도의 

운송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시설이자 기반시설이고,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상시적 이용이 예정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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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법령의 연혁

철도시설은 국토계획법과 같이 기반시설에 관한 일반법이 아니라 개

별법에 의해 주로 규율된다.112) 철도시설을 규율하는 법령은 점차 다원

화되었고, 철도시설이 조성하는 지하공간 또한 여러 법령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철도시설을 바탕으로 한 지하공간 조성에 관여하는 

법령을 연혁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900년대 초 조선의 철도건설사업은 일본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관

련된 법령 또한 일본법 또는 일본의 주도로 제정된 것이었다.113) 오늘까

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고유의 철도법령은 2003년에 제정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철도의 건설 및 안전과 철도사업을 규율하는 개

별법령들로 세분화되어 발전하여 왔다.

1) 철도건설 관련 법률

철도의 건설과 관련된 법률은 고속철도・일반철도의 건설을 규율하는 

철도건설법 관련 법령과 도시철도(지하철도)의 건설을 규율하는 도시철

도법 관련 법령으로 이분화되어 발전하여 왔다.

철도건설법 관련 법령은 고속철도 관련 법령과 일반철도 관련 법령으

로 분류될 수 있다. 최초의 일반철도의 건설 관련 법령은 국유철도건설

촉진법(1984)이며, 이후 공공철도건설촉진법(1991)으로 개정되었다. 고속

112) 이는 철도와 같은 선형 기반시설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다. 김종보, “도시계획

시설의 법적 의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5권 제4호 (1997), 688면 참조. 선형 기반

시설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앞의 논문 및 본 연구의 제5장 제1절 Ⅱ. 참조.

113) 예컨대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1912년에 「조선경편철도령」 

및 부속법규를 제정하고, 철도의 건설기준이나 허가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전성현, 식민

지 도시와 철도, 도서출판 선인 (2021), 101~10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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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을 규율하는 법으로는 고속철도건설촉진법(1996)이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후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함께 건설하는 한국철도시설공

단의 발족에 따라, 고속철도건설촉진법과 공공철도건설촉진법으로 분

리·운영하고 있는 현행 철도건설촉진법 체계를 통합·정비하려는 목적

으로 (구) 철도건설법이 제정되었다.114) 위 법은 2018년부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115)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날에 이르

고 있다.

도시철도의 건설을 규율하는 법률은 지하철도건설촉진법(1979)이 최초

로 제정된 이후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1986)을 거쳐서 

도시철도법(1992)이 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철도건설법 및 도시철도법 관련 법령은 철도의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의 수립부터 실시계획 승인, 수용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위 법령은 철도시설의 건설과정에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절차를 규율하는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위 법령은 철도시설을 구성하는 지하공간의 설계도를 작

성하고, 물리적인 공사를 통해 이를 구현하는 근거가 된다.

2) 철도안전 관련 법률

철도안전 관련 법률은 철도시설의 위험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건축경

찰법적 성격을 갖는다. 동 분야의 법령으로는 건널목개량촉진법(1973)이 

최초이며, 건널목의 개량을 촉진하기 위한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건널목

을 입체교차화하기 위한 근거규정 등을 두고 있었다. 동법은 유사한 내

용을 규정하며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114) 구 철도건설법(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이유.

115) 이하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철도건설법이란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

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약칭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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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

진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은 국가소유로 하되 한국시설공단에서 건설・관

리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116) 

철도운영을 철도청이 아닌 한국철도공사가 담당하도록 산업구조가 개혁

됨에 따라 철도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이 필

요해졌고, 이에 철도안전법(2004)이 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117)

철도안전법은 철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위

험방지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도시설을 규율하는 건축경찰법으로

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제2절에서 후술하듯, 철도안전법 및 동법 

제25조의 위임을 받아 철도시설의 위험방지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철도

시설의 기술기준」의 주요 관심 대상은 철도의 운행 및 교통과 직접적으

로 관련되어 있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철도시설이 형성하는 지하공간

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3) 철도사업 관련 법률

철도사업은 1961. 9. 18. 법률 제714호로 제정된 「철도법」에서 최초

로 규율하였다. 철도법은 국내 철도 관련 법령 중 최초로 제정된 것으

로, 일본의 철도영업법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정리한 것이었다.118) 동법은 

여객운송과 화물운송으로 구분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 철도경영자의 책임이나 철도보호에 관한 내용 등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내용 또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03년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철도산업구조개혁으

116)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04. 9. 23. 법률 제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정이유 

참조.

117) 구 철도안전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정이유 참조.

118)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2017), 4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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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철도산업이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철도사업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철도사업법이 제정되었다.119) 또한,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새롭게 철

도시설을 운영하게 된 한국철도공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국철도

공사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기존에 국가(철도청)의 철도시설 운영에 

근거를 부여하던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국유철도의 운영

에 관한 법률 등은 폐지되었다.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대한 면허 발급 요건을 정

하고 있어(제2장), 철도사업을 규율하는 영업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또한, 동법은 철도시설의 점용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제5장), 

철도시설로부터 형성되는 지하공간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부여되는 점용료 납부 의무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Ⅱ. 지하도로

실무에서는 지하도로를 유형화하거나 지하도로의 구성요소를 세부적

으로 일컫기 위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에 유념하여 지하도로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지하도로의 

개념을 살핀 뒤, 그와 유사한 시설로서 지하연결통로의 개념과 유형을 

검토한다. 

1. 지하도로의 개념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의 시설과 

그 부속물을 일컫는 개념이다(「도로법」 제2조 제1호). 「도로법」은 제

10조에서 도로의 종류와 등급을 열거하고 있으나, 지하도로의 개념은 별

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119) 구 철도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정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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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의 하위법령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은 지하도로를 도시계획시

설의 일종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9조 제1호 바목에 의하면, 지하

도로는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

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이며, 

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위임을 받은 지하공공보도시

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장에서 ‘지하공공보

도시설규칙’이라 한다.)이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지하공공보도시설이란 “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

하보행로・지하광장・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지하층연

결로 및 부대시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지하도로 또한 지하도로 주변에 설치되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

함하는 개념이다.120) 그러나 이러한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지하도로를 보

조하는 부속물로서 교통의 원활을 도모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는 없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은 건축물과 같이 지하공간 내에서 다양한 역

할을 수행하는데, 그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제3절에서 자세히 분석한다.

국토계획법상 ‘지하도로’는 그 정의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차량 등

의 운송수단을 통해 원거리를 이동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시설물이다. 일

상에서 지하철 등의 지하공공시설이나 사유건물 등을 서로 연결하는, 비

교적 짧은 거리의 지하도로는 실무에서 ‘지하연결통로’라는 용어로 일

컬어지고 있다.

2. 지하연결통로의 개념과 유형

120) 이는 「도로법」상 도로가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또는 도로의 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부속물을 포괄하는 개념인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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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연결통로의 개념

지하연결통로는 실정법에서 정의하는 개념은 아니나, 실무에서 “지하

공공시설(지하철역, 지하도상가) 등과 인접 사유건물 대지(공개공지) 내 

또는 사유건물 내를 연결하는 통로”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121) 지

하철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민간건축물을 연결하는 통로를 ‘겸용통로’ 

또는 ‘전용통로’로 지칭하고 두 개의 민간건축물만을 연결하는 통로를 

협의의 ‘지하연결통로’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122) 이하에서는 위 세 

가지 유형의 통로를 광의의 ‘지하연결통로’로 지칭하기로 한다.

교통 목적으로 이용되는 지하차도 등은 광의의 지하도로에 해당할 것

이나, 사람이 도보로 이용하면서 단순한 통행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수

행하는 공간은 지하연결통로로 일컬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하연결통로는 

건축물 지하층이나 지하공공시설을 통해 조성된 지하공간으로의 접근가

능성을 증대시킨다. 지하연결통로는 어떠한 공간을 서로 연결하는지, 어

떠한 절차로 설치되는지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2) 연결 대상에 따른 유형화

첫째, 지하연결통로는 지상부와 지하부를 연결함으로써 지상부에서 지

하부로 진입하는 수단이 된다. 이는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제2조에 정의

된 “지하도출입시설”123) 및 “출입구”124) 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지

하도출입시설이나 출입구는 해당 지하공공시설의 일부로서, 지상부에서 

121) 서울시, “『지하연결통로』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2018), 1면.

122) 김지엽・양희승, “입체적 도시공간 활용을 위한 지하연결통로 설치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35권 4호 (2019), 72면.

123) 지상의 도로등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로 들어가거나 지하공공보도시설에서 지상의 

도로등으로 나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출입구와 출입구부터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

사로가 끝나는 부분까지의 시설(제6호).

124) 지하도출입시설 중 지상의 도로등에 접하는 부분(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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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로 진입하려는 자에게는 ‘지하공공시설의 시작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125) 이러한 시설이 지하연결통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

히 지상부와 지하공공시설을 연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지하연결통로

는 인접한 사유건물의 대지와 지하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등 서로 다른 두 

시설을 연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지하공공

시설과는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하연결통로는 지하공간 사이를 직접 연결하여 사람이 지상부

를 통하지 않고도 지하부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지상부에서

는 별도로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비롯한 

구조물 사이를 이동하여 다른 구조물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부

에서는 서로 분리된 공간에 자리잡은 지하공간 사이를 지하부 내에서 이

동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제한된다. 지하연결통로를 통해 비로소 지하부 

내에서 각 지하공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로서 지하공간의 

활용도가 증가한다.

3) 설치・이용권원에 따른 유형화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및 이용 권원은 크게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하

는 경우와 도로점용허가에 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설치되는 지하연결통로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중 

동법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국

토계획법 제2조 제7호). 국토계획법 제95조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과정

에서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수용권을 정당화할 수 있

125) 일상적으로도 지하도로의 출입구에 진입하면서 그러한 출입구를 지하도로가 아닌 

별개의 시설로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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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징표가 됨을 의미한다.126) 

따라서 사인의 독점적 이용에 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하연결통

로는 공공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설치될 수 없

다고 보아야 한다.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설치되는 지하연결통로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가. 도시계획시설(철도)로서의 지하연결통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철도시설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 등에 나열된 

시설을 의미한다(도시계획시설규칙 제22조). 이러한 지하연결통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지하철역사에 연접하여 지상부와 역사를 연결하는 지하

철 출입구이나, 보다 드물게는 다른 건물 내에 출입구가 설치되어 건물

과 역사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 각 법에서 철도 출입구를 독립된 도시계획시설(철도)의 유

형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철도 출입구는 위 각 법 제2조 제

3호 가목의 ‘역 시설’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27)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의 지하연결통로는 원칙적으로 ‘역 시설’(판매시설・업무

시설 등)의 일부로서 지상부에서 역 시설로의 접근을 도모함에 불과하

며, 역 시설과 별개의 절차를 거쳐 설치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존재

하는 역사에 새로운 출입구를 신설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도시계획시설결

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의 변경결정

절차에 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128) 통상 신설되는 출입구는 역 시설

126)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6판), 피데스 (2018), 330~331면.

127) 즉, 철도 출입구는 ‘철도시설의 시작점’이며, 철도시설과 별개인 지하연결통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128) 최근의 예시로 노원구고시 제2021-13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에 의한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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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규모가 작으므로,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근거하여 경미한 변경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지하도로(상가)와 지상부를 연결하는 출입구가 도시계획시설(철

도)로 지정된 사례가 2건 존재하며, 이는 을지로2구역 지하상가-신한 L

타워, 장교빌딩 간 통로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철도)로 설치되는 지

하연결통로는 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지하철 역사 등과 다른 공간을 연결

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지하도로(상가)와 지상부를 연결하는 

출입구는 도시계획시설(철도)로 지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129) 이러

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결정 절차

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로서의 지하연결통로

지하도로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

항 제1호 사목에 규정된 기반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결정으로 

설치되는 지하연결통로는 철도역사 또는 지하도상가를 인근의 사유건물

과 직접 연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하연결통로가 자신이 연결하고 있는 인접한 시설과 법적으로 구별

되는지 문제된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결정에 의해 철도시설에 

연접하여 지하연결통로가 설치될 경우, 지하연결통로는 도시계획시설(철

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철도역사와는 쉽게 구별된다.

한편, 지하도상가에 연접한 지하연결통로는 지하도상가와 동일한 도시

계획시설(지하도로)결정에 의해 설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구별이 쉽

지 않을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철도)의 경우와 같이, 연결통로가 단지 

7호선 하계역 출입구 신설 사례가 있다.

129) 서울시, “『지하연결통로』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20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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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서 지하도상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구에 불과한 경우 이

는 지하도상가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별개의 객체가 아니다. 그러나 지하

도상가와 다른 사유건물이나 해당 건물의 부지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지

하도상가와 구별되는 지하연결통로로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2) 도로점용허가로 관리되는 지하연결통로

공공성을 인정받은 지하연결통로는 공공부문 주도로 도시계획시설결

정을 통해 설치된다. 이와 달리, 사인이 주도하여 설치 및 기부채납한 

뒤, 도로점용허가로 관리되는 유형의 지하연결통로가 존재한다. 이는 철

도역사나 지하도상가 등을 인근의 사유건물과 연결한다는 점에서 도시계

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연결통로와 기능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사적 이용

에 공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부수적으로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제4절에서 분석한다.

3. 지하도로를 규율하는 법령의 연혁

철도시설과 마찬가지로, 지하도로 또한 선형 기반시설로서 개별법에 

의해 규율된다. 지하도로는 도로의 일종이지만, 「도로법」 이외에 지하

도로만을 규율하는 법령이 제정되어 보다 구체적인 규율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구 도

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225호, 1979. 5. 21. 제정)이 신설

되었을 당시에도 지하도로는 도로의 한 종류로서 나열되어 있었다(제8조 

제2항). 그러나 위 법에서 지하도로를 다른 도로와 구별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는 1987년에 이루어졌다.130)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개

130)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87. 12. 19. 건설부령 제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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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함께 구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428호, 1987. 12. 

15. 제정)이 제정되어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후 위 법이 폐지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이 제정되었으며, 지하도로의 형태・
용도가 복잡다단해지는 흐름에 맞추어 지하광장 등에 대한 규율이 신설

되었다.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은 주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위험방지요건

으로서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일정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제15

조).

것) 제15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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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설의 설치 및 관리

Ⅰ. 국토계획법상 설치절차

제1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철도시설과 지하도로를 각각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재하며, 설치절차 또한 이러한 개별법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그에 앞서 철도시설과 지하도로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개별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

치절차를 개관한다.

1. 도시계획시설결정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가 나열하고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서는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시설의 종류・명칭・위치・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이

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일컫는다.131)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단서

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

해서만 설치될 수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2항 제6호 가목에 나열된 

지하도로를 설치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설치의 근거이자 요건

이 된다.

실무상 철도와 지하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시, 각 도시계획시

설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의 위치와 면적을 대략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가 많다. 예컨대, 지하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제2

조 각호에 따라 지하도로의 구성요소를 지하보행로・지하광장・지하도상

가・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지하층연결로 등으로 구분하여 각 요소가 

설치될 위치와 면적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정은 후속하는 실시계획 인가

131)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6판), 피데스 (2018), 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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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 세부적인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한 선행절차가 된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3누9927 판결).

2. 실시계획의 인가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을 

포함하는 공사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후행하여 이를 구체화한다

(국토계획법 제88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

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88조 제2항), 

인가권자의 고시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권리 등을 수용할 권한이 부여된다(제95조, 제96조 참조). 즉, 실시계획의 

인가는 유형적 시설물의 공사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절차임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공사 권한을 부여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그리고 실시계

획에는 철도시설과 지하도로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폭, 너비, 형태 등 

보다 세부적인 설계도가 포함된다.

3. 시설물 설치공사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도시계획시설의 공사가 진행된다. 공사를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

다(국토계획법 제98조 제1항). 실시계획으로서 작성된 시설물의 설계도는 

설치공사를 통해 물리적으로 구현된다.

Ⅱ. 개별법상 설치절차

1. 철도시설의 설치절차

1)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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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는 교통시설로서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동법 제2조 제6호).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

획을 통해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결정하여야 하는바

(제43조), 철도시설은 동조 단서가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필수적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며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갖추어야 한

다.132)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하나로서 나열된 철도시설은 「철도건설

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하는 철도시설과 개념상 일치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철도의 선로뿐 아니라 철도 역 시설 또한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며, 역 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지하공간은 도시계

획시설(철도)결정을 통해 공법상 지위를 인정받는 공적 공간이다.

2) 철도건설법상 철도의 건설 절차

철도건설법은 철도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철도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므로 여전히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 설치과정의 규율체계 내에 있어야 한다. 이는 철도건설법상 절차를 

거치면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의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

(1)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를 비롯한 개략적인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철도건설법 제7조).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지만, 민간투자에 의해 진행될 수

도 있다(제8조). 

132) 김종보, 앞의 책, 3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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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법상 행정계획에 대하여는 폭넓게 처분성이 인

정되지만,133) 행정계획이라도 일반적・추상적 내용만을 규율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

다.134) 철도건설법상 기본계획은 장래의 철도교통 수요를 예측하거나(제7

조 제2항 제1호), 개략적인 사업내용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바(제3호, 제5

호), 이는 철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청 내부적으로 사

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철도건설법상 기본계획

은 일반적・추상적 내용만을 정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성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135)

(2) 실시계획의 승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규모,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등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철도건설법 제9조 제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4항). 실시계획은 

유형적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계획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은 

해당 공사를 허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136)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의 

작성・인가가 있은 것으로 의제된다(철도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6호). 도

시계획시설로서의 철도는 철도건설법이라는 개별법이 그 설치 절차를 보

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33) 김종보, 앞의 책, 365면 참조.

134) 김철용, 행정법(제10판), 고시계사 (2021), 578면 참조.

135) 같은 취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명칭

의 정부기본계획의 처분성이 부정되었고(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처분성이 부정되었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136) 김종보, 앞의 책, 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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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 및 고시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동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의제되고, 철도건설사업

을 위해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철도건설법 

제12조). 이는 철도시설이 재산권 박탈을 위한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

공필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법상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국토계획법

상 도시계획시설결정(제30조), 개발행위허가(제56조), 사업시행자 지정(제

86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제88조)가 있는 것으로 본다(철도건설법 

제11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철도건설법상 절차를 거치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절차를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나 이는 의제의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절차가 생략됨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 실체적 요건은 철도건설법상 실시

계획 승인 시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이다.137) 즉, 철도건설법상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철도시설의 위치나 면적 

등을 확정하는 절차만이 간소화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심의

(제4조), 건축허가(제11조), 건축신고(제14조),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제

20조),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제29조)도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철도건

137) 김동희・최계영, 행정법Ⅰ(제26판), 박영사 (2021),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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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철도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

하는 시설물이 존재한다면, 철도건설법상 실시계획 승인 시 건축법상 위

험방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함께 심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철도시설 중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시

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문제는 제3절에서 검토한다.

2. 지하도로의 설치절차

지하도로는 도시계획시설규칙(제9조) 및 도로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상 도로의 일종이므로, 지하도로의 설치절차는 도로의 설치절차에 

의한다. 도로의 주목적에 따라 국토계획법, 도로법, 건축법 등 다양한 법

률이 그 설치과정을 규율한다. 도로법상 도로는 서로 다른 권역을 연결

하는 장거리 교통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건축법상 도로지정을 통

해 형성되는 도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요건과 관련되어 있다.138) 본 논

문의 관심대상과 같이 도시 내에서 비교적 소규모의 교통망으로 기능하

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하도로는 본절 Ⅰ.에서 검토한 바와 같

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절차에 의해 설치된다. 이 경우 도

로법이 지하도로를 규율하는 개별법이라는 이유로 도로법상의 도로설치

절차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139)

Ⅲ. 관리 및 운영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시설규칙 등은 기반시설의 설치기준과 절차

를 제시할 뿐,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규정은 상세히 두고 있지 않다. 

138) 전자의 설치절차에 관하여는 김종보, “도로의 설치와 관리 그리고 점용허가”, 행

정법연구 제54권 (2018), 203~204면 참조. 후자의 법적 성격 및 그 설치절차에 관하여는 

김종보, “막다른 도로와 손실보상”, 청담최송화교수 화갑기념논문집 (2002), 921~924면 

참조.

139)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390 판결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설치되는 과정

에서 반드시 도로법상 도로의 설치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음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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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철도시설과 지하도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시설을 

규율하는 개별법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

철도건설법은 제4장에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

하고 있다. 동법은 철도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유발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내용을 담고 있으며, 철도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작동

하는 위험방지 관련 규제를 시간적으로 확장하는 성격을 가진다. 철도안

전법 또한 제5장에서 철도차량의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제는 운송수단으로서의 철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 주축을 이루며, 철도시설이 조성하는 지하공간을 

관리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140)

철도시설을 바탕으로 조성된 지하공간을 관리・운영하는데 관여하는 

것은 철도사업 관련 법령이다. 예컨대 철도 역 시설에는 쇼핑몰 등 다양

한 시설이 입점할 수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사업

법」 제42조의 점용허가를 받은 철도사업자 등의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

어진다. 이 경우 철도사업자는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4호)에 따라 산출되는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철

도사업법 제42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점용료 부과행위는 점용료를 납부

하지 않은 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권원이 있다

는 점에서(제4항), 행정청의 고권적 지위를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를 직접 변동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지하도로의 관리 및 운영

140) 국토교통부, “제1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2021-2025)”, 철도시설안전과 

(2020. 12.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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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43조 제3항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하공공보도시설규

칙 제15조는 그 안에 일정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점포의 임대・임대

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요 분석대상인 지하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이

므로 도로법의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

다. 그러나 도로법 제108조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에 관한 규정이 도시계

획시설로서의 도로에 준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동법 제5장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지하도로 또한 규율하게 된다.141)

도로법 제61조 이하는 도로의 점용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

고, 이는 도로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지위를 갖는다. 이에 대하여는 제4

절에서 자세히 분석한다.

141) 도로법상 도로의 관리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관리 규정에 대하여

는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도로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관리에 있어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는데, 위 법에 대하여는 도로법이 특별

법의 성격을 갖는다. 김종보, 앞의 글(도로의 설치와 관리 그리고 점용허가), 20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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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지하점포의 건축물로서의 법적 지위

Ⅰ. 서설

지하철도 역사 내부나 지하도로의 외곽 부분에는 판매시설이나 근린

생활시설 등의 점포가 설치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전자는 철도건

설법 제2조 제6호의 철도시설에 해당하고, 후자는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제2조 제4호의 지하도상가의 구성요소이다. 이 절에서는 지하에 설치된 

철도나 지하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판매용 시설을 

‘지하점포’로 일컫기로 한다.

건축법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제11조, 제14

조).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에도 사용승인(제22조)・건축물대장 편성(제38

조) 등의 절차를 통해 건축물은 지속적인 통제를 받는다. 국토계획법 또

한 건축법과 다른 차원에서 건축물의 형태와 용도 등을 통제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지하점포가 ‘토지에의 정착’이라는 개념요소를 충족하는 전통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건축법은 확장된 의미의 건

축물 개념에 지하에 설치되는 점포를 포섭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2호). 

그렇다면 전술한 바와 같은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지하점포에도 적용되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서 지하점포는 지하공간의 독립적인 구성요소보다는 지

하철 역사나 지하도로에 접하여 설치되는 부속물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

되고 있다. 그 결과 지하점포는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

인 등을 거쳐 설치되지 않는다. 그 대신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철도 또는 

지하도로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그 세부 설계내용으로서 지하점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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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검토된다. 그러므로 지하점포의 설치 과정에서 건축물에 대한 건

축법・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요건이 심사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

기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규정을 중심으로 지하

점포의 건축법상 지위를 검토한 뒤, 지하점포의 건축허가요건이 적절하

게 심사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지하점포의 건축법상 지위

1. 건축법의 규율대상 및 규율범위

건축법은 제2조에서 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자신의 규율대상

을 설정하고 있다. 1962년에 제정된 구 건축법(법률 제984호, 시행 1962. 

1. 20.)은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 벽 또는 이

에 부수되는 시설과 공중의 [이]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등’으로 정의하

였다(제2조 제2호). 이는 전통적 의미의 건축물로서, 사람의 활동이 예정

되어 있어 위험요소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공작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건설기술이 발전하고 토지의 이용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위

험방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위와 같은 전통적인 건축물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형태의 공작물이 등장하였다. 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

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지하공간이나 고가(高架)에 공작물이 설치되었는

데, 이는 ‘토지에의 정착’이라는 전통적 건축물의 개념요소를 충족시

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건축법은 1970년 개정을 통해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

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창고’ 등을 건축물의 정의에 포함시켰

다.142)143) 위와 같은 확장된 의미의 건축물 또한 건축법이 마련하고 있는 

142) 구 건축법(1972. 12. 30. 법률 제2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본문.

143) 동법은 지하층 및 용적률의 정의규정(제2조 제5호 및 제19호)과 주차장 및 지하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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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즉, 이들이 건축법상 

‘실체적 통제’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의된 건축물이 일률적으로 건축법이 마련하고 있

는 ‘절차적 통제’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니었다. 구 건축법은 모든 건축

물이 아니라 ① 특수건축물용에 공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물, ②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목조 건축물, ③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인 목조 이외의 건축물, ④ 

기타 도시구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만을 건

축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다(제5조). 1991. 5. 31. 건축법 전부개정 이

전에는 소규모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건축신고제도도 존재하지 아니하

였다. 구 건축법상 위험방지요건과 관련된 규정들은 문언상 건축물의 규

모를 불문하고 적용되었지만, 소규모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의 대상이 아

니었으므로 사실상 건축법의 통제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2005. 11.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7696호, 시행 2006. 5. 9.)을 통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도록 변경되면서, 건축법의 절차적 통제를 받는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 현행 건축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건축물이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

다 자세한 심사가 요구되는 대규모의 건축물은 상급 행정청의 허가를 받

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2. 지하점포에 대한 건축법상 통제

지하점포는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규정에 포섭된다(제2조 제1

항 제2호). 그렇다면 지하점포의 설치 과정에서 건축법이 규정하고 있는 

관한 규정(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건축법의 규율범위가 지상부

에 존재하는 건축물에 한정되었으나, 1970년 개정을 통해 그 관심대상이 수직 방향으로 

확장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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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하점포는 전통적 의미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법 제정 초기부터 건축법의 통제대상인 것은 아니었다. 

1970년 건축법 개정으로 지하점포는 건축법상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적용

을 받게 되었으나, 철도 역사나 지하도로에 인접한 지하점포는 규모가 

작아 건축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구 건축

법은 이러한 지하점포가 사람의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위험

방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을 뿐, 이를 절차적 

통제대상에 편입할 의사는 없었다.

건축법이 소규모 지하점포를 규제하지 않는 동안, 지하점포의 형성의 

바탕이 되는 철도나 지하도로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법이 발전하였다.144) 

이들 법은 철도시설이나 지하도로를 바탕으로 조성되는 지하공간 속에 

자리잡은 지하점포를 자신의 규율대상으로 인식하고, 지하점포가 갖추어

야 할 위험방지요건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법상 위험방지

요건은 건축법상 위험방지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었다.

2005년에 건축법이 다시 개정되어 소규모 지하점포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으로 포섭되었지만, 해당 시점에는 이미 철도나 지하도

로를 규율하는 개별법 및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지

하점포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부속

되어 설치되는 지하점포는 독립된 건축물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였으므로, 

건축법은 지하점포의 건설과정을 스스로 감독하기보다는 개별법상 규정

에 의존하게 되었다.

144) 예컨대,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이 1979. 4. 17. 제정되었고,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이 

2005. 10. 7.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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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철도시설과 지하도로를 규율하는 개별법이 지하점포의 위

험방지요건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Ⅲ. 위험방지요건의 심사

1. 건축허가의 의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건축법상 건

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국토계획법 제92조). 철도

건설법 또한,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제11조 제1항 제2호).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의제된다는 것은 실시계획의 인가 시 건축법상 

위험방지 요건이 함께 심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45) 따라서 지하점포를 

포함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때 건축허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

허가 신청서는 관할 행정청의 건축과에 회람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심사되어야 한다. 행정청은 건축

허가 요건을 갖춘 지하점포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편성하여 이를 사후

적으로도 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 1,356개 철도 역사 중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재 역사가 555개(40.9%)에 이르며, 지하역사는 대부분

이 미등재 역사에 해당한다.146) 이는 지하도로 또는 철도에 대한 실시계

획을 인가할 때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이 원칙대로 심사되는지 여부에 

관한 의문을 유발한다. 철도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40년 

145) 김동희・최계영, 행정법Ⅰ(제26판), 박영사 (2021), 194면

146) 한국교통연구원, “철도 역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2019), 

16~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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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지하철도 역시설이 건축법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

를 설치해 왔다는 점은 그 의심을 강화한다.147)

이하에서는 지하점포의 건설 절차에 관여하는 철도건설법 및 지하공

공보도시설규칙이 건축법을 대신하여 지하점포의 위험방지요건을 합리적

으로 심사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2. 철도 관련 법령에 의한 심사

철도 관련 법령은 철도 운영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목표로 한다.  

철도 역시설은 철도의 운송기능에 공하는 보조시설에 불과하며, 역시설

에 포함된 지하점포에 대한 철도 관련 법령의 관심은 미미하다.148) 지하

점포가 독립된 건축물이라는 인식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철도 역시설 내에 설치되는 점포의 위험방지요건은 철도건설법과 그 

하위법령에 의해 규정된다. 과거에는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

칙」이 각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4. 3. 19. 해당 법이 폐지되었고,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이 국토교

통부고시로 제정되어,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철도시설의 위험방지요건을 규정하게 되었다.149)

147) 한국교통연구원, 앞의 글, 76면.

148) 철도 관련 법령은 근본적으로 철도시설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교통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및 철도의 주기능에 공하지 않는 시설물의 출현을 반기지 않는다. 차주영・임강

륜, “SOC시설의 복합적·입체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 도로와 철도의 고가

하부 공간을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2), 220면 참조.

149) 과거에는 철도시설의 안전기준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철도안전법

(2013. 8. 6. 법률 제12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개정으로 이를 국토부고시로 

정하도록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던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356호, 2011. 6. 7.),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고시 

제2011-414호, 2011. 8. 13.),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제152호, 2009. 8. 

13.)이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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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주요 관심 대상은 운송수단으로서의 철도 

자체이며, 동법이 규정하는 위험방지요건은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주 목

표로 삼는다. 동법 제56조 내지 제66조가 역 시설의 피난설비,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116조의2 및 제116조의3은 도시철도 

역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부수적인 규율에 지나지 않으며, 그 내용도 철도시설의 

구성요소로서의 역시설에 대하여 형식적인 설치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치

고 있다. 지하점포에 대한 고유의 규율체계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3. 지하도로 관련 법령에 의한 심사

지하도로 관련 법령 또한 지하도상가 및 이를 구성하는 지하점포를 

독립된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지하도로의 구성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

하고 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6조는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

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지하점포가 건축물이라면 위 조문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허가요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고, 지하점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동 규칙 제17조 제2항은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규정하도록 위임하

고 있고,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은 그 위임을 받아 제7조에서 지하도상가

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과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상 설치기준이 중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도 아

니다.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제7조는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총면적

(제1항 제1호), 설치 제한구역(제2호), 접도요건(제3호), 영업제한업종(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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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철도)결정을 통해 설치되는 지하

점포의 위험방지요건 심사와 관련하여 제도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과 비

교하면,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결정을 통해 설치되는 지하도상가에 대하

여는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고무적

이다. 그러나 그 규율체계는 지하도상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도

상가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를 대상으로 한 섬세한 규제장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4. 건축법과 개별법의 상호작용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이 확장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건축법은 지

하점포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 것은 아니었고, 

위험방지요건 중 지하점포에 필요한 것을 적용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이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절차 또

는 개별법상 절차가 충족되면 건축허가 등의 건축법상 절차가 의제되는 

방식으로150) 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철도법령이나 지하도로 관련 법령이 지하점포를 포함하는 지하

공간의 위험방지에 주목하여 일부 요건을 두었으므로 이들이 지하점포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들 법령에 의한 규제는 교통수단으로

서의 철도나 도로에 대한 위험방지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이들 시설 

내부에 존재하는 지하점포의 건축물적 성격을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다. 

철도나 지하도로는 선형 기반시설이므로 전형적인 건축물의 형태를 취하

고 있지 않으며,151) 이들 시설 내부에 건축물의 성격을 갖는 요소가 존

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기는 어렵다. 과거에는 철도나 지하도로가 교통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도 크게 문제되

지 않았다. 그러나 철도시설과 지하도로가 조성하는 지하공간은 대규모

150) 국토계획법 제92조, 철도건설법 제11조 등 참조.

151) 선형 기반시설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하여는 본 연구의 제5장 제1절 Ⅱ.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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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복잡화되고 있고, ‘지하도시’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공간이 탄생

하고 있다. 그 구성요소인 지하점포가 지상부의 건축물과 다름없는 규모

와 용도로 활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152) 이처럼 건축물로서의 위

험요소를 가진 지하점포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규제체계가 작동하여야 한

다.

따라서 건축법이 지하점포를 건축물의 개념으로 포섭하는 이상, 지하

점포에 대한 개별법상 규제에 더하여 건축법상 위험방지요건은 중첩적으

로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법상 절차만이 개별법상 절차

와 맞물려 간소화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Ⅳ. 도시계획적 건축허가요건의 심사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의 위험방

지와는 다른 차원의 건축허가요건을 마련하여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

다. 이는 도시계획적 건축허가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의 통일

성을 유지하는 ‘용도제한’과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밀도를 한정하고 

도시의 미관을 보호하는 ‘형태제한’으로 분류될 수 있다.153)

1. 지하점포의 용도제한

지하점포의 용도가 결정되는 과정 및 지하점포의 건설 및 입점 과정

에서 용도제한의 개입 양상이 문제된다.

152) 최근 삼성역 일대에서 개발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환승센터에는 지하 2~3층

에 미술관, 박물관, 카페 등 공공·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민정혜, “42만㎡ 지하

도시·‘광역교통 허브’ 수서역… 강남, 세계 명물 도시로”, 문화일보 (2021. 7. 27.),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72701032603350002 (검색일 :  2021. 7. 

27.)

153)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6판), 피데스 (2018), 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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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제한의 의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23호는 용도지역별로 허용되

는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

도를 구분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특정 용도지역에서 건축허가요건

으로 기능하는 한편, 건축물 내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결정하

기도 한다. 예컨대, 약국은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건축물

에 입지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3호).

2) 지하점포의 용도 결정

전술한 바와 같이 지하점포는 독립된 건축물보다는 철도시설이나 지

하도로의 구성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지하점포의 용도는 이를 포

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성격에 따라 종속적으로 결정된다. 철도시설은 

운수시설에 해당하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8호), 지하

도로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철도시설에 포함된 지하점포의 용도는 운수시설이고, 지하도로에 

포함된 지하점포는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지하점포의 건설 과정에서의 용도제한

지하점포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철도 또는 지하도로 건설 절차에 의

해 설치되므로, 그 과정에서 용도제한이 큰 역할을 담당할 여지는 적다. 

실무상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지구・구역으로의 변경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대법

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20 판결 참조).154) 따라서 지하점포의 용도

154) 그러나 용도지역의 지정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구체

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두34982 판

결 참조). 도시계획시설의 용도가 시설 부지에 설정된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충돌하는 

경우,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행정청의 계획재량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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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합한지 여부는 특정 지역에 해당 점포를 포함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청의 계획재량에 의해 판단된

다.

그러한 판단을 거쳐 철도나 지하도로가 건설되면 그에 포함된 지하점

포에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입지하지만, 그와 같이 점포에 입점하는 시

설들은 도시계획시설에의 종속성에 기대어 건축허가요건으로서의 용도제

한을 회피하게 된다.

4) 지하점포 입점 과정에서의 용도제한

지하점포의 건설 이후 시설이 입점하는 과정에서 지하점포의 용도는 

허가요건으로 기능한다.155) 먼저,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제7조 제2항은 

지하도상가에 설치할 수 없는 업종의 점포를 나열하고 있다.156) 약국이

나 의원 등의 시설은 개별법에서 그 개설 절차를 심사하면서 점포의 용

도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과거에는 철도시설 내 지하점포에 약국・의원・안경점 등이 입점할 

때 지하점포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점이 불허되는 사례가 존재하였다.157) 허가 권한을 가

진 보건소는 지하점포의 건축법상 건축물로서의 지위에 주목하여 건축허

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의 출현을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도시철도법은 2014. 1. 7. 전부개정을 통해 역시설에 판매시설・업

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 포함된다고 규

고 보아야 한다.

155)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지하점포의 건축허가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156) 이처럼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하공간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보

다는 지하공간의 위험방지 측면에서 접근한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본 연구의 제

3장 제5절 Ⅱ. 참조).

157) 한국교통연구원, 앞의 글, 53~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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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도시철도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건축법과 도시철도법이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지하점포에 약국 등의 

시설이 입점할 수 있는지 논란이 지속되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도시

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

2020-929호)을 제정 및 시행(2020. 12. 15.)하여 전술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고(제5조),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관리

대장에 편의시설의 용도, 면적 및 위치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였

다(제6조). 이는 건축물대장이 미비되면 약국이나 의원 등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의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

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개설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 참

조).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으로 지상부의 점포와 지하점포에 대한 용도제

한은 이원화되었다. 즉, 지상부의 점포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 의해 

허용용도를 통제받으며, 건축허가 이후 건축물대장 작성을 통해 관리된

다. 반면에 지하점포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보다는 개별법의 규율체계를 

따르는데, 그 예로 도시철도 역사 내 점포는 도시철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용도가 결정되며 편의시설 관리대장의 작성을 통해 관리된다. 

규제가 불충분할 경우 개별법을 보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점

포가 지상과 지하 중 어느 공간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불균형을 피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2. 지하점포의 형태제한

지하점포를 포함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그 자체가 유형적 시설물에 해

당하므로 그에 대한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계산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구성요소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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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점포에 주목하여 별도의 형태규제를 가할 필요성은 쉽게 인정되지 않

는다. 시설물의 밀도를 통제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함에 있

어서는 지하점포의 독립된 건축물로서의 지위보다 부속시설로서의 성격

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하점포가 도시계획시설의 내부에서 실제

로 사용되지 않는 공간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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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시설의 점용

Ⅰ. 서론

철도시설이나 지하도로 등 대규모의 지하공간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간과 연계하여 사인이 지하

공간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역 시

설과 사인의 건축물 또는 지상공간을 연결하는 진입로・통로, 지하도상

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사인이 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창

출해낸 것이지만, 일반시민의 이용가능성을 바탕으로 공익성을 겸유한

다.

사인에 의한 지하공간의 개발행위는 지상에 존재하는 도로의 하부 공

간을 사인이 점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통해 해당 시설

의 설치・사용 권원이 확보될 수 있다. 그리고 시설의 점용으로 인한 점

용료 납부의무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이 절에서는 도로점용허가의 개념과 유형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사

인이 지하공간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도로 하부공간의 점용 문

제를 둘러싸고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Ⅱ. 도로점용허가의 개념과 유형

1. 도로점용허가의 개념

도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에 이용

하는 강학상 공물에 해당한다.158) 따라서 도로는 공물을 규율하는 공물

158) 김동희, 행정법Ⅱ(제26판), 박영사, 2021, 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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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받는데, 「도로법」은 도로를 규율하는 공물법으로서 도로

의 설치・관리・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이 사인에게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할 권한

을 부여하는 것이다(「도로법」 제61조 제1항). 실정법상 ‘허가’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점용허가는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공물사용권을 특정인에 대하여 설정하여 주는 설권행위(강학상 

‘특허’)로서의 성질을 지닌다.159)160)

2. 도로점용허가의 유형

1)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허가

도로점용허가의 강학상 성질에 가장 부합하는 유형은 도로에 공작물

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다. 도로는 일반 

공중 및 차량의 통행에 공하는 공물이므로,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이와 같은 도로의 본래적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행

정청의 공물관리권에 기한 설권행위가 있어야 허용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이나 물건은 「도

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나열되어 있다. 예컨대 지하상가・지하실 및 그 

통로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해당한다(제5호). 따라서 지상

부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그 하부에 지하연결통로를 설

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는 이미 설치된 지상부의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하도로와 관련하여서는 

159) 김동희, 앞의 책, 290면.

160) 따라서 행정청은 특별사용의 필요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점용허가의 여부 및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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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로를 설치하는 권원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161)

2) 도로의 일시적 점용을 위한 허가

도로에 유형적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 도로를 일

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가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1호는 도

로 인근에 유형적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하는 경우 도로점용허

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는 도로 본래의 형상이나 

기능을 비가역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도로를 공공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것에 그친다. 이러한 유형의 도로점용

허가는 도로관리청의 재량 행사의 폭이 좁은 기속행위(강학상 허가)로 

해석된다.162)

3) 변형된 도로점용허가

도로법이 자신의 규율대상으로 상정한 도로는 지상부에 존재하는 유

형적 시설물로서의 도로 및 그 부지를 일컫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설기

술이 발전함에 따라 도로 또는 도로부지의 지상이나 지하부분을 개발하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도로부지 하부에 존재하는 지하공간은 일반 

공중이나 차량의 통행이라는 도로 본연의 기능과는 큰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권이 미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생각

건대, 도로 지하의 심부를 활용하는 것은 공물로서의 도로를 규율하는 

도로법이 예정한 활용방식이 아니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공간은 

통상의 도로관리권이 미치는 행정재산보다는 일반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163)

161) 김종보, “도로의 설치와 관리 그리고 점용허가”, 행정법연구 제54권 (2018), 201

면.

162) 박건우, “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사례

-, 행정법연구 제 62권 (2020), 174면.

163) 김철용, 행정법(제10판), 고시계사 (2021), 974면.



- 110 -

실무상 도로부지의 심부를 개발하려는 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

우가 많다. 이는 행정재산으로서의 도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전형

적인 도로점용허가로 보기 어렵고, 변형된 유형에 해당하며, 국유재산법

상 일반재산의 관리행위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164)

Ⅲ. 지하연결통로와 도로의 점용

1. 지하연결통로의 설치 유인 및 수단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도역사 또는 지하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건설되어 지표면 아래에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으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대규모의 지하공간이 조성되면, 그와 지상공간 또

는 인접한 지하공간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개설되어 각 공간으로의 접

근성이 향상된다.165) 따라서 철도역사 또는 지하도로 인근에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자신의 건축물과 철도역사・지하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

통로를 건설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이를 직접 건설하려는 유인을 갖는

다.

이는 개인이 사유지 아닌 부분을 사익(私益)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함

을 의미하므로, 그 근거가 문제된다. 이와 같이 건설되는 지하연결통로

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정당화하는 ‘공공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

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절차에 의해 설치될 수 없다. 지하연결통로는 

건축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건축허가로 설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실무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지하상

가・지하실 및 그 통로가 포함된다는 도로법 규정에 근거하여(「도로

164) 김종보, 앞의 글, 211면.

165) 지하철 역사와 백화점을 연결하는 통로 또는 에스컬레이터 등이 전형적인 사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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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55조 제5호), 지하연결통로를 설치 및 이용함에 있어 지

상부의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 절 Ⅱ.에서 

전술한 ‘변형된 도로점용허가’에 해당한다.

2. 지하연결통로와 도로의 특별사용

철도시설・지하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과 사인의 건축물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가 개설되면, 건축물은 물론 도시계획시설로의 접근성도 향

상된다. 따라서 지하연결통로의 개설은 사익적 성격과 공익적 성격을 겸

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 지하연결통로의 사익성이 공익성

에 비해 우월하다면 사인에게 행정재산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 이에, 실무에서는 지하연결통로가 ① 사인의 독점적 이용

이 아닌 공적 이용에 제공되는지 여부, ② 공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을 평가함으로써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결

정하고 있다.166) 위 기준에 따르면, 지하연결통로가 사인의 건축물 사이

를 연결함에 그치는 등 그 용도와 이용자가 한정되는 경우 행정청은 도

로점용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

결 참조).

지하연결통로가 특정 건물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다면,  

부수적으로 일반시민의 통행을 허용하더라도 이를 설치・사용하는 행위

는 도로의 점용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223 판결).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연결통로의 공공용지 부분 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도

로법」 제66조), 도로의 점용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수반한다면 그 

허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22조 제1항).167) 「도로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그 입법 

166) 서울시, “『지하연결통로』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2018), 7면.

167)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는 전형적 의미의 것이고, 완성된 지하

연결통로의 이용에 따른 점용료 납부의 권원이 되는 것은 변형된 의미의 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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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리하고, 두 법률 중 어느 하나가 다른 법률에 비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점용료와 사용료는 병과될 수 있다(서울

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누32093 판결 참조).

행정청이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재산은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

재산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6612 판결 참조). 지하연결통로

가 개설되기 전의 도로의 하부공간은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지 않아 일

반재산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된다.168) 그러나 전술한 방식으로 개설된 지

하연결통로에 대하여 실무상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이는 해당 공간이 행정재산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도로의 하부공간에 지하연결통로가 개설됨에 따라 해당 공간이 

공익적 성격을 갖게 되고, 행정목적과 연결되는 것이다.

3. 지하연결통로와 도로의 일반사용

지하연결통로가 일반시민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설치 및 이용되는 가

운데 부수적으로 특정인의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

면, 이는 도로의 특별사용이 아닌 일반사용에 불과하고, 도로의 점용으

로 볼 수 없어 점용료 납부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7749 판결 참조).

지하연결통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인은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쳐 통

로를 개설한 뒤, 이를 행정청에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

아 이용하게 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의 

변형된 도로점용허가는 등장하지 않는다.

로서 양자는 구분되어야 한다.

168) 김종보, 앞의 글,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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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하도상가와 도로의 점용

1. 지하도상가의 의의

사인이 도로의 하부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지하

도상가를 건설하여 이를 기부채납한 뒤 사용・수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건설주체의 수익뿐만 아니라 보행 효율의 향상이라는 공익을 

동시에 창출하므로, 건설주체가 도로의 하부를 점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오늘날의 지하도상가는 지상 교통을 보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

한 상업시설이 입점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제3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지하도상가는 법적으로 지하도로로서의 성격이 강조

되고, 상가 내부에 포함된 점포 등은 도로의 부속물로 인식되는 것에 그

친다.

2. 도로점용허가에 의한 사용・수익

사인이 지하도상가를 설치・사용하는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가 개입

하는 양상은 Ⅲ.의 지하연결통로의 경우와 유사하다. 즉, 사인이 물리적 

공사를 위한 일시적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마친 뒤 지하도상가를 

기부채납한 뒤에는, 변형된 도로점용허가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이다. 

그러나 지하연결통로가 자신의 건축물로 향하는 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함에 반하여, 지하도상가는 수익 창출을 목표로 개설되

는 것이므로, 도로점용허가의 세부 조건은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과

거에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2015. 1. 29. 서울특

별시규칙 제4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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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었으나, 동 규정이 삭제되어 건설주체가 투

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장기간의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것이 어

려워졌다.169)

3.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격

지하도상가는 지면인 도로의 하부에서 도로 본래의 기능을 보조함으

로써 교통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단순히 일

반재산의 관리행위적 성격에 그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170) 즉, 이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권원을 부여하는 고권적 행위이다.

지하도상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는 민사상 임대차계약에 갈음하는 허

가처분이지만, 실질은 국가와 지하도상가 건설주체 사이에 임대차관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171) 그리고 지하도상가를 구성하는 점포의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지하도상가의 관리인에게 임대료 등을 납부한다(「서울특

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8조 참조). 지하도상가의 부지가 된 도

로 하부를 이용하도록 하는 권원은 공법적 성격을 가진 것이지만, 당사

자는 이를 민사적 법률관계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169) 황창용, “도로 지하도상가에 대한 법적 규율”, 원광법학 제36권 제4호 (2020), 

86~87면.

170) 박건우, 앞의 글, 181면.

171) 공물관리행위의 태양과 목적은 다양하므로, 일반 공중의 통행이라는 도로 본래의 

목적 증진과는 무관하게 도로점용허가가 실질적으로 임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더라

도 그와 같은 허가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최계영, “주민소송의 대상과 도로점용

허가-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법조 통권 720호 (2016), 434~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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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결론

철도시설과 지하도로는 사람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하공간을 형성하

는 대표적인 기반시설이다. 이들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

고 각 시설을 규율하는 개별법의 영향을 받아 설치 및 유지・관리된다. 

공공부문이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거점적인 지하공간을 형성하고 나면, 

민간부문이 이와 연계한 개발행위를 통해 보다 세밀한 지하공간을 창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공간은 도로점용허가나 행정재산의 사용・수

익허가 등의 공법적 수단으로 관리되나, 이는 민사적 법률관계를 대체하

는 성격을 갖고 있다.

철도시설과 지하도로의 주 목적은 교통망의 확충 및 원활한 교통에 

있으나, 그중 사람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은 지하점포나 지하

광장 등의 부수적인 시설물이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철도시설과 지하도

로를 규율하는 개별법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 법은 교통시설로서

의 철도와 도로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며 그러한 시설이 조성하

는 지하공간을 섬세하게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하점포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에 포함되면서도 개별법의 영

향을 강하게 받으며, 그 과정에서 건축법상 위험방지요건은 충분히 심사

되지 않고 있다. 지하점포에는 개별법상 규제와 더불어 건축법상 위험방

지요건에 관한 규제도 적용되며, 단지 건축허가 등 건축법상 절차가 개

별법에 의해 간소화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한편, 도시계획적 건축허가요건과 관련하여서도 지하점포의 종속적 성

격이 강조된다. 지하점포에 대하여 별도로 용도가 결정되지 않아 용도제

한을 바탕으로 한 규제장치가 작동하기 어렵고, 형태제한의 경우 지하점

포의 출현과 관련하여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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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철도시설・지하도로와 그로부터 형성되는 지하공간을 규율하

는 개별법은 건축경찰법・도시계획법 등으로 구성되는 건설법의 체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이를 의식하지 않고 제정되었다. 그 결과 개별

법의 관심에서 벗어난 지하점포와 같은 구성요소는 불충분하게 규율되고 

있다. 위와 같은 지하공간은 일차적으로 개별법이 규율하여야 하지만, 

건축법・국토계획법과 같은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건설법상 규제도 보충

적・중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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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공동구에 대한 규제

제 1 절 기반시설의 지하화

Ⅰ. 기반시설의 의의

1. 기반시설의 정의

기반시설은 도시 공동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지만, 공

공성이나 외부경제성이 크기 때문에 시설의 입지 결정, 설치 및 관리 등

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국토계획법은 기반시설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채,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을 나열하고 있다(제2조 제6호). 동조에 따르면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행정주체가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기반시설이기 때문인데, 수용권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공공성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위와 같이 국토계획

법에 나열된 시설 중 공공성을 갖춘 것만을 기반시설로 보아야 한다.172)

2. 기반시설의 분류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나열한 것과 같이 기능

을 기준으로 기반시설을 분류할 수도 있겠으나,173) 공동구에 포함되는 

172)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6판), 피데스 (2018), 329~330면.

173) 이러한 기준은 국토계획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류기준이나, 각 기

반시설의 정의・외연이 불명확하고, 분류기준이 하위법령에서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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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물리적 형태에 따라 구

분하는 것이 의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반시설을 ① 건축물인 기반

시설, ② 선형 기반시설, ③ 면적의 형태를 갖는 기반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174)

건축물인 기반시설은 한 지점에 정착한 유형적 시설물로서, 면적의 형

태를 갖는 기반시설과 대조하여 점의 형태를 갖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

다.175) 대부분의 기반시설은 이 유형에 해당하며, 그 예시로는 학교, 도

서관, 공공청사, 공항 등을 들 수 있다. 건축물인 기반시설이 설치・관리

되는 과정은 건축물의 경우와 유사하며, 기반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건축

허가가 의제되면서 건축허가요건을 심사하게 된다(국토계획법 제92조 제

1항 제1호).

선형 기반시설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붕・기둥・벽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물로서의 개념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도로, 

철도시설 중 철로,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의 관로 등이 포함된다. 공

동구 내부에 매설되는 기반시설은 대체로 선형인바, 이에 대하여는 목차

를 바꾸어 자세히 서술한다.

면적의 형태를 갖는 기반시설은 건축물형・선형 기반시설과 달리 행

정청이 유형적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일정한 면적을 

확보하여 건축허가요건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176) 이러한 유

형의 기반시설에는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이 포함된다.

된 영역이 서로 중첩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전진원, 국토계획법, 박영사 (2021), 98면.

174)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의미”,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5권 제4호 

(1997), 683면. 

175) 엄밀히 말하면 건축물은 한 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을 가지며, 그 면적을 

중심으로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장치가 건축물을 규율한다.

176) 김종보, 앞의 책, 3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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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형 기반시설의 특징

선형 기반시설은 대체로 한 지점에 정착한 건축물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가늘고 긴 공간을 차지한다. 따라서 선형 기반시설에

서 건축물이 가지는 ‘면적’의 의미는 약화되고, 그 설치 과정에서 건

축물을 규율하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다.177) 건축경찰법상 규제의 측면에서도, 건축물과 비교할 때 사람이 선

형 기반시설에 장기간 머무르며 활동하는 일이 적으므로 관련 규제의 정

도가 약한 경우가 많다.178)179)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를 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는 선형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도시계획시설에 공통

된 것이다. 그러나 선형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관통

하는 예정부지 전부를 수용하거나 그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므

로, 행정청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한다. 기반시설의 예정부지가 단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가운데를 관통하여 지나갈 경우, 기반시설

을 설치함으로써 토지가 절단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Ⅲ. 선형 기반시설의 지하화

이하에서는 공동구에 매설되는 공급설비・통신시설・하수도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이들이 지하화되는 요인과 방법 등을 분석하고자 

177) 김종보, 앞의 글, 687면.

178) 제4장에서 분석한 지하도로의 점포나 철도시설 등은 선형 기반시설인 도로・철로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형태를 갖는 유형적 시설물이 결합된 것이다. 제4장에서는 그중 사람

의 상시적 이용이 전제되어 있는 후자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179) 예컨대 수도공급설비나 전기공급설비를 규율하는 관련 법령(도시계획시설규칙 및 

수도법, 전기사업법 등의 특별법)에서 사람을 위한 대피시설과 같은 위험방지요건을 갖

출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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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지하화의 요인

건축물인 기반시설과 비교할 때, 선형 기반시설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관통하며 대규모로 설치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선형 기반시설은 토지

의 이용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를 설치하려는 행정청은 넓은 부지

의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공동구에 수용되는 

통신·난방·상수도 시설 등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수 있고, 지상 부분

에 노출될 경우 강우나 바람 등에 의해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

다.

선형 기반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기반시설을 지상에서 제거함으로써 해당 토지를 자

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지상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행정청은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구분지상권 등을 활용하여(민법 제289조의2 참조) 기반시설을 경제적으

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시설은 도시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

록 보조할 뿐 사람이 장기간 활동하는 공간은 아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하공간에 설치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

는다.

위와 같은 사유로 선형 기반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졌으며, 그러한 기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공동

구를 활용하는 것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 도로점용을 통한 기반시설의 지하매설

선형 기반시설이 지하화될 경우, 건축물 지하층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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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하부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80) 한편, 도로법은 처음부터 

선형 기반시설이 도로 하부에 매설될 것으로 예정한 것은 아니었다. 도

로법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의 하부를 굴착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

에게 관리청의 확인을 받을 의무를 부여한 것은 1993년이고,181) 도로 하

부에 매설되는 ‘주요지하매설물’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한 것은 1995

년으로 비교적 최근이다.182)

현재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관로시설, 송전시설, 전송・선로설비, 각

종 배관, 열수송관 등의 시설은 ‘주요지하매설물’에 해당하여(도로법 

시행령 제59조),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제62조에 규정된 안전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도로의 하부에 기반시설을 매설할 경우, 초기에 도시가 개

발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를 수용하는 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기반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

지 않는다. 이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같다.

3. 공동구가 조성하는 지하공간의 의의

제3장에서 분석한 건축물 지하층과 제4장에서 분석한 철도시설・지하

도로는 지표면 아래의 공간 중 사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

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관심대상이 되었다. 이에 비해 본 장에서 연구

의 대상이 된 공동구를 중심으로 한 지하공간은 일반인이 상시로 활동하

는 공간은 아니다. 또한 다른 건축물과 교차하거나 공간을 공유하는 일

180) 1980년대에는 건축물 지하층에 대하여 용적률 특례가 부여되어 지하층 개발이 활성

화되었고(제3장 제3절 Ⅲ. 참조), 지하층 개발이 시작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의 일이다. 

따라서 기반시설을 지하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을 무렵에는 건축물 부지는 이미 지하

부분까지 개발이 완료된 경우가 잦았다.

181) 구 도로법(1995. 12. 6. 법률 제5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참조.

182)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내지 제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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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구 내부에는 도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기반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지상공간에 무질서하게 설치되

어 있던 선형 기반시설이 지하공간으로 수용되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도시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들을 분석하

는 건설법의 영역에서 공동구가 조성하는 지하공간은 중요한 분석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동구는 활발하게 설치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

에서 일반인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과 

공동구 본체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정합

적인지에 대한 공법적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공동구가 조성하는 지하공간을 

공법적으로 재조명하고 그에 대한 규제체계를 점검하고자 한다. 제2절에

서는 공동구의 정의조항을 확인하고,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과 공

동구를 구분한다. 제3절에서는 공동구의 설치기준 및 설치과정에서 발생

하는 비용부담 문제 등을 검토한다. 제4절에서는 공동구를 관리・운영하

는 주체를 확인하고, 제3절과 마찬가지로 비용부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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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동구의 개념

Ⅰ. 국토계획법상 정의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국토계

획법 제2조 제9호). 공동구에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이 규정되어 

있으며(국토계획법 제4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참조), 이들이 

공동으로 수용되어야 공동구의 개념징표를 충족한다. 이는 후술하는 유

사 시설과 공동구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위와 같은 정의는 1971년에 구 도시계획법(1972. 12. 30. 법률 제243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해당 전부개정에서 비

로소 공동구에 관한 계획이 도시계획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는데(제2조 제

1항 제1호 나목), 1969년 여의도 지역의 개발 당시 공동구 건설이 계획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법제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시설규칙 등 관련 법령은 국토계획

법상 공동구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Ⅱ. 유사 시설과의 구별

1. 통신공동구

전기통신사업법 제68조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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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 제25조는 통신케이블의 수용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통신

공동구, 맨홀, 관로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동구’

라고 일컫고 있다. 그러나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동구는 통신케이블 

및 그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는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국토계획법상의 공동구와 구별된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공동구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상의 공동구에 

대한 규제가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대신 전기통신사업법

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통제를 받는다. 예컨대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

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은 통신공동구의 설치기준

을 정하고 있는데(제46조), 그 규율 내용은 통신케이블과 그 유지・관리

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2. 단독구

공동구는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

관 등의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통신·난방·

상수도 시설 등을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단독구는 국토계획법상 공동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정법 및 실무에서 전력구, 통신구 등의 용어가 활용

되고 있는데, 이는 전선로나 통신선로 등 개별 시설만을 수용하는 구조

물을 일컫는 용어로서 공동구가 아닌 단독구에 해당한다.

3. 구별의 필요성

공동구와 관련한 각종 연구나 통계 자료 등은 ‘공동구’라는 용어를 

엄밀한 의미의 국토계획법상 공동구에 한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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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시설물을 일컫는 데까지 활용하여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예컨대, 

2019년 기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절차를 거쳐 국가가 관리

하는 공동구는 총 30개소에 불과하다.183)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

은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 공동구가 총 136개소 존재한다고 집계하였

다.184)

공동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서 필수로 설치되어야 하며 안

전관리나 보안의 측면에서 관련 법령의 통제를 강하게 받는다. 이러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구에 한하여 미친

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구를 규율하는 법제의 내용 및 적용범위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시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동구와 

유사 시설 각각에 대하여 그에 알맞은 규제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

다.

183) 서울특별시장, “마곡공동구 운영·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 [내부 보고서], 서울특별시 (2019. 8. 7.), 11면.

184)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 도시계획현황” (2020), 4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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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동구의 설치

Ⅰ. 설치의무

도시가 산업화됨에 따라 선형 기반시설이 증가하였고, 이는 토지의 효

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지하화하

려는 노력이 있었음은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수도 

및 가스시설 등을 지하에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서도 도로의 반복굴착으

로 인한 도로구조의 훼손,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이에 지하시설물

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

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1990년대부터 계속되었다.185) 그러나 2009년에 이

르러서야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구를 의무적으

로 설치하도록 법제화하였다.186)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현재 그 

규모는 200만 제곱미터이다(국토계획법 제4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

조의2 제1항).

그러나 최근에는 위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의 수

가 극히 적어, 설치의무 규정의 실효성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

다.187) 공동구는 개별매설에 비해 초기투자비가 고가이므로188) 사업시행

185) 나종호, “신도시-택지사업-신시가지 조성 지구/계획할때 공동구 설치“, 조선일보 

(1995. 5. 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1995/05/07/1995050770702.html (검색

일 : 2021. 4. 25.)

186) 구 국토계획법(2011. 4. 14. 법률 제 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참조.

187) 오원준 외, “지하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규정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산

학기술학회 논문지 제21권 8호 (2020), 563~571면.

188) 안상로, “국내 지하공동구의 설치실태 및 활성화 방안”, 대한토목학회지 제56권 4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1995/05/07/19950507707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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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공동구 설치를 기피하게 되고, 따라서 2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규모

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에서 공동구가 설치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

렵다.

최근 국토계획법상 공동구 설치의무규모 미만의 시가지에서도 경제성

의 측면에서 공동구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치의

무규모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89) 공동구 설치

를 장려하고 설치의무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치의무규모

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후술하듯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 관

련 제도의 보완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Ⅱ. 설치기준

공동구가 형성하는 지하공간은 사람의 상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

간은 아니지만, 인근 주민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기반시설이 집적되어 

있으므로 시설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위험방지요건을 갖추

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구를 규율하는 법령은 공동구의 설치 기준을 마

련하여 이러한 위험방지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건설법의 체계 중 

건축경찰법적 성격을 갖는다.

공동구는 그 본체가 하나의 기반시설이면서, 다른 기반시설을 본체 내

에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체와 수용시설의 설치 기준을 별도로 검토

하여야 하며, 특정 기반시설이 개별매설되는 경우와 공동구 내부에 수용

되는 경우 규제의 내용・정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호 (2008), 27면.

189) 오원준 외, “기존시가지의 규모(면적)에 따른 공동구 설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제39권 6호 (2019), 903~9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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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구 본체의 설치기준

1) 국토계획법 및 관련법령상 규제

도시계획시설규칙은 공동구의 설치 근거 및 설치 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제81조). 그중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펌프를 설치하도록 하

는 내용이나(제1호) 습도 증가・온도 상승 등을 제어하기 위한 환기설비

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제2호) 등은 각종 위험요인으로부터 시설 자체

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다. 반면에 조명설비・통신설비・출입구의 설치

를 규정하는 부분(제3호, 제7호, 제9호)은 공동구 내부에 사람이 출입하

여 유지・관리행위를 수행할 것을 상정하고, 그러한 인원을 보호하기 위

한 규정이다. 후자와 같은 규제는 공동구 내부에 수용되는 개별 기반시

설에 대한 규율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개별 기반시설과 비교할 때, 이

들을 통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공동구의 본체에서는 사람의 유지・관리

행위가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위험상황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설치기준은 공동구 설계기준(KDS 29 00 

00)(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88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460호), 공동구 표준시방서(KDS 29 00 00)(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689호) 등에 규정되어 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제

2000. 2. 18. 발생한 여의도 지하 공동구 화재로 인해 공동구가 소방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음이 드러났고, 공동구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법의 제23차 개정이 이루어졌다(2001. 1. 26. 법률 

제6387호로 일부개정). 이후 소방법은 2002년 10월 11일 정부안으로 4개

의 법률(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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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분법되었다.190) 제23차 소방법 개

정을 통해 마련된 공동구 관련 규정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속하게 되었다.

공동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어 관련 규제를 받는다. [별표 2]는 제28호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나목)와 함께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

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공구

조물중 일부191)(가목)를 ‘지하구’로 지정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

도록 하고 있다. 즉, 위 법을 통한 소방 관련 규제는 공동구 및 그와 유

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하구조물 모두에 적용된다. 그러나 구조물의 형

태를 취하지 않고 선형 기반시설의 형태를 갖는 케이블, 관로 등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청은 시행령 [별표 2]상의 지하구(이하 ‘지하구’)의 건축허가 등

을 할 때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또한 ‘지하구’의 설치·관

리자 등 관계인은 법 제9조~제10조의2에 따라 특정한 소방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임시소방시

설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일종의 건축허가요건이고 시설물

을 개별매설하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동구 및 유사시

설의 본체 부분에 대하여 건축경찰법적 통제가 강화됨을 재확인할 수 있

다.

190)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법령 Ⅱ” (2019), 19면.

191) 1)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에

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2) 1) 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미터 이상이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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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용시설의 설치기준

1) 수용시설의 종류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은 공동

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필수적 수용시설이다(국토계획법 제4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가스관,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은 공동구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임의적 수용시설이다(시행령 

제35조의3). 최소한 필요적 수용시설은 모두 갖추어졌을 때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로서의 공동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가스관, 하수도관 등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할 때 공동구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 임의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

하기 위하여 안전 및 기술적 고려가 요구되기 때문이다.192) 그러나 필수

적 수용 시설 중에서도 중수도관이나 쓰레기수송관 등을 공동구 내에 수

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적·기술적 제약조건이 뒤따르므로 공동구 설치 활

성화를 위하여 필수적 수용시설의 종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193)

2) 국토계획법 및 관련법령상 규제

공동구의 내부에 수용되는 개개의 시설은 기반시설이며, 공동구에 수

용된다고 하여 개별 기반시설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

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개별 시설의 설치기준은 공동구 내부에 수용

된 기반시설에도 적용된다(「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9호).

192)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0. 7. 12. 법률 제22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이유.

193) 안상로, 앞의 글, 27면.



- 131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은 공동구에 수용되는 개별 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직접 규정하거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동구 설치 및 관리

지침」 제2절 또한 공동구 내 수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는 개별 수용시설이 공동구 본체 내부에 설치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요컨대 공동구 내 수용시설은 해당 시설이 개별매설될 경우에 적용되

는 설치기준은 여전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공동구 본체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준수되어야 하는 기준이 추가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Ⅲ. 설치절차

1. 국토계획법상 설치절차

공동구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을 거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방법으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다(국토

계획법 제43조 제1항). 그러나 공동구 설치가 의무화되는 국토계획법 제

43조 제1항 각호의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194) 따라서 상기한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공동

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군

관리계획이 의제되더라도 공동구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이 개발계획에 반

영되도록 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44조 제4항). 공동구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누락될 경우, 그와 같은 하자는 당해 개발계획을 위법하게 만든

다고 평가할 수 있다.195)

194) 「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57조 제1항 제16호.

195) 전진원, 국토계획법, 박영사 (2021), 3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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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동구 내부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하

기 위해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공동구 점용예정자)와의 협의 및 국토

계획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국

토계획법 제44조 제4항 2문). 이와 같은 내용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당

해 공동구 설치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구 내부에 수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구의 

설치절차에서 검토되므로, 각 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국토계획법상 기반

시설의 설치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도로개발과의 관계

공동구는 가능한 한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

므로(「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1

조 제11호), 기존에 존재하는 도로의 하부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도로의 부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

청에 의해 수용되어 행정재산이 되었을 것이므로, 공동구를 설치할 때 

수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신시가지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공

동구의 설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로 예정부지의 소유권을 취

득하는 수용 절차는 도로의 건설 과정에서 진행되고, 그보다 후행하는 

공동구의 설치 절차에서 공동구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Ⅳ. 설치비용의 부담

1. 국토계획법상 비용 부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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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

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국토계획법 

제44조 제5항).196)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시행령 

제38조 제2항).

과거에는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비율

이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에 의한다고만 되어있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38조 제2항, 2010. 7. 9. 제2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 설치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판례는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

담하는 비용은 공동구 자체의 설치비용에 한하며, 공동구 내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태도였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다12978 판결). 2010. 7. 9. 자로 일부개정된 국토계획법 시

행령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는 것은 공동구 내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며, 이는 수용시설을 개별매설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비용 부담 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2조 제4호에서 공동구가 “정비기반

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에 

196) 구 국토계획법(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사

업시행자가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국토계획법에서 사업시행자와 점용예정자가 공동구 설치비

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시행자가 대부분의 설

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마곡공동구의 경우 총 385억 7,200만 원의 건설

비용 중 90%인 347억 900만 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장, 

“마곡공동구 운영·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 [내부 보

고서], 서울특별시 (2019. 8. 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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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으며, 그 부담비율은 공동구

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4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6조).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걸맞게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시행규칙 또한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과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부담금에 대한 쟁송방법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가 정해지면, 사

업시행자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해당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

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이러한 납부통지가 사업시행자의 

고권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가 드

러난 점, 부담금의 액수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행정청 주도로 공동구협의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점(제2항) 등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가 자신

의 재량권을 바탕으로 부담금을 결정하고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납부의

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점용예

정자와의 대등한 지위를 바탕으로 공동구협의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 

비용을 점용예정자와 분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와 공동구 점용예정자간 부담금을 둘러싼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

송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197)

4.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각 수용시설을 개별매설하는 경우보다 고가이고, 

이는 공동구 설치의 활성화를 막는 주요 장애요인이다. 국토계획법 개정

을 통해 원칙적으로 점용예정자가 수용시설을 개별매설할 때의 비용만을 

197) 이와 같은 취지로 전진원, 앞의 책, 3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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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사업시행자-점용예정자 간에 부담비율을 둘러싼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44조 제6항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비용 보조와 

관련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정부의 지원은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198)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198) 안상로, 앞의 글,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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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공동구의 관리・운영

공동구 내부에는 다양한 기반시설이 들어서는데, 이들을 개별매설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관리의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문제된다. 또한 수용

시설과 공동구 본체의 운영주체가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리책임 문

제 및 관리비용의 분담 문제를 점검하고자 한다.

Ⅰ. 관리의 강화

국토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특별법은 공동구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공동구 내부에 수용되는 기반시설을 개별매설

하는 경우보다 한층 강화된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규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2종시설물이란,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

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의미한다(제7조 

제2호). 국토계획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의하여 제2종시설물로 

규정되어 있다.199)

따라서 공동구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

장, 감리보고서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9

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공동구의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및 

199) 과거에는 공동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특정관리대상시

설로 지정 및 관리하였으나, 위 법의 2017. 1. 17. 일부개정(법률 제14553호, 시행 2018. 

1. 18.)을 통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3종시설로 규

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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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주목할 것은 상하수도 시설을 제외하면 공동구에 매설되는 시설은 제

2종시설물은 물론, 제3종시설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선로, 

통신선로,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 등의 시설이 개별매설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공동구에 수용될 경우 위 법에 의해 강화된 규제를 받

게 된다.

2. 보안시설로서의 규제

공동구는 전력시설,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국민의 기본생활과 밀접

한 관계가 있는 기초생활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통합방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지침 제5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 현재 서울 소재 모든 국토계획법상 공

동구는 “다”급 이상의 국가중요시설이며, 1978. 2.에 최초로 시설된 여

의도 공동구의 경우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

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여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다.200) 이 또한 공동구에 기반시설이 밀집하여 설치됨에 따라 적용되

는 추가적인 규제로서, 기반시설이 개별매설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Ⅱ. 관리 주체

1. 공동구 본체의 관리의무자

공동구를 설치하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만, 사업시행자가 행정

200) 서울특별시장, “마곡공동구 운영·관리 사무의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 [내부 보고서], 서울특별시 (2019. 8. 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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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이 아닐 경우 공동구는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국토

계획법 제99조, 제65조 제2항). 이에 따라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동구관리

자”)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44조의2 제1항).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설공

단이 1995년 1월부터 공동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201)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

립·시행하며(국토계획법 제44조의2 제2항), 연 1회 이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44조의2 제3항, 시행령 제39

조 제5항).

2.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

현재 공동구의 박스구조물은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 

위탁기관이 관리하나, 전력·통신·상수도·난방관 등의 수용시설은 각 

담당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공동구 관련 재난 

발생 시 주관기관은 별도로 존재하는데, 그마저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

전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202)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공동구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다.203) 공동구 및 그 수용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관

리방안의 부재는 2000년 여의도 공동구 화재 당시 피해가 확대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음에도204) 현재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

201) 서울시설공단, “공단소개”,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main/introduce/history1990.jsp (검색일 : 2021. 1. 9.)

2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 7. 26.> 및 [별표 1의3] 참조.

203) 감사원,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지하철, 공동구 분야)” (2016), 84~89

면.

204) 양준영, “[서울 여의도 ‘지하공동구 화재’] ‘원인과 문제점’”, 한경일보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main/introduce/history199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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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피해 발생 시 대응 및 책임소재 규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각종 기반시설이 공동구 내부에 수용된다고 하여 개별 기반시설로서

의 성격을 상실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공동구 내부에 

수용되는 기반시설의 관리의무를 여전히 개별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공동구는 도시 기능을 유지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므로, 개

별 수용기관의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유사시에 각 시설 및 그 담당기관

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Ⅲ. 관리비용의 부담

1. 공동구의 점용관계와 비용분담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관리자 및 공동구를 점용하

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

가 정한다(국토계획법 제44조의3 제1항). 공동구 설치비용을 완납한 점용

예정자는 별도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관리비만 부담하며, 공동구가 

설치된 이후 이를 신규로 점용·사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2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한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의 점용면적을 고

려하여 시장·군수가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시행

규칙 제17조), 국토계획법 제44조의3과 유사한 내용을 국토계획법과 달

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2000. 2. 20.),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0022001441 (검색일 : 2021. 1. 

10.)

205)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5조 및 제6조,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6조 및 제7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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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용료・사용료에 대한 쟁송방법

공동구는 관리청의 지위를 갖는 공동구관리자가 소유하는 행정재산이

고,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행정재산의 

특별사용에 따른 점용료・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다(국토계획법 제44조

의3 제3항). 이는 공동구관리자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

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 참조

).206) 따라서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반적인 행정재산의 점용료・부과

처분의 경우와 같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도 정비의 필요성

공동구의 유지・관리비용은 수용시설을 개별매설하는 경우보다 7~10

배 많은 수준이고, 이는 점용예정자의 참여 기피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

다.207) 공동구 설치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용시설을 개별매설하는 경

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되므로(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점

용예정자가 공동구 설치에 참여하여도 금전적 부담이 크게 달라지지 않

는 것과는 대조된다.

점용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공동구 운영에 따라 절감되는 

도로 관리비용의 일부를 공동구 유지관리에 지원하거나,208) 국가 또는 

206) 이는 제3절에서 분석한 사업시행자와 공동구 점용예정자간 부담금을 둘러싼 법률관

계와는 구별된다. 사업시행자와 점용예정자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된 설치

비용을 분담하는 관계로서 사업시행자가 점용예정자에 비해 고권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공동구관리자는 행정재산으로서의 공동구를 소유・관리하는 행정주체로

서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와 같은 취지로 전진원, 국토계획법, 박영사 (2021), 341면 참조.

207) 국토교통부,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종합연구” (2019), 77면.

208) 오명종, “공동구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언”, LHI Archives 제1권 (2010),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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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관리비용을 보조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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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결론

공급설비・통신시설・하수도시설 등의 선형 기반시설은 도시가 원활

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토지 지상에 

선형 기반시설이 난립함에 따라 각종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지하화하려

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공동구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수용하

여 지하로 인입한 것으로,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반시설이다. 따라서 

공동구는 본체라는 기반시설에 또 다른 기반시설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

설이며, 이들 간의 관계가 문제된다.

공동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

며, 도로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그와 연계하여 설치된다. 공동구의 설치

기준을 규율하는 법령은 공동구가 갖추어야 할 위험방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령은 공동구 본체에 관한 규율과 수용시설에 관한 규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기반시설이 개별매설되지 않고 공동구 내부에 수용되더라도 개별 기반시

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여전히 준수되어야 한다. 기반시설을 개별매설하

는 경우에 비하여 공동구를 설치할 때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의무가 강

화된다.

공동구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공동구 본체와 각 기반시설이 병존

하고 있어 공동구의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에 따라 공동구의 관

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각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공동구를 점용하므로, 이들 간의 설치비용 

및 점용료・사용료 분담 문제가 발생한다. 설치비용은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공동

구 점용예정자가 분담한다. 이에 반해 관리비용은 공동구관리자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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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점용자・사용자가 분담하되, 공동구관리자가 고권적 지위를 바탕으로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비용부담 문제는 공

동구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공동구 본체 및 각 기반시설과 관련된 복수의 주체는 서로 상반된 이

해관계를 가지며, 이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구 설치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구가 조성하는 지하공간은 그 중요

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공동구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한 법리적 연구에 더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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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지하공간의 활용이 증가하고 그와 관련하여 각종의 법률문제가 발생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공법적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공간과 관련한 갈등의 양상이 총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 개별 문제의 해결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법적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하공간을 ‘국민의 삶을 

영위하는 기반이 되는 지표면 아래의 인위적・물리적 공간’으로 정의한

다. 그리고 지하공간에 대한 공법적 규제체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

련하고자, 지하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를 선별하여 개별적・공법적으

로 분석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시설

물은 건축물 지하층, 철도시설・지하도로, 공동구이다.

건축물 지하층은 건축물의 구성요소이므로, 건축물을 규율하는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상 규제체계가 지하층 또한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축

법 및 관계법령은 전반적으로 지상층보다 강화된 건축허가요건을 지하층

에 요구하고 있다. 지하안전법 등의 특별법은 지하층 고유의 위험상황에 

주목하여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은 지하층을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규

제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지하층에 각종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이

는 과거에 지하층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했던 시대적 배경하에서 정당성

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지하

층은 도시계획적 규제의 대상에 편입되어야 하며,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 중 용적률・층수 규제 등은 지하층에도 적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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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철도시설과 지하도로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

설을 규율하는 개별법이 마련한 절차를 바탕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된

다. 한편, 철도시설과 지하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하공간에는 이들 

시설의 주목적인 교통과는 큰 관련이 없는 지하점포 등의 구성요소가 존

재하며, 오히려 이들이 주도적으로 지하공간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러

나 지하점포는 철도시설과 지하도로의 부수적인 구성요소에 불과하여 관

련 개별법은 이를 섬세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지하점포의 건축

물로서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지하점포에 대하여 건축법・국토계획법상 

규제체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구는 토지 지상에 선형 기반시설이 난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도입되었으며, 이들 기반시설을 공동구 본체 내부에 수용하여 지하화

한다. 공동구 본체와 내부의 수용시설이 모두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동구의 설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복잡한 법

률관계가 형성된다. 공동구 내부의 수용시설은 독자적인 기반시설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으며, 따라서 수용시설과 공동구 본체에 대한 규제는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수용시설과 공동구 본체의 설치・관리주체가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고, 공동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갖추어

져 있지 않아 책임 귀속・비용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후속 연

구의 필요성・방향성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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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Ⅰ. 도시계획적 판단대상으로서의 지하공간

지하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시설과 관련 법제를 검토한 결과, 우리 건

설법제는 지하공간에 위험요소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

기 위한 도시계획적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음이 드러난다.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어렵고 지하공간의 규모가 작았던 과거에는, 개

발가능한 지하공간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이 우선시되었

다. 그러나 지하공간 내부에 다양한 시설이 자리잡아 서로 연결되며 영

향을 주고받는 오늘날에는, 이들 간의 관계를 고려한 개발행위가 이루어

져야 한다.

건폐율과 같은 전통적 규제수단이 지하공간을 규율하는데 적합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도

모할 수 있는 수단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반침하 등의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해 구축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지하공간에 대한 도시계획적 판

단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지하공간을 도시계획

적 판단대상으로 편입하는 방법에 관하여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Ⅱ. 일반법과 개별법의 조화

지하공간은 특정한 시설물에 의해 개발되고 이용되므로, 이러한 시설

물을 규율하기 위한 개별법이 지하공간을 규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 개별법은 건설법의 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 필요에 따

라 제정되었다. 이러한 개별법은 기존의 건축경찰법・도시계획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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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 지하공간을 직접 규율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스스로도 지하공간을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하공간을 규율하는 개별법이 

체계 없이 난립함에 따라 지하공간에 대한 공법적 규제체계를 파악하기

가 어려워졌다.

지하공간은 지상공간에 비해 접근・개발하기가 어려운 특수한 자연환

경에 속하므로, 이를 고려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

서 개별법이 제정・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 개별법이 공

간을 규율하는 일반 원칙으로서의 건설법제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개별법은 일반법의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이를 보완하는 형

태로 입법되어야 하고, 일반법은 개별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공백을 보충

하면서 개별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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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ublic Law Regulations 

on Underground Space

Kim, Beumjun
College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hysical facilities existing in a city are the basis for the life of 

members of society. In order to regulate the interests surrounding these 

and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a legal system 

regulating the space has been developed. On the other hand, human 

development activities have expanded their domain to the lower part of 

the earth's surface. However, the regulation on the underground space 

developed with such activities is not sufficiently developed or is being 

only implicitly implemented despite the increasing necessity.

This paper tried to identify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various types 

of underground space existing in the city, and to examine the public 

law regulatory system surrounding it. For this purpose, the underground 

space subject to the public law analysis is defined as 'artificial・
physical space below the surface of the earth that forms the basis for 

people's lives'. In addition, the representative types of facilities that 

constitute the underground space are selected and analyzed in te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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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law. They are the basement of buildings, railroad facilities, 

underground roads, and utility-pipe conduits.

Since the basement of a building is a component of the building, it 

is a principle that the basement of a building is governed by the 

regulatory system under the Building Act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hereinafter ‘Land Planning Act’). The 

Building Act recognizes the basement as a space with inherent dangers 

and imposes regulations to prevent them. However, the Land Planning 

Act gives various kinds of preferential treatment to the basement while 

giving up a considerable part of the urban planning judgment on the 

basement, which is against the system of the Construction Act and is 

not desirable from a policy point of view.

Railroad facilities and underground roads are underground spaces 

developed on a large scale by the government. Although they are 

infrastructur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Land Planning Act, they are 

installed, maintained, and managed under the individual laws that 

govern each facility, not the Land Planning Act. Private entities expand 

these underground spaces or connect them with other underground 

spaces based on road occupancy permits, etc. However, it is the 

facilities irrelevant to transportation, such as underground stores, that 

actually constitute the underground space formed around railroad 

facilities and underground roads. The individual laws regulating railroad 

facilities and underground roads also regulate facilities such as 

underground stores, but the main purpose of those laws is to facilitate 

traffic. As a result, these laws do not sufficiently regulate the ancillary 

spaces in transportation facilities such as underground stores. In 

addition, despite the nature of underground stores as building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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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system under the Building Act and the Land Planning Act 

does not apply to underground stores.

As many linear infrastructures are built on the ground in a 

disorderly fashion, they are causing safety problems and changes in the 

land use status. To solve such problems, ways to underground linear 

infrastructures and install utility-pipe conduits are discussed. Utility-pipe 

conduits accommodate various infrastructures inside the main body, and 

the main body also falls under the Land Planning Act. Since an 

accommodated facility does not lose its character as an infrastructure, 

the regulations of the Construction Act on both accommodated facilities 

and the main body are all applied. On the other hand, accommodated 

facilities and utility-pipe conduits are installed and managed by 

different entities, and as a result, disputes arise over who is 

responsible for them and who bears costs.

Our legislative system did not attempt to systematically regulate the 

underground space, and whenever a new type of underground space 

was created, it chose a workaround to regulate it with new individual 

legislations. Such attitude is undesirable, and the underground space 

should be incorporated in urban planning to promote the rational use 

of land. It is now necessary to fill in the gaps of the public law 

regulatory system for underground space and use it as a cornerstone to 

improve the lives of people.

Keywords : Building Act, Utility-Pipe Conduit,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Underground Space, Underground Road, Basement, 

Railroad Facilities

Student number : 2019-20479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 2 장 지하공간의 개념과 유형 
	제 1 절 지하공간의 법적 개념 
	Ⅰ. 지하공간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필요성 
	Ⅱ. 지하공간의 개념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Ⅲ. 지하공간의 공법적 정의 
	1. 지표면 아래의 공간 
	2. 국민의 삶을 영위하는 기반 
	3. 인위적・물리적 공간 
	제 2 절 지하공간의 주요 구성요소 
	Ⅰ. 건축물 지하층 
	1. 건축물의 개념 
	2. 건축물에 대한 공법적 규제 
	3. 건축물 지하층에 대한 공법적 규제 
	Ⅱ. 철도시설 
	1. 철도시설의 개념과 발달과정 
	2. 철도시설에 대한 공법적 규제 
	Ⅲ. 지하도로 
	1. 지하도로의 개념과 발달과정 
	2. 지하도로에 대한 공법적 규제 
	Ⅳ. 공동구 
	1. 공동구의 개념과 발달과정 
	2. 공동구에 대한 공법적 규제 
	제 3 절 지하공간을 규율하는 법체계 
	Ⅰ. 도시공간을 규율하는 건설법의 체계 
	Ⅱ. 지하공간의 건축경찰법상 규율 
	1. 건축경찰법의 의의 
	2. 지하공간의 건축법상 규율 
	3. 지하공간의 특별법상 규율 
	Ⅲ. 지하공간의 도시계획법상 규율 
	1. 도시계획법의 의의 
	2. 지하공간의 국토계획법상 규율 
	3. 지하공간의 특별법상 규율 
	제 3 장 건축물 지하층에 대한 규제 
	제 1 절 서설 
	제 2 절 지하층의 위험방지 
	Ⅰ. 지하층 고유의 위험요인과 규제 
	Ⅱ. 피난요건 
	1. 피난요건의 의의 
	2. 계단의 설치의무 
	3.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의무 
	Ⅲ. 위생요건 
	Ⅳ. 수방기준 
	Ⅴ. 지하안전법상 위험방지 
	1. 제정 배경 
	2.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3.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4.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되는 의무 
	제 3 절 지하층의 건폐율・용적률 계산의 특례 
	Ⅰ. 면적계산의 특례 
	1. 면적계산의 의의 
	2. 건축물의 면적계산 
	3. 건폐율과 용적률의 계산 
	4. 지하층에 대한 특례 
	Ⅱ. 지하층과 건폐율 규제 
	1. 건폐율의 의의 
	2. 건축면적의 계산 
	3. 지하층의 건축면적과 후퇴선 
	4. 소결론 
	Ⅲ. 지하층과 용적률 규제 
	1. 용적률 규제의 의의 
	2. 지하층의 연면적 불산입 특례의 연혁 
	3. 지하층의 연면적 불산입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4. 지하층에 대한 용적률 규제의 필요성 
	Ⅳ. 소결론 
	제 4 절 지하층의 층수 계산 
	Ⅰ. 층수에 따른 건축물의 규제 
	Ⅱ. 지하층과 그 층수의 정의 
	1. 지하층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지하층의 층수의 정의 및 계산 
	Ⅲ. 지하층에 대한 특례의 연혁 
	1. 층수 불산입 특례의 도입배경 
	2. 지하층 인정 범위의 정책적 확대 
	Ⅳ. 규제의 개선방안 
	제 5 절 지하층의 용도 
	Ⅰ. 건축물의 용도와 규제 
	1.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2.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법상 규제 
	3. 건축물의 용도와 국토계획법상 규제 
	Ⅱ. 지하층의 용도와 규제 
	1. 건축법・국토계획법상 지하층의 용도와 규제 
	2. 특별법상 지하층의 용도제한 
	3. 특별법상 위험방지요건의 강화 
	Ⅲ. 용도의 변경 
	제 6 절 소결론 
	제 4 장 철도시설・지하도로에 대한 규제 
	제 1 절 시설 및 개별법의 의의 
	Ⅰ. 철도시설 
	1. 철도의 개념과 종류 
	2. 철도시설의 구성요소 
	3. 철도법령의 연혁 
	Ⅱ. 지하도로 
	1. 지하도로의 개념 
	2. 지하연결통로의 개념과 유형 
	3. 지하도로를 규율하는 법령의 연혁 
	제 2 절 시설의 설치 및 관리 
	Ⅰ. 국토계획법상 설치절차 
	1. 도시계획시설결정 
	2. 실시계획의 인가 
	3. 시설물 설치공사 
	Ⅱ. 개별법상 설치절차 
	1. 철도시설의 설치절차 
	2. 지하도로의 설치절차 
	Ⅲ. 관리 및 운영 
	1. 철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지하도로의 관리 및 운영 
	제 3 절 지하점포의 건축물로서의 법적 지위 
	Ⅰ. 서설 
	Ⅱ. 지하점포의 건축법상 지위 
	1. 건축법의 규율대상 및 규율범위 
	2. 지하점포에 대한 건축법상 통제 
	Ⅲ. 위험방지요건의 심사 
	1. 건축허가의 의제 
	2. 철도 관련 법령에 의한 심사  
	3. 지하도로 관련 법령에 의한 심사 
	4. 건축법과 개별법의 상호작용 
	Ⅳ. 도시계획적 건축허가요건의 심사 
	1. 지하점포의 용도제한 
	2. 지하점포의 형태제한 
	제 4 절 시설의 점용 
	Ⅰ. 서론 
	Ⅱ. 도로점용허가의 개념과 유형 
	1. 도로점용허가의 개념 
	2. 도로점용허가의 유형 
	Ⅲ. 지하연결통로와 도로의 점용 
	Ⅳ. 지하도상가와 도로의 점용 
	제 5 절 소결론 
	제 5 장 공동구에 대한 규제 
	제 1 절 기반시설의 지하화 
	Ⅰ. 기반시설의 의의 
	1. 기반시설의 정의 
	2. 기반시설의 분류 
	Ⅱ. 선형 기반시설의 특징 
	Ⅲ. 선형 기반시설의 지하화 
	1. 지하화의 요인 
	2. 도로점용을 통한 기반시설의 지하매설 
	3. 공동구가 조성하는 지하공간의 의의 
	제 2 절 공동구의 개념 
	Ⅰ. 국토계획법상 정의 
	Ⅱ. 유사 시설과의 구별 
	1. 통신공동구 
	2. 단독구 
	3. 구별의 필요성 
	제 3 절 공동구의 설치 
	Ⅰ. 설치의무 
	Ⅱ. 설치기준 
	1. 공동구 본체의 설치기준 
	2. 수용시설의 설치기준 
	Ⅲ. 설치절차 
	Ⅳ. 설치비용의 부담 
	1. 국토계획법상 비용 부담 관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비용 부담 관계 
	3. 부담금에 대한 쟁송방법 
	4.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제 4 절 공동구의 관리・운영 
	Ⅰ. 관리의 강화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규제 
	2. 보안시설로서의 규제 
	Ⅱ. 관리 주체 
	1. 공동구 본체의 관리의무자 
	2.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 
	Ⅲ. 관리비용의 부담 
	1. 공동구의 점용관계와 비용분담 
	2. 점용료・사용료에 대한 쟁송방법 
	3. 제도 정비의 필요성 
	제 5 절 소결론 
	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제 2 절 제언 
	Ⅰ. 도시계획적 판단대상으로서의 지하공간 
	Ⅱ. 일반법과 개별법의 조화 
	참고문헌 
	Abstract 


<startpage>12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4
제 2 장 지하공간의 개념과 유형  6
제 1 절 지하공간의 법적 개념  6
Ⅰ. 지하공간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필요성  6
Ⅱ. 지하공간의 개념에 관한 기존의 논의  7
Ⅲ. 지하공간의 공법적 정의  8
1. 지표면 아래의 공간  9
2. 국민의 삶을 영위하는 기반  9
3. 인위적・물리적 공간  9
제 2 절 지하공간의 주요 구성요소  11
Ⅰ. 건축물 지하층  11
1. 건축물의 개념  11
2. 건축물에 대한 공법적 규제  13
3. 건축물 지하층에 대한 공법적 규제  13
Ⅱ. 철도시설  14
1. 철도시설의 개념과 발달과정  14
2. 철도시설에 대한 공법적 규제  16
Ⅲ. 지하도로  17
1. 지하도로의 개념과 발달과정  17
2. 지하도로에 대한 공법적 규제  19
Ⅳ. 공동구  19
1. 공동구의 개념과 발달과정  19
2. 공동구에 대한 공법적 규제  21
제 3 절 지하공간을 규율하는 법체계  22
Ⅰ. 도시공간을 규율하는 건설법의 체계  22
Ⅱ. 지하공간의 건축경찰법상 규율  23
1. 건축경찰법의 의의  23
2. 지하공간의 건축법상 규율  23
3. 지하공간의 특별법상 규율  24
Ⅲ. 지하공간의 도시계획법상 규율  24
1. 도시계획법의 의의  24
2. 지하공간의 국토계획법상 규율  25
3. 지하공간의 특별법상 규율  26
제 3 장 건축물 지하층에 대한 규제  27
제 1 절 서설  27
제 2 절 지하층의 위험방지  29
Ⅰ. 지하층 고유의 위험요인과 규제  29
Ⅱ. 피난요건  29
1. 피난요건의 의의  30
2. 계단의 설치의무  30
3.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의무  31
Ⅲ. 위생요건  32
Ⅳ. 수방기준  32
Ⅴ. 지하안전법상 위험방지  33
1. 제정 배경  33
2.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34
3.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35
4.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여되는 의무  35
제 3 절 지하층의 건폐율・용적률 계산의 특례  37
Ⅰ. 면적계산의 특례  37
1. 면적계산의 의의  37
2. 건축물의 면적계산  37
3. 건폐율과 용적률의 계산  41
4. 지하층에 대한 특례  42
Ⅱ. 지하층과 건폐율 규제  43
1. 건폐율의 의의  43
2. 건축면적의 계산  44
3. 지하층의 건축면적과 후퇴선  45
4. 소결론  46
Ⅲ. 지하층과 용적률 규제  47
1. 용적률 규제의 의의  47
2. 지하층의 연면적 불산입 특례의 연혁  47
3. 지하층의 연면적 불산입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48
4. 지하층에 대한 용적률 규제의 필요성  51
Ⅳ. 소결론  52
제 4 절 지하층의 층수 계산  54
Ⅰ. 층수에 따른 건축물의 규제  54
Ⅱ. 지하층과 그 층수의 정의  55
1. 지하층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55
2. 지하층의 층수의 정의 및 계산  56
Ⅲ. 지하층에 대한 특례의 연혁  58
1. 층수 불산입 특례의 도입배경  58
2. 지하층 인정 범위의 정책적 확대  59
Ⅳ. 규제의 개선방안  61
제 5 절 지하층의 용도  63
Ⅰ. 건축물의 용도와 규제  63
1.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63
2. 건축물의 용도와 건축법상 규제  64
3. 건축물의 용도와 국토계획법상 규제  64
Ⅱ. 지하층의 용도와 규제  65
1. 건축법・국토계획법상 지하층의 용도와 규제  65
2. 특별법상 지하층의 용도제한  66
3. 특별법상 위험방지요건의 강화  66
Ⅲ. 용도의 변경  67
제 6 절 소결론  69
제 4 장 철도시설・지하도로에 대한 규제  71
제 1 절 시설 및 개별법의 의의  71
Ⅰ. 철도시설  71
1. 철도의 개념과 종류  71
2. 철도시설의 구성요소  73
3. 철도법령의 연혁  75
Ⅱ. 지하도로  78
1. 지하도로의 개념  78
2. 지하연결통로의 개념과 유형  79
3. 지하도로를 규율하는 법령의 연혁  84
제 2 절 시설의 설치 및 관리  86
Ⅰ. 국토계획법상 설치절차  86
1. 도시계획시설결정  86
2. 실시계획의 인가  87
3. 시설물 설치공사  87
Ⅱ. 개별법상 설치절차  87
1. 철도시설의 설치절차  87
2. 지하도로의 설치절차  91
Ⅲ. 관리 및 운영  91
1. 철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  92
2. 지하도로의 관리 및 운영  92
제 3 절 지하점포의 건축물로서의 법적 지위  94
Ⅰ. 서설  94
Ⅱ. 지하점포의 건축법상 지위  95
1. 건축법의 규율대상 및 규율범위  95
2. 지하점포에 대한 건축법상 통제  96
Ⅲ. 위험방지요건의 심사  98
1. 건축허가의 의제  98
2. 철도 관련 법령에 의한 심사   99
3. 지하도로 관련 법령에 의한 심사  100
4. 건축법과 개별법의 상호작용  101
Ⅳ. 도시계획적 건축허가요건의 심사  102
1. 지하점포의 용도제한  102
2. 지하점포의 형태제한  105
제 4 절 시설의 점용  107
Ⅰ. 서론  107
Ⅱ. 도로점용허가의 개념과 유형  107
1. 도로점용허가의 개념  107
2. 도로점용허가의 유형  108
Ⅲ. 지하연결통로와 도로의 점용  110
Ⅳ. 지하도상가와 도로의 점용  113
제 5 절 소결론  115
제 5 장 공동구에 대한 규제  117
제 1 절 기반시설의 지하화  117
Ⅰ. 기반시설의 의의  117
1. 기반시설의 정의  117
2. 기반시설의 분류  117
Ⅱ. 선형 기반시설의 특징  119
Ⅲ. 선형 기반시설의 지하화  119
1. 지하화의 요인  120
2. 도로점용을 통한 기반시설의 지하매설  120
3. 공동구가 조성하는 지하공간의 의의  121
제 2 절 공동구의 개념  123
Ⅰ. 국토계획법상 정의  123
Ⅱ. 유사 시설과의 구별  123
1. 통신공동구  123
2. 단독구  124
3. 구별의 필요성  124
제 3 절 공동구의 설치  126
Ⅰ. 설치의무  126
Ⅱ. 설치기준  127
1. 공동구 본체의 설치기준  128
2. 수용시설의 설치기준  130
Ⅲ. 설치절차  131
Ⅳ. 설치비용의 부담  132
1. 국토계획법상 비용 부담 관계  13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비용 부담 관계  133
3. 부담금에 대한 쟁송방법  134
4.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134
제 4 절 공동구의 관리・운영  136
Ⅰ. 관리의 강화  136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규제  136
2. 보안시설로서의 규제  137
Ⅱ. 관리 주체  137
1. 공동구 본체의 관리의무자  137
2.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  138
Ⅲ. 관리비용의 부담  139
1. 공동구의 점용관계와 비용분담  139
2. 점용료・사용료에 대한 쟁송방법  140
3. 제도 정비의 필요성  140
제 5 절 소결론  142
제 6 장 결론 및 제언  144
제 1 절 결론  144
제 2 절 제언  146
Ⅰ. 도시계획적 판단대상으로서의 지하공간  146
Ⅱ. 일반법과 개별법의 조화  146
참고문헌  148
Abstract  153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