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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생활수준 격차 심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수요 증가
등 사회여건이 변하고 있으나, 현행 공공기여 제도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재산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령에 담아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
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조례에 많은 부분을 위임
하여 정책 역량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협상제도 역시 부정확한 공공기여 총량 산정,
시설의 공급 수준에 대한 판단기준 부재, 공공기여의 공간적 범위 제약, 공공기여시설의
관리･운영 대책 미흡, 공공기여(가액)의 정산(검증)기준 미흡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일부 사전협상 대상지에서는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각할 뿐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구역 안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으로 이어지는 공공기여 제도
의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조성하는 데 활용하거나 생활SOC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리츠(REITs)에 투자할 필요가 있음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
기여 제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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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도시는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
으며,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점이 있다.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다양한
즐길 거리도 있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을 도시로 유인한다. 이러한 도시화는 양면성을
지닌다. 사람들이 모일수록 거리는 혼잡해지고,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교통체증이 심
화된다. 이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는 신규 개발과 동시에 적정 기반시설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동시성(concurrency)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구형수, 2015: 38). 우리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이 제도의 원래 취지는 그들이 유발하는 외부불경제
(external diseconomy)에 대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바
로잡는 것이었는데, 그 이상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이다. 이 때문에 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곳마다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우리가 살
고 있는 도시에는 오랫동안 제 기능을 잃은 상태로 있는 대규모 유휴 부지나 이전적지
가 많다. 흔히 이러한 토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이로 인해 부지의 가
격이 단기간에 올라 논란이 되기도 한다. 공공에서 어떤 향응을 제공받고, 사업자가
큰 이득을 보도록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물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빈번해지면 지역 발전을 위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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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필요한 곳에서도 사업 승인이나 계획 변경이 쉽지 않게 된다. 사실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원인은 단순하다. 공공기여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공공기여 제도를 운용하는 방법도 문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 하나는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기여를 적용하는 지역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 사업자들이 주로 불필요한 시설로 공공기여를 하는 것이 문
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기여라는 명목으로 설치되고 있는
시설은 대체로 도로, 공원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현행 공공기여의 관행이 삶의 질
(quality of life)이나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거에는 공공기여를 통해 도시의 생산성
을 높이는 데 필요한 생산기반시설(productive infrastructure)만 공급해도 문제가 없
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기에 더 나아가 우리 삶과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social
infrastructure)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후자와 관련한 이슈는 현행 공공기여 제도가 양극화를 촉진한다는 점이다. 공공기여
제도는 계획이익(planning gain)이 발생하는 곳에 적용된다. 최근 우리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개발에 대한 수요가 메말라가는 현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 변경을 통해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곳은 생활여건이 매우 양
호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곳은 개발이 활발히 일어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재투자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반면에 개발 수요가 없는 낙후지역은
어떤가?공공이 계획 변경을 해주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개발 자체가 일어나
지 않는다. 말 그대로 빈익빈 부익부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지만, 공공기여 제
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를 고쳐 쓸 때가 됐다.
이게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된 계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기한 다양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단순히 기부채납의 성격에 머물러 있던 제도의 한계를 넘어 지역 상
생을 도모하고, 포용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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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공공기여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한다. 현재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공공기여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한 상태로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련 규정이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이 개념이 기부채납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공공기여 제도를 단순히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나타나는 외부불경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간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부채납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공공기여 제도가 운영되면 앞서 말한 삶의 질과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나 생활여건의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불명확한 기준들을 찾아 개선점을 제시한
다. 현재 공공기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
된 상태다. 이에 일부 도시에서는 공공기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전협상제도를 운용
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서울특별시의 사전협상제도를 본받아 나름의 운영기준을 마
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대다수의 도시에서는 계획이익과
관련한 특혜 논란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만약 공공기여에 대
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일부 도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매
김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계획이익과 개발이익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향후 제2장에
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여기서 간략히 소개하면 계획이익은 도시계획 변경에 대
해서만 적용되는 협의의 개발이익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공공시설(부지) 혹은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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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 연구 흐름도
공공기여의 당위성과 시대적 요구
계획이익의 개념과
발생구조
공공기여의 개념과
당위성
공공기여와 관련한
시대적 요구

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고찰

공공기여 기준 정립과 기금 설치방안

중앙정부의 관련 제도

공공기여 제도의
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제도

공공기여 기준의
정립방안

관련 제도의 종합과
한계점

공공기여 기금의
설치방안

사례대상지의 공공기여 제도 적용실태
사례대상지 분석의
개요
공공기여 제도의
적용실태
분석결과의 종합과
시사점

자료: 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 검색일: 2020.10.21.)를 일부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담시키는 것이 공공기여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계획이익과 공공기여 제도
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며,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부담금 같은 일반적인 개발이
익 환수제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한편, 도시계획 변경도 용도지역･지구･구역을 비롯하여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개
발･정비사업 등 매우 다양한 대상에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용도지역 변경만 해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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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나 계획 수립(변경)과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 후자의 경우 역세권･이전적지
개발처럼 용도지역 간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그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된 행위로 한정하되, 역세권･이전적지의 용
도지역 간 변경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의 단계를 거쳐 논리를 전개
한다. 우선 제2장에 해당하는 ‘공공기여의 당위성과 시대적 요구’에서는 계획이익의
발생구조에 기초하여 공공기여의 당위성을 고찰한 후,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공공기여
의 개념과 운영방향을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
해당하는 ‘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고찰’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여 제도를 검토한 후, 제2장에서 정립한 공공기여의 개념과 운영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한다. 그리고 제4장에 해당하는
‘사례대상지의 공공기여 제도 적용실태’에서는 제3장에서 검토한 공공기여 제도가 적
용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끝으로 제5장에 해당하는 ‘공공기여 기준 정립과 기금 설치방안’에서는 앞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획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기준을 정립하고,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공공기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준
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성 연구(qualitative research)의 형태로 진행된
다. 단, 제2장에서는 제도의 운영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기존 연구의 결과물을 재가
공하거나 정부로부터 구득한 통계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정량 연구(quantitative
research)도 일부 병행한다. 그 외 본 연구의 본론에 해당하는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관련 법･제도와 사례대상지의 현황에 대한 내용을 일정한 분석의 틀에 맞추어 재정리
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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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제3장에서는 공공기여 총량의 산정방법, 공공기여의 종류 및 선정기준,
공공기여의 공간적 범위, 공공기여의 제공기준, 공공기여(가액)의 정산기준을 주요 분
석 항목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맞추어 광역자치단체 세 곳의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과
관련 조례를 검토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사업지구를 한 곳
씩 선정하여 사업 개요, 협상과정과 내용, 공공기여계획, 주요 이슈와 쟁점에 대해 조
사한다. 이는 제3장에서 검토한 제도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결정권을 가진 특･광역시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의 갈등 상황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과
관련한 조항(제42조의3)이 신설된 건 2012년이다. 이후 이 조항은 두 차례 개정되면
서 계획 변경의 범위(2003년), 부담 가능한 시설의 범위(2019년)가 확대되었다. 이러
한 변화가 나타나는 동안 기부채납, 개발이익 환수, 사전협상제도 등을 주제로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아마도 이들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정책 가운데 시급성이 높은 대
안은 두 차례의 개정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는 단순히 제안 사항에 머무는 데 그친 것도 많이 존재할 것이다.
이 연구의 특성상 앞서 언급한 이슈 외에도 관련을 맺고 있는 주제가 다양하기 때문
에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헌이 많이 존재하나, 여기서 이를 모두 다루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 부담과 관련한 조항이 신설된 2012년 이후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향후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전술한 것처럼 이 조항이 도입될 당시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담게 되면서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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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이에 대
한 표준화된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초창기의 선행연구에서는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고
려해야 하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례로 백운수 외(2013)는 기부
채납 시설의 적정 부담규모와 더불어 해당 시설의 종류나 위치 기준을 정립하여 기부채
납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여기서는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의해 발생한 개발이익(계획이득)이 사회적 공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발부영향
해소 차원의 기부채납과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우종 외(2014)는 공공기여의 관점에
서 기부채납의 인정 범위를 다양화하면서 시설별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
내 수요･공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한편, 이러한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공공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아니면 민간의 입
장을 대변하는지에 따라 접근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물론 앞서 언급한 두 연구는
공공의 관점에서 기부채납 제도의 개선점을 찾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
로 박병준(2016)은 공공 영역의 재량에 의해 좌우되는 기부채납 제도의 문제점을 민간
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후,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
하였다. 단, 이 연구에서 기부채납 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협상제
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물론 계획이익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견해를 달리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사전협상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과 부담금 제도처럼 개발이익 환수 차원
에서 접근하자는 주장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에서는 박병준
(2016)의 제안에서 더 나아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필요
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일례로 배웅규 외(2012)는 부천시라는 기
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반면에 이성룡 외(2017)는 경기
도라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이들 연구와 달리
후자의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형찬 외(2016)에서는 사전협상제도의 한계를 지적
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계획이익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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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공공
입장
기부
채납

민간
입장
주요
선행
연구

사전
협상
제도
계획
이익
조정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적정한 기부채납 가이 ∙ 문헌조사 ∙ 이론적 고찰
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 사례분석 ∙ 기부채납 관련제도 분석
∙ 연구자: 백운수 외(2013)
∙ 해외관련제도 분석
∙ 연구목적: 기부채납 적정규모
∙ 기부채납 운영실태 조사
기준 설정 및 대상시설･위치기
∙ 기반시설의 적정 기부채납 기준설정
준 개선방안 마련
∙ 기부채납제도 개선방안
∙ 과제명: 도시개발이익의 합리적
공유방안 마련연구
∙ 연구자: 이우종 외(2014)
∙ 연구목적: 시대변화 및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부채납 개선
방향 및 합리적인 운영･관리체
계 구축방안 마련

∙ 문헌조사
∙ 사례분석
∙ 설문조사
∙ 기술통계

∙ 공공성의 인식변화
∙ 도시계획적 공공성과 기부채납
∙ 서울시 기부채납의 이슈 및 개선방향
∙ 서울시 기부채납 개선방안
∙ 제도개선사항

∙ 과제명: 기부채납 제도의 문제 ∙ 문헌조사 ∙ 기부채납 관련 법령
점과 개선방안
∙ 면접조사 ∙ 제도운영상 문제점
∙ 연구자: 박병준(2016)
∙ 개선방안
∙ 연구목적: 기부채납 제도의 문
제점 고찰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 과제명: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 ∙ 문헌조사 ∙ 부천시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제 시행연구
∙ 사례분석 ∙ 공공기여의 의미와 타지자체 선행사례
∙ 연구자: 배웅규 외(2012)
분석
∙ 연구목적: 부천시 도시계획 변경
∙ 제도의 적용범위 및 기준설정
에 따른 계획이익의 합리적인 공
∙ 제도화 방안
공기여기준 및 제도화방안 마련
∙ 과제명: 경기도 도시계획 사전협 ∙ 문헌조사 ∙ 사전협상제 개요 및 도입여건
상제 도입방안
∙ 사례분석 ∙ 사전협상제 운영 사례
∙ 연구자: 이성룡 외(2017)
∙ 기술통계 ∙ 경기도 도시계획 사전협상제 도입방안
∙ 연구목적: 개발에 따른 합리적
공공기여 유도를 위한 경기도형
사전협상제 도입방안 마련

∙ 과제명: 계획이익 조정체계 정비 ∙ 문헌조사 ∙ 계획이익과 개발이익
∙ 사례분석 ∙ 계획이익 조정의 현황과 문제점
에 관한 연구
∙ 기술통계 ∙ 계획이익 조정의 국내외 사례분석
개발 ∙ 연구자: 이형찬 외(2016)
∙ 계획이익 조정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부담금 ∙ 연구목적: 계획이익의 개념을 정
립하고, 이에 대한 조정체계 정비
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본 연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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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공공 ∙ 문헌조사 ∙ 공공기여의 당위성과 시대적 요구
기여 기준을 정립하고, 이 제도 ∙ 사례분석 ∙ 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고찰
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 ∙ 기술통계 ∙ 사례대상지의 공공기여 제도 적용실태
금의 설치방안 마련
∙ 공공기여 기준 정립과 기금 설치방안

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이익의 발생구조를 이론적으로 규명하
고, 이를 토대로 공공기여의 개념을 재정립한다. 그동안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이론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많았으나, 계획이익만 별도로 구분하여 이러한 논의를
진행한 연구는 드물다. 게다가 이러한 부분이 공공기여 제도의 성격을 재정립하는 데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논의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공공기여 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불분명한 기준들을 재정립
한다. 그동안 기부채납 시설의 종류나 설치기준을 마련하거나, 사전협상제도의 체계
내에서 제도화에 필요한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는 일부 존재했다. 하지만, 본 연구
는 사전협상제도를 보다 상위법의 체계로 편입시켜 새로운 제도로 재설계하고, 여기에
필요한 단계별 운영기준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공공기여의 제공방식으로 현금 납부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
기 위한 수단으로 기금의 설치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물론 선행연구에서도 공공기여와
관련한 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제도를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체계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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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공공기여의 당위성과
시대적 요구

1. 계획이익의 개념과 발생구조
1) 계획이익의 개념
우리에게는 계획이익보다 개발이익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하다. 실제로 이를 규정하
고 있는 법률로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존재한다. 이 법률의 제2조제1호에서
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
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
액의 증가분을 개발이익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원
인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때 발생되는 이익
이 계획이익(planning gain)이다(<그림 2-1> 참조). 여기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하
그림 2-1 | 계획이익의 개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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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 계획이익(또는 계획이득)에 관한 선행연구의 개념 정의
구분

국내

해외

주요 내용

김상일 외(2006)

토지소유자의 투자행위와 무관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의 결정 등 공공의
계획결정 및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이우종 외(2014)

토지소유자의 투자행위와 무관한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이형찬 외(2016)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용도지역의 변경,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도시계획사업의 결정 등 공공의 계획과 변경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한 이익

Crook, et al.(2015)

용도 변경(change of use)을 포함한 개발계획의 허가(planning permission for
development)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증가

자료: 김상일 외. 2006. p.12; 이우종 외, 2014. p.38; 이형찬 외. 2016. p.47; Crook, et al. 2015. p.16.

계획 변경)이란 도시･군관리계획1)의 결정사항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계획 변경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연구자가 정의하는 계획이익의
개념도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김상일 외(2006)는 계획이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계획이익과 유사한 개념을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용도지역 변경･도시계획사업 결
정 등을 계획 변경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계획이득이란 앞서 언급한 공공
의 계획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의미한다. 이우종 외
(2014)도 계획이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계획 변경의 예시로 용도지역 변경만
을 언급한 부분은 차이를 보인다. 이를 제외하곤 계획이득을 김상일 외(2006)와 동일
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형찬 외(2016)는 앞의 두 연구와 달리 계획이익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
면서 용도지역 변경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변경･도시계획사업 결정까지 계획 변경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지가 상
승으로 발생한 이익을 계획이익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Crook, et al.(2015)은 개발이
익을 발생시키는 세 가지 경우2)를 예시로 들면서 이 가운데 용도 변경을 포함한 개발
1) ⑴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⑵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
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⑶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⑷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⑹ 입지규제최소구역
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16902호, 타법개정 2020.1.29.)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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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증가분을 계획이익으로 간주했다. 여기서 개발
계획의 허가까지 계획 변경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개발권 분리와 계획 허가제를 기반
으로 토지이용이 결정되는 영국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건축부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개발 계획을 허가하는 것 자체가 계획 변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2) 계획이익의 발생구조
우리는 용도지역제에 의해 모든 토지의 쓰임새가 결정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 자신
이 보유한 토지가 특정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개발이 가능한 용도와 밀도
도 결정된다. 향후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용도지역별로 규정된 상한용적률은 주택이나
상업･업무시설의 공급량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을 결정한다. 이는 곧 특정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었는가에 따라 개
발 잠재력이 달라지고 토지의 가치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주거와 상업지역만 존재하되, 용도별로 동일한 면적으로
배분된 도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의 상한용적
률이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을 것이다. 따라서 주거지
역의 수요곡선은 <그림 2-2>의 D1이 되고, 상업지역의 수요곡선은 D2가 된다. 이때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므로 S와 같이 수직선의 형태를 띤다. 모든 토지의 조건이
동일하다면 주거지역의 토지가격은 P1에서 형성되고, 상업지역의 토지가격은 이보다
높은 P2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사업자가 주거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을 변경하면 해당 토지의 가격은 P1에서 P2로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이는 다르게 표

2) Crook, et al.(2015)은 다음 세 가지 원인에 의해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⑴ 접근성을 개선하여 토지 수요와
시장 가치를 증대시키는 교통시설과 같은 공공의 투자(public investment), ⑵ 개발권을 부여받아 저절로 시장
가치가 상승하는 용도 변경(change of use)과 같은 개발 계획의 허가(planning permission), ⑶ 국가 전체의
경제적 성과(economic performance) 혹은 높은 토지 가치를 반영하는 특정 입지(specific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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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계획이익의 발생구조

자료: 저자 작성.

현하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개발 잠재력 차이, 즉 향후 늘어난 상한용적률만큼 추
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기대되는 수익이 토지 가치로 자본화된 것이다. 이때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하더라도 그 만큼의 가치 상승분이 매도자(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만약 직접 토지를 개발한다면 장래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의 실현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토지 가격은 또 한 번 상승하게 될
것이다. 즉,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계획이 변경되고, 미래개발가치가 증가하면서 큰
노력 없이 자본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2. 공공기여의 개념과 당위성
1) 공공기여의 개념
공공기여를 계획 변경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시설의 기부채납으로 한정하여 생각하
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이 둘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

18

표 2-2 | 기부채납의 법적 정의 및 실무 규정
구분

주요 내용

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 국가 외의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증권
‑ 지식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
‑ 부동산과 그 종물(건설 중인 재산 포함)
‑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건설 중인 재산 포함)
‑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지식재산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법적
정의

국토의 계획 및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이용에 관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법률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제57조제4항)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음

실무
규정

∙ 지구단위계획구역3) 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
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 기반시설
법률 시행령
‑ 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숙사 등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제42조의3
시설(상기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1항제12호)
∙ 이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로
하고, 제공받은 공공시설 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함
국토의 계획 및 ∙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
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이용에 관한
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에는 그 건축물에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자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률 제15794호, 일부개정 2018.10.16.); ｢국유재산법｣(법률 제17137호, 일부개정
2020.3.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2020.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75호, 타법개정 2020.8.26.).

3) 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⑵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
령령 제30975호, 타법개정 2020.8.26.) 제42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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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dedication)의 법
적 정의는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엄밀히 말하면 공공시설을 부담시키
는 대신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채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계획 변경의 반대급부로 공공시설을 부담하는 행위를 기부채납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됐고,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다. 실제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총괄･조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기부채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단지 실무적으
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를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4)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5)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기
부채납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다.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나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서는 이러
한 행위를 가리켜 공공기여라 바꿔 부른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나 ｢광주
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 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을 공공기여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서는 “도시관
리계획 변경 및 건축제한 완화를 통한 개발계획(안) 수립시 민간이 공공시설 등의 부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설치비용을 공공에 제공하거나, 계획상 공공이 필요로 하
는 용도를 도입하는 등 개발계획 전반의 공공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부산광역시, 2019: 14).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공공기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건축제한 완화
로 인한 계획이익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부담 방식으로 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설치하거나 현금으로 대납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일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2020.1.29.) 제57조제4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75호, 타법개정 2020.8.26.) 제42조의3제1항, 제46
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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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 공공기여의 개념

자료: 이우종 외, 2014. p.28; 김지엽 외. 2016. p.125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학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통상적인 기부채납의 역할로서 개발부영향을 완화하는 것
은 물론이고, 계획이익도 환수하면서 지역의 공공성도 증진시키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
로 공공기여를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우종 외, 2014: 28; 김지엽 외, 2016:
126).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도지역이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발생
하는 이익을 일부 환수하여 사업구역 밖의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여 공공기여가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확대해 놓고 있다. 이는 공공기여가
‘계획이익 공유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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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여의 당위성
(1)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
그동안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 개발
을 허용하는 건축 자유의 원칙을 적용해 왔다(최혁재, 2005: 36). 따라서 개발사업의
승인은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이며, 개발업자에 대한
특혜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주변 지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요구하고는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요구는 부당하다. 민간에서도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공공기여를 원인자 부담을 넘어서
는 수준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박병준, 2016: 11).
이때 근거를 드는 게 바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다. 개발사업의 승인을 조건부 허
가, 즉 부관(附款)6)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허가 등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사
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구역 밖에서 시설을 설치하
도록 요구할 수 없다. 주무관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주면서 조건을 붙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법｣ 제16조제7항에서도 해당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이러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앞서 우리는 개발
이익과 계획이익을 구분했다. 계획이익은 특수한 형태의 개발이익으로서 도시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만 발생한다. 여기에 부과하는 공공시설 부담은 부관이 아니라 특
혜에 대한 반대급부에 가깝다. 개발사업의 승인과 달리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응해줄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계획을 변경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건 특혜다. 때로는 계획 변경 후 자본이득만 취
하고 매각하는 일도 발생한다. 어쨌든 논란이 되지 않으려면 개발업자는 그에 상응하

6) 일반적으로 부관은 법령에 적합해야 하고, 재량적 행정 행위에만 부과할 수 있으며, 비례의 원칙 등 일반적인
행정법상 원칙이 적용된다(홍정선, 2010: 3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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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가를 치루는 게 맞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한다. 즉, 쌍방 간 거래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는 늘어나는 만큼의 용적률을 일정한 금액으로 사업자에게 파는
것과 같다. 부당결부의 원칙과는 무관하다.

(2) 계획이익 공유에 관한 논거
당장 주변에서 생활여건이 좋은 지역을 떠올려 보라. 국가는 모두가 이런 혜택을 누
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하지만, 누구나 탐낼 만큼 살기 좋은 땅은 한정되어
있다. 토지 공급의 고정성 때문이다. 당연히 이런 곳의 집값은 비싸다. 그래서 경쟁이
제한되어 있고, 아무나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최대한 많은 사람들
이 노력만 하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의
독과점을 막고 정상적인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완전한
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동산 가격을 부담 가능한(affordable)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
까?부동산 가격은 건물가치(A), 입지가치(B), 미래개발가치(C)의 총합이다.7) 여기
서 건물가치(A)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depreciation)되므로 하락하게 된다(김
지현, 2008: 146). 입지가치(B)가 하락한다는 것은 주변 지역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의미하므로 오히려 상승하기를 기원해야 한다. 결국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
리기 위해서는 향후 개발했을 때의 가치 상승분인 미래개발가치(C)를 하락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이때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
어야 부동산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8)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단 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언제쯤
부동산 가격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그래서 언제쯤 누구나 노력 여하
에 따라 생활여건이 좋은 지역의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될까?마냥 기다리고만 있기엔

7) DiPasquale & Wheaton(1995)는 주택가격이 농업가치, 건물가치, 현재입지가치, 미래입지가치증가로 구성된다
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현대 도시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였다.
8) 이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살아남은 이유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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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부족하다. 공공기여 제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
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계획이익의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부담하게 하여 생활여
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도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거창한 말로 바꿔 쓰자면 지역 간 불평
등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바로 계획이익을 공유
해야 하는 가장 타당한 이유다.

3. 공공기여와 관련한 시대적 요구
1) 생활SOC 수요 대응과 지역 격차 해소
성장 위주의 개발시대에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같은 기초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자원과 생산물의 교류를 촉진하고,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피해(대기오염, 폐
수 등)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삶의 질에 대한 사람
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 활동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나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노인복지시설 같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SOC)9)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부채납으로 제공되는 시설은 여전히 도로나 공원
같은 기초인프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우종 외(2014)에서 2002년부터 2012
년까지의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기부채납 시설의 종류를 조사한 결
과, <표 2-3>과 같이 도로와 공원이 전체의 8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면(面)적인 시설은 별도의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가 상대적으로 쉬울 뿐 아니라 사업비도 저렴하여 선호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개발사업

9)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란 보육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교통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27호, 제정 2018.11.16.)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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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부채납 시설 종류(예: 서울특별시)
구분

시설 종류별 구성비(%)

전체

도로

공원

공공공지

기타

건축허가

77.4

3.5

4.4

14.8

100

민영주택건설사업

29.7

57.3

7.0

6.0

100

계

48.8

35.8

6.0

9.5

100

자료: 이우종 외. 2014. p.72에서 일부 발췌.

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과 협의할 때 공공기여 비율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법적 확보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도로나 공원10)에 대한 계획을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어느새 이를 충족시키게 되는 경우도 많다(이우종 외, 2014: 85).
더 나아가 특정 시･군･구에만 생활SOC가 집중적으로 건립되어 생활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구형수 외(2019)에서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
곳을 대상으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11)를 통해 생활SOC 접근성의 형평성 수준
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소한 한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불균형
상태(붉은색)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4>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기여 제도는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식으
로 운영되고 있다. 왜냐하면 계획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군･구는 생활여건이 양호
한 곳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익의 일부가 해당 시･군･구의 범위를
벗어난 곳에 사용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개발 수요가 높은 시･군･구는 공공기여
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시･군･구는 별다른 개선
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생활여건이 취약한 지역일
수록 시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자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우리 정부도 2019년 4월에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생활SOC 최
저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

10) 공원에 대한 확보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있다(<부록1> 참조).
11) 지니계수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형수 외(2019: 43-46)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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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 광역자치단체별 생활SOC 접근성에 대한 지니계수 분포
어린이집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보건기관

공원

도서관

공연장

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자료: 구형수 외. 2019. pp.53-58에서 일부 발췌.

다. 하지만, 이 계획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후 3년 동안의 투자 계획이기 때문
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생활여건이 양호한 시･군･
구에서 발생한 계획이익을 그 지역에 다시 투자하기보다 그렇지 못한 시･군･구의 생활
SOC를 공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26

2)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집행력 제고
생활SOC를 공급하는 데 있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바로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할 곳으로 결정하고서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부지가 2019년 현재 1,015
㎢에 달할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그림 2-5> 참조). 게다가 이 중에서 79.5%에 해당
하는 807.0㎢가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면적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
로서 그 규모가 186.5㎢에 달하고 있다. 그 외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도 각각 132.8㎢와
113.0㎢에 달할 정도로 해당 부지의 면적이 큰 곳이다.
다만 경기도는 전체 미집행 부지 중에서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65.8%로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낮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로서 미집행 부지의 무려 96.2%가 10년이 지나도록 사업
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도 10년이 지나
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지의 비율이 각각 95.3%, 95.0%, 94.1%로
90.0%를 넘어서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절반 이상
그림 2-5 | 광역자치단체별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2019년)

자료: 국토교통부. 2019년 도시계획현황통계.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upis.go.kr, 검색일: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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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이 사유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무려 88.0%가 사유지에 해당
한다. 대전광역시(86.5%), 전라북도(85.4%), 울산광역시(84.8%), 충청남도(82.9%)
에서도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해당 시설을 계획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나, 여기에 들어갈 비
용만 총 16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미집행 부지의 면적이 가장 큰
경기도에서는 34.7조 원이나 필요한 상황이며, 재정여건이 양호한 서울특별시에서도
12.5조 원이나 조달해야 한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 인가
를 득하거나, 그 후 5년 이내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
게 된다.12) 이러한 부지는 나름의 수요와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된 것이므로
생활SOC를 공급하기에 적합한 부지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면 그 이후에는 상승된 가격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구형수, 2018: 4).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09년 민간
공원 특례제도 도입13)을 시작으로 2018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훼손지 복구사업이 가
능토록 했으며,14) 2019년부터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도도 활용하
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5).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공원에만 한정된 것이므로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설을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계획
이익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규제로 고통 받는 이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다변화되는 시설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2020.1.29.) 제48조제1항, 제88조제7항.
13)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면적(5만㎡ 이상)의 70%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860호,
일부개정 2009.12.29.) 제21조의2).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5593호, 일부개정 2018.4.17.) 제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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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세권, 이전적지의 공공임대 수요 대응
생활여건이 나쁜 지역에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SOC를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생활
여건이 양호한 곳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거주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공간 부정의(spatial injustice)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성시가지 내 부지를 공공이 매입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
다. 따라서 과거에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제한구역15)을 포함한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대규모의 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여 임대차시장을 안정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 게다가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는데(마강래･강은
택, 2008: 51), 도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이곳을 왕래하는 교통비 지출
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소득 격차만 심화된다(진미윤･김경미, 2020: 31). 이
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성장관리전략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기성시가지
에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윤혜정, 2005: 349).
물론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였다. 2004년에는 도심의 저소득층이 해당 지역에서 생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존 주택(다세대/다가구)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공급했으며(최은
희, 2013: 52),16) 2005년에는 사회적 혼합(social mix)을 실현하고, 원주민의 재정
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비율17) 제도를 시

15) 물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면적의 10~20% 범위 안에서 훼손지 복구사업의 형태로
공공기여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2020.6.9.) 제4조제4항).
16) 이는 건설교통부(2004)의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에 따라 서울시 5개 구를 대상으로 503호 공급의 시범사업
을 거쳐 도입된 제도로서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최은희, 2013: 55-56).
17) 2005년 3월 18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제4조의2), ‘주택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제30조의 2)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7392호,
일부개정 2005.3.18.). 단, 2009년에 재건축에 대한 임대주택 의무비율 제도는 폐지되었다. 현재는 정비계획상
허용 용적률까지는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으며, 허용 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재건축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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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 도심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변화(2011년-2019년)

주주: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장기전세)은 제외함.
자료: 국토교통부. 2019년 도시계획현황통계.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upis.go.kr, 검색일: 2020.10.21.).

행했다. 하지만, <그림 2-6>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다 2013년부터 철도
부지,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행복주택(관계부처 합동,
2013: 22)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서 2014년에 이르러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48%로 급격이 증가했다. 특히, 2016년과 2019년에는 그 비중이 60%를 넘어섰는데,
각각 행복주택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공급 물량이 늘어난 것이 여기에 일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17년부터 행복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용지에도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국토교통부, 2020a: 30)하면서 도심
형 공공임대주택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공공기여를 통해 역세권이나 대규모 유휴 부지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은 저소득층의 도심 내 임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만 일정 비율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공공이 인수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참여
연대. 2019.4.2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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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계획 변경에 대한
공공기여 제도 고찰

1. 중앙정부의 관련 제도
1) 지구단위계획의 관련 규정
지구단위계획은 일단의 토지에 대해 도시설계 수준의 구체적인 계획사항을 사전에
규정하는 제도로서 매우 다양한 상황에 대해 수립한다. 구체적으로는 용도지구, 개발
사업구역1),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공원에서 해제되는 구
역, 녹지지역에서 시가화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지역(역세권
등), 유휴 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2)
의 전체나 일부에 대하여 지정하게 된다.3) 특히, 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 시
행 이후 10년이 지난 지역과 상기 지정 대상 중에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서 시가화
조정구역･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또는 녹지지역에서 시가화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에는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4)

1)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제3조),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대지조성사업지구(｢주택법｣ 제15조),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
호, 제12호),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를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2020.1.29. 제51조제1항).
2) 시범도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등을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2020.1.29.)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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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 기부채납에 대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범위
구분

완화 범위

건폐율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무상 양수받은 공공시설
면적 제외)÷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
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75호, 타법개정 2020.8.26.) 제46조제1항.

이러한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
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공에 제공하면 <표 3-1>과 같이 건폐율･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5) 물론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
의 제공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6) 이때 만약 구역 안에 다른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이 충
분히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구역 밖의 배수구역7)에 공공하수처리시설8)을 설치하는 것
도 가능하다.9)
이와 관련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과 도시지역 내 용도지구의 테두리 안에서만 변경(예: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
역)할 수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변경(예: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은 불가
능하다.10) 하지만, 정부는 2012년 4월 10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2020.1.29.) 제51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75호, 타법개정 2020.8.26.) 제43조제5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75호, 타법개정 2020.8.26.) 제46조제1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75호, 타법개정 2020.8.26.) 제46조제1항.
7) 배수구역이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하수도법｣(법률 제17326호, 타법개
정 2020.5.26.) 제2조제14호).
8)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하수도법｣(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2020.5.26.)
제2조제9호). 이처럼 구역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2012년 1월 6일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75호, 타법개정 2020.8.26.) 제46조제1항.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75호, 타법개정 2020.8.26.) 제4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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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을 개정하여 역세권 등을 복합용도로 개발11)하거나, 1만㎡(현재 5천㎡) 이상의
유휴 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12)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주거･
상업･공업･녹지지역 간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게 되었다.13)
이러한 용도지역 간 변경은 종내 변경에 비해 우발이익이 매우 크게 발생되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게 된다. 그 결과 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내에
서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 부담을 요구하는 조항(영 제42조의2)14)도 함께 마련되었
다. 그리고 이를 위해 ⑴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⑵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
나, ⑶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세 가지 형태의 부담방식이 허용되었다.15)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계획 변경과 공공기여에 관련된 부분이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구역 밖
에도 기반시설(현물)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현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16)
이로 인해 이 제도는 기존 기부채납의 성격을 넘어 계획이익 환수 또는 공유의 성격도
지니게 되었다. 물론 그 범위가 관할 시･군･구를 넘지는 못하며, 그 대상도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現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방재지구이거나 시･도나 대도시의 도

11)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
하여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⑴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⑵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⑶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 이내에 위치한 지역, ⑷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92호,
일부개정 2012.2.1.) 제51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718호, 일부개정
2012.4.10.) 제43조제1항).
12) 도시지역 내 유휴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군사시설･철도･항만･공항･공장･병원･학교･공공청
사･공공기관･시장･운동장･터미널 등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⑴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
한 지역, ⑵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⑶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하나를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92호, 일부개정
2012.2.1.) 제51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718호, 일부개정 2012.4.10.)
제43조제2항, 제43조제3항).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718호, 일부개정 2012.4.10.) 제45조제2항.
14) 2016년 12월 30일에 해당 조항이 제42조의3으로 이동하였다.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718호, 일부개정 2012.4.10.) 제42조의2제2항.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718호, 일부개정 2012.4.10.) 제42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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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계획 변경 관련 공공시설 등 부담방법
구분
용도지역
변경

일반(종내 변경)
역세권, 이전적지(종간 변경)
도시･군계획시설 폐지

구역 안(시설 부족)

구역 밖(구역 안 시설 충분)
현물

현금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배수구역)

-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설치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설치(관할
시･군･구 내)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관할 시･군･구
내 시설 확보에 사용)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75호, 타법개정 2020.8.26.) 제42조의3제2항, 제46조
제1항.

시･군계획조례로 규정한 기반시설 취약지역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
이다.17) 게다가 현금으로 납부된 설치비용도 그 지역의 기반시설의 확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18)
이후 해당 규정도 사회여건이 변하면서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치게 된다. 첫 번째 개정
은 2013년 6월 11일에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역세권 등의 복합개발과 대규모 이전적
지 개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에 따라 행위제한
이 완화되기만 하면 공공기여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19) 이로써 <표 3-2>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20)과 도시･군계획시설 폐지 모두에 대해 공공기여 제도가 적용되
는 체계가 갖추어졌다. 두 번째 개정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 3월 19일에 이루어졌다.
이때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애초에 부담 가능했던
기반시설을 넘어 공공시설이 추가되었으며, 더 나아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국토교통부, 2018: 14)의 후속 조치로 공공임대주택21)과 기숙사도 추가되었다.22)
원래 기반시설은 도시의 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비롯하여, 시민이 쾌적하고 적정한 생활수준 유지와 관련이 있는 사회서비스 시설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718호, 일부개정 2012.4.10.) 제42조의2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718호, 일부개정 2012.4.10.) 제42조의2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593호, 일부개정 2013.6.11.) 제42조의2제2항.
역세권 등의 복합개발과 대규모 이전적지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했다.
21)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부록2>를 참조하기 바란다.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629호, 일부개정 2019.3.19.) 제42조의3제2항.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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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종류
구분

공통

기반시설

공공시설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면허시설

-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유원지

-

유통･공급
시설

수도, 공동구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
체육시설

(행정청이 설치하는) 운동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운동장 외)

-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

보건위생
시설

(행정청이 설치하는)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장사시설(화장장･공동묘지･봉안
시설 외,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
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
빗물저장･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구거

기타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2020.1.29.)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75호, 타법개정 2020.8.26.) 제2조,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70호, 일부개정 2020.10.19.) 제2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법
률 제17348호, 타법개정 2020.6.9.) 제2조.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강운산, 2007: 6; OECD, 1991: 19). 반면, 공공
시설은 공공성이 강하여 행정청이 소유하거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공공용 시설로 한
정된다(강운산, 2007: 9). 따라서 <표 3-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상황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대부분 기반시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시설로 공공시설을 추가한 것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현재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고서도 공공기여로 인정되는 시설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23) 이로 인해 지방자
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 조항을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75호, 타법개정 2020.8.26.) 제42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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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하여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지정,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도시･
군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여 공공기여 제도가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정책 역량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 관련 규정을 담지 못해 해당
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더 나아가 공공기여와 관련한 조항을 처음 도입할
때 해당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 법률유보의 원칙24)을 위배했다는 주장도 있다(김남욱,
2016: 20).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
는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김남욱, 2016: 19-20). 이러한 논쟁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을 법률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2) 기부채납 한도 제한 규정
현재 정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거나, 주택건설
사업과 정비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
련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각각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에 대해서
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세부
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의당사자, 적용대상, 부담기준은 제도별로 상이하다. 우선 협
의 당사자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입안･결정권자와 개발사업
자, 주택건설사업은 승인권자와 건설사업자, 정비사업은 시장･군수와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된다.25) 다음으로, 기부채납을 적용하는 대상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은 구역의
지정･변경 및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군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24)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항은 공익상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자의적으로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고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김남욱, 2016: 19).
25)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일부개정 2018.12.2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
토교통부훈령 제839호, 일부개정 2017.5.1.);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543호, 일부개정 20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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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비교･검토
구분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주택건설사업

근거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제17절)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4편제10장)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협의당사자

계획입안･결정권자와 개발사업자

승인권자와 건설사업자

적용대상

∙ 민간(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는
∙ 민간(주민)이 입안을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
은 주택건설사업
량에 관한 사항
경에 관한 사항

부담기준

∙ 부지 토지면적(기반시설을 설
∙ 해당 사업부지 면적(지방자치단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지구
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토
체로부터 무상양여받은 국･공
단위계획과 동일
지면적으로 환산)을 기준으로
유지의 면적 차감)의 8% 이내
∙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대상
10~20%(주거･상업･공업지
‑ (용도지역 내 변경) 사업시행
토지면적(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역은 10~15%) 수준에서 협의
자와 협의하여 기반시설 기부
경우에는 그 비용을 토지면적
를 통하여 결정하되(용도지역
채납 최대 상한에 10%p 추가
으로 환산)의 5% 내외에서 협
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 (용도지역 간 변경) 변경된 용
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최대
의 경우 이를 고려), 최대 25%
적률과 토지가치 등을 고려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여 별도의 부담기준 설정

주주: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운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외함.
자료: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일부개정 2018.12.2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
통부훈령 제839호, 일부개정 2017.5.1.);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543호, 일부개정 2017.8.8.).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26) 한편,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정비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27)
그리고 부담기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은 부지(토지)면적의 25%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10〜20%(주거･상업･공업지역은 10〜15%) 수준28)에서 결정된
다.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와 해제할 때의 부담기준이

26)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일부개정 2018.12.2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
토교통부훈령 제839호, 일부개정 2017.5.1.).
27) 국토교통부. 2014.12.30. 보도자료. p.2.
28) 해당 기준을 적용할 때 지역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위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 결정하거나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일부
개정 2018.12.21.)). 단, 기부채납 부담률을 위 최대 기준보다 높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일부개정 2018.12.21.)).
29)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일부개정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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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시설 결정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부담수준이 동일하지만, 시설 해제30)는 부지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없으며, 통상적으로 5% 내외에서 결정된
다.31) 주택건설사업은 부지(토지)32)면적의 8%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없으며,33) 용도
지역 내 변경의 경우 기부채납 최대 상한에 10%p를 추가하며, 용도지역 간 변경에 대해
서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가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담기준을 정할 수 있다.34)
하지만, 상기 규정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기부채납의 규모, 시설의 종류 및 위치,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이 담겨 있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두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어 있다.35) 단지 기부채납을 할 때 개발사업 대상지나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을 설치하고, 배타적으로
이용될 지역은 입지를 정할 때 배제하기를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36) 이와 함께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계획하고, 자투리형 토지의 기부채납은 지
양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37)
30)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청사 이전 등으로 ｢국유재산법｣ 제40조제1
항에 의해 용도폐지된 공공청사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839호, 일부개정 2017.5.1.)).
3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839호, 일부개정 2017.5.1.).
32)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공원･녹지･주차장의 경우에
는 부지와 시설을 함께 기부채납하는 것을 허용한다(｢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
시 제2017-543호, 일부개정 2017.8.8.)). 단, 도로･공원･녹지･주차장 외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
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
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3호, 일부개정 2017.8.8.)).
33) 건축위원회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건축위원회에 상정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토지면
적 비율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높일 수 있다(｢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3호, 일부개정 2017.8.8.)).
34)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3호, 일부개정 2017.8.8.).
35)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일부개정 2018.12.2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
토교통부훈령 제839호, 일부개정 2017.5.1.);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543호, 일부개정 2017.8.8.).
36)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일부개정 2018.12.2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
토교통부훈령 제839호, 일부개정 2017.5.1.);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543호, 일부개정 2017.8.8.).
37)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일부개정 2018.12.2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
토교통부훈령 제839호, 일부개정 2017.5.1.);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543호, 일부개정 2017.8.8.).

40

2.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제도
1) 제도의 개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여 관련 제도로는 사전협상제도가 대표
적이다. 이는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계획 변경에 대한 특혜를 해소하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08년에 서울특별시에서
“대규모부지 용도변경 활성화와 도시계획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新도시계획체
계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이성룡 외, 2017: 31). 이후 2009년
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시행에 따른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이 제도
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20년 6월 현재까지 총 5
곳38)에서 사전협상이 완료되었으며, 3곳39)이 협상 중이고, 8곳40)이 협상을 준비하
는 상황이다(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2020: 16).
이를 본받아 2016년 1월에는 부산광역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기준｣을 제정
하였고, 2017년 3월에는 광주광역시에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정하
면서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부산광역시에는 2017년 11월 기준으로 10곳 정
도의 사전협상 검토대상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부산광역시, 2017: 298).
이 외에도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사전협상제도
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계획이익을 공유하는 공간적 범위를 시･군･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제도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도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전협상제
38)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마포 홍대역사, 용산 관광버스터미널, 성동구치소, 강남 현대자동차(GBC) 부지가 여기에
해당한다(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2020: 16).
39) 광운대 물류시설, 동서울터미널, 성대야구장 부지가 여기에 해당한다(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2020: 16).
40) 롯데칠성, 수색역세권, 서울역북부역세권, 舊한국감정원, 용산철도병원, 서초 코오롱, 과천대로 서울레미콘, 목동
CBS 부지가 여기에 해당한다(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202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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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운영지침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뿐 아니라, 제도 시행에 필
요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한 부분이 많아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를 재분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운
영지침과 조례에서 제시한 기준을 ⑴ 공공기여 총량의 산정방법, ⑵ 공공기여의 종류
및 선정기준, ⑶ 공공기여의 공간적 범위, ⑷ 공공기여의 제공기준, ⑸ 공공기여(가
액)의 정산기준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2) 제도의 운영기준
(1) 공공기여 총량의 산정방법
공공기여 총량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공공기여로 제공해
야 하는 토지면적(공공기여 토지면적)에 ㎡당 종후 감정평가액을 곱하는 것이다. 이는
기부채납의 개념에 충실한 산정방식으로서 ‘토지면적 기반 접근법’이라 부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계획이익의 규모를 추정하고, 여기에 일정 수준의 부담비율41)을 곱하는
방식, 즉 ‘계획이익 기반 접근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때 계획이익은 도시계획 변경
전･후의 감정평가액 차이(토지가치 증가분)로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① 공공기여 토지면적 × ㎡당 종후 감정평가액
② (종후 감정평가 토지가치 – 종전 감정평가 토지가치) × 부담비율
자료: 부산광역시. 2019. p.14; 광주광역시. 2019. p.15.

여기서 우선 토지면적 기반 접근법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공공기여 총량을
정할 때 사업자에게 부지면적(A)의 일정 비율(B)을 제공하라고 요구한다. 이때 부지

41) 부산광역시는 50%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광주광역시는 40~60% 범위에서 협상대상지의 공익적 기여 등을
고려하여 협상조정협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부산광역시, 2019: 14; 광주광역시,
20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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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도시계획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아래의 산식으로 조정한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42) 이를 공공기여 기준 대지면적(A′)이라 부른다.

공공기여 기준 대지면적 = [ {1 - (도시계획시설용도 건축연면적 / 건축총연면적) } × (계획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 (법정)최대용적률) ] × 부지면적
자료: 서울특별시. 2018. p.26; 광주광역시. 2019. p.15.

여기서 일정 비율(B)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공기여비율(B′)인데, 광역자치단체마다
<표 3-5>와 같이 적용 대상과 기준에 차이를 두는 편이다. 이를 보면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에서는 주거지역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표 3-5 | 광역자치단체별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비율
구분

용도지역 변경 내용
변경 전
자연녹지
준주거

①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제1종일반주거

②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일반주거

공공기여비율

변경 후

서울

부산

광주

제3종일반주거

-

37%

-

제3종일반주거

-

30%

-

제2종일반주거

-

28%

-

일반상업

30% 내외

30%

30% 내외

일반상업

40% 내외

35%

38% 내외

준주거

20% 내외

-

19% 내외

일반상업

45% 내외

40%

39% 내외

준주거

30% 내외

-

23% 내외

일반상업

48% 내외

-

43% 내외

준주거

07% 내외

-

31% 내외

일반상업

35% 내외

준주거

25% 내외

35%

-

변경 없음

20% 내외

20% 내외

①+②

-

총량의 합산 – 5%

-

총량의 합산 – 5%

허용용도 범위
확대

-

-

30%

-

자료: 서울특별시. 2018. pp.25-26; 부산광역시. 2019. p.14; 광주광역시. 2019. p.14.

42) 부산광역시의 경우 공공기여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서울특별
시의 산정기준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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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용도지역 변경도 포함하되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가 중
복으로 적용되는 사안은 다루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토지면적 기반 접근법은 계획 변경의 유형이 같을 경우 대상지의 입지와 무
관하게 동일한 공공기여비율을 적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에서 용도
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100억 원의 토지가치가 증가한
곳과 500억 원이 증가한 곳 모두 동일하게 30%의 공공기여비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면적 기반 접근법으로 산정된 공공기여 총량은 협상의 기준으로만 활용할
뿐, 실질적으로는 계획이익 기반 접근법으로 총량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계획이익 기반 접근법도 계획이익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
이 있다. 현재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종전 감정평가 시점은 협상대상지 선정평가 신
청일(또는 공공의 협상대상지 선정 이전), 종후 감정평가 시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일로 규정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 20; 부산광역시, 2019: 16; 광주
광역시, 2019: 17). 이는 결국 대상지 선정 시점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일
까지의 토지가치 증가분을 계획이익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순수하게 계획
변경으로 인해 증가한 부분만 포함되었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2) 공공기여의 종류 및 선정기준
공공기여의 유형은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해왔다.
서울특별시에서 사전협상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건 불가능했고,
현물로 제공하는 것만 가능했다. 이때 제공할 수 있었던 시설은 공공시설, 공익시설,
공여시설의 세 가지였다. 여기서 공익시설은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기반시설, 장
기전세주택, 임대주택, 산업지원센터, 복지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공용･광역적 시설 등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의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시설을 말한다(서울특별시, 2009: 38).43)
43)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기부총액 및 개발연관성을 고려한 구 단위 시설의
운영비 지원, 창업･훈련비용 지원 등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소요된 경비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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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민간이 소유하는 시설도 공공기여로 인정해주었는데, 그게 바로 공여시
설이다. 이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공공성용도와 전략용도로 구분
된다. 공공성용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표 3-6 | 광역자치단체별 공공기여의 종류
구분

현물

연도

공공 소유

민간 소유

∙ 공공시설
∙ 공익시설

∙ 공여시설

2015 ∙ 공공시설
2016 ∙ 기반시설

∙ 전략용도

2009

현금
-

∙ 공공시설
2018 ∙ 기반시설
∙ 공공임대주택
서울

∙
∙
2019 ∙
∙
∙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
∙
∙
2020
∙
∙
∙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2016
부산

광주

∙ 기반시설 설치비용
-

∙ 공공시설
∙ 기반시설

∙
∙
2019
∙
∙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2017 ∙ 공공시설
2019 ∙ 기반시설

∙ 기반시설 설치비용
∙ 공여시설(소유권 명시 X)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전략용도
-

∙ 기반시설 설치비용

자료: 서울특별시. 2009. pp.37-38; 서울특별시. 2015. pp.22-23; 서울특별시. 2016. pp.22-23; 서울특별시. 2018.
pp.22-2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261호, 일부개정 2019.7.18.) 제19조제2항;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52호, 일부개정 2020.10.5.) 제19조제2항; 부산광역시. 2016. p.11;
부산광역시. 2019. p.11; 광주광역시. 2017b. pp.13-14; 광주광역시. 2019. p.11.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협상정책회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서울특별시. 200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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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전략용도는 협상조정협의회에서 상위계
획의 실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안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서울특별시, 2009: 38).
2015년에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데 이용되던 공익시설
의 명칭이 아예 기반시설로 바뀌었으며, 2016년에는 공여시설의 명칭도 전략용도44)
로 바뀌었다. 이후 감사원(2017)에서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공공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고, 서울특별시에서 이를 받아들여 2018년에 개정된 운영
지침에는 전략용도를 삭제하는 대신에 공공임대주택을 새롭게 추가하였다(서울특별
시. 2018: 23). 이후 2019년과 2020년에 또 다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45), 공공임대상가46)도 공공기여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47)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도 공공기여의 제공방식이 달
라졌다. 각각 도입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참조하여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기
본적인 시설로 두고, 공여시설 혹은 전략용도를 민간 소유의 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산광역시, 2016: 11; 광주광역시, 2017b: 14). 그러나 서울특별시에서 감
사원 지적 사항에 따라 전략용도를 공공기여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광주광역시에서
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광주광역시, 2019: 11). 이에 반해 부산광역시에서
는 여전히 공여시설을 제공 가능한 시설 중 하나로 존치시키고 있는데,48) 이는 애초에
44) 당시의 운영지침에서는 전략용도를 ‘개발계획상 공공성 확보 또는 정책적 목표 달성 등을 위하여 공공이 제안하고
민간이 도입･설치하는 시설로서, 지속적인 운영 담보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협상정책회의
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를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시설’로 정의했는데, 이는 초창기 전략용도 개념에서 조금 바뀐 것이다(서울특별시. 2016: 23).
45) 공공임대산업시설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 관련시설 또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권장업종과 관련된 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서울특
별시 도시계획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261호, 일부개정 2019.7.18.) 제19조제2항).
46) 공공임대상가란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한 상가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서울특별시 도시계
획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52호, 일부개정 2020.10.5.) 제19조제2항).
47)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의 경우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반)시설과 달리 일정 조건의
사용자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공공기여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19: 11).
48) 부산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여시설의 개념은 개발계획상 공공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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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명시하지 않아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공공 소유의 도시･군계획시
설만 공여시설로 인정해주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표 3-7>과 같이 공공시설 등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
련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과 밖의 시설에 대한 요건을 차별화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구역의 안팎과 관계없이 도시계획결정권자의 정책실현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선정한다는 점은 동일하다(서울특별시, 2018: 23; 부산광역
시, 2019: 12; 광주광역시, 2019: 12).
표 3-7 | 광역자치단체별 공공시설 등의 선정기준
구분

구역 안
선호 시설

제외 시설

구역 밖(선호 시설)

∙ 상위계획 등에 의해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결정권자의 정책실현 등
구역 내･외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계되는 공공･ 을 위해 필요한 시설
∙ 도시계획결정권자의 정책실현 등
서울
기반시설(사업부지내 입주자 편익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을 위해 필요한 시설
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 ∙ 기타 기반시설취약지역에 필요한
∙ 광역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설
시설
∙ 생활권역 내 소규모 공공기여시설

부산

-

∙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된 공공시 ∙ 지역균형발전과 합리적 도시정비
설 등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 사업부지와 연계되는 공공시설 등 ∙ 도시계획결정권자의 정책실현 등
∙ 사업부지 진입을 위한 진･출입 도로 을 위해 필요한 시설
∙ 기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 기타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
사항
에 필요한 시설

∙ 지역균형발전과 합리적 도시정비
∙ 상위계획 등에 의해 당해부지 내･외
∙ 사업부지와 연계되는 공공･기반시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
설(가･감속차로, 공원 등 사업부지
∙ 도시계획결정권자의 정책실현 등
∙ 도시계획결정권자의 정책실현 등
광주
내 입주자 편익시설로 사용될 가능
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성이 큰 시설 및 개발 관련 법령에
∙ 기타 기반시설취약지역에 필요한
∙ 광역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설
따라 의무 설치하는 공공･기반시설)
시설
∙ 생활권역 내 소규모 공공기여시설
자료: 서울특별시. 2018. p.23; 부산광역시. 2019. p.12; 광주광역시. 2019. p.12.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가능 용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를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시설이
다(부산광역시, 2019: 11). 이처럼 서울특별시의 2016년 운영지침에서 제시한 공여시설 개념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또한 민간 소유의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되나, 소유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
므로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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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구역 안의 시설은 선호 대상과 제외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일단 선호 대상은
상위계획에 부합하면서 광역적인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소규모 시설
이다(서울특별시, 2018: 23; 광주광역시, 2019: 12). 하지만, 이는 추상적인 기준이
기 때문에 과거처럼 도로나 공원 위주로 공공기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진･출입 도로, 가･감속차로, 공원 등 사업부지와 연계된 시설을 공공기
여로 인정하지 않는 곳이 많아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다(서울특별시, 2018: 23; 부산광역시, 2019: 12; 광주광역시, 2019: 12).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현행 규정상 구역 밖에 공공기여를 제공하려면 이에 앞서
구역 안의 시설에 대한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해당 시설을 선정할 때 이러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구역 안의 모든 공공･기반시설에
대해 충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 위주로
시설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그 어느 곳에서도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
지는 않고 있다.
다음으로, 구역 밖의 시설은 대체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선호하
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 23; 부산광역시, 2019: 12; 광주광역시, 2019: 12). 이
는 공공기여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사업지구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 나아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 등이 취약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선정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데(서울특별시, 2018: 23; 부산광역시, 2019:
12; 광주광역시, 2019: 12), 이로 보아 공공시설 등의 공급 수준과 관련한 지역 격차
를 해소하는 것도 공공기여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공공기여의 공간적 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기여를 제공하게 되더라도 모든 곳에 이를 적용할 수 있
는 건 아니다.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은 관할 시･군･구의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방재지구, 그리고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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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특･광역시의 경우 그 범위가 관할 자치구로 한정되어 이를 넘어서는 생활SOC 공
급 수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을 어디에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표 3-8>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다. 이를 보면 용도지구 중에서 경관지구, 보호지
구, 취락지구는 모든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외에도 광역자치단체마다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해당 구역 밖의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뿐 아니라, 정비구역과 재정
비촉진지구도 지정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49) 광주광역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거환
경개선사업 등에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50) 부산광역시에서는 해당
구역 밖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도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51)
이는 앞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도 공공기여비율을 설정하고 있
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표 3-8 | 광역자치단체별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지정범위
구분

용도지구

용도구역

∙
∙
서울
∙
∙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
부산
∙
∙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

∙ 경관지구
광주 ∙ 보호지구
∙ 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기타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그 밖에 공공시설 등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시
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 기반시설부담구역
∙ 그 밖에 공공시설 등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계
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 그 밖에 공공시설 등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계
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자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52호, 일부개정 2020.10.5.) 제19조의3제1항; ｢부산광역시 도
시계획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130호, 일부개정 2020.5.27.) 제17조의3제1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광
주광역시조례 제5449호, 일부개정 2020.6.1.) 제25조의3제1항.

4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52호, 일부개정 2020.10.5.) 제19조의3제1항.
50)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5449호, 일부개정 2020.6.1.) 제25조의3제1항.
5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130호, 일부개정 2020.5.27.) 제17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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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를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지정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공공시설 등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도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
래도 경관지구나 보호지구와 같이 조례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지역보다는 우선순위에
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공공기여의 제공기준
사업자가 공공기여를 제공할 때 공공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것도 가
능하다.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여기에 부속된 토지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이 준공되기 전이나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을 관리청에 이전해야 한다(서울
특별시, 2018: 24; 부산광역시, 2019: 13; 광주광역시, 2019: 13).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할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시설 종류의 편중, 주
변과의 시설 공유 미흡, 접근이 불가능한 시설 제공, 부정형의 도로 구획, 공공성이
낮은 시설 제공, 관리부서의 유지･관리 소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백운수 외, 2013:
147-148; 이우종 외, 2014: 84-98).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마다 나름의 시설 설치기준
을 마련하여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3-9>는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수
용 여부, 입지 및 규모, 이행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재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우선
시설 설치에 대한 수용 여부는 상위계획과의 적합성, 공익성, 관리청의 의견을 고려하
여 결정한다(서울특별시, 2018: 24; 부산광역시, 2019: 12-13; 광주광역시, 2019:
12). 입지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좋고, 개방성이 확보되는 곳에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대중교통체계와의 연계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서울특별시, 2018: 24; 부산광역시,
2019: 12-13; 광주광역시, 2019: 12). 시설의 형상도 정형화되는 것이 좋고, 사업부
지 내 입주자 편익시설로만 이용될 시설은 설치 규모를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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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 광역자치단체별 공공시설 등의 설치기준
구분

해당 지자체
서울 부산 광주

설치기준
상위계획의 실행 등을 위한 시설을 우선하여 설치

공공은 시설의 설치(이용)목적, (계획이득의 사회기여), 편익제공의 향상성 등을 종합적으
수용
로 감안하여 공익성을 기준으로 수용여부 결정
여부
사업부지 내･외에 설치하는 시설은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당해지역 입지에 따른 공공성
확보 정도에 따라 설치여부 및 규모 등 판단
공공･기반시설의 형상은 가급적 정형화되도록 하고 접근성 및 개방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
입지
기반시설은 대중교통체계 연계가 용이하고 시민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입지
규모
사업부지내 입주자 편익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가급적 설치 규모를 최소화
기반시설이 건축물인 경우 부속토지와 함께 제공
공공기여의 설치(토지 및 건축물 등)･제공은 사업의 준공 전(또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행
관리청에 이전(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이행)
방법
공공･기반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의 효율적 설치를 위해 설계･시공 등 제반 업무를
공공에 위탁(대행)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서울특별시. 2018. p.24; 부산광역시. 2019. pp.12-13; 광주광역시. 2019. pp.12-13.

특별시, 2018: 24; 부산광역시, 2019: 12; 광주광역시, 2019: 12).52)
때로는 기반시설과 사업부지의 조성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분리 시공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최나영, 2017: 107),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는 설계･시공 등의 제반 업무를 공공에 위
탁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필
요한 시설의 종류와 입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시설
을 공공기여로 제공받게 되면, 관리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를 운영
하거나 관리하는 게 쉽지 않으므로 신중할 필요는 있다. 더군다나 민간 사업자에게 요
구되는 공공기여의 총량과 동등한 가치(금액)를 지니는 시설을 적재적소에 설치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으로 받아 이를 적립해두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
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서는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대상지 밖의 공공기여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현금)으로 제
52)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특별시에서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제정하여 시설 입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특별시, 2019:
10-11).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3>과 <부록4>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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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 광역자치단체별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제공기준
구분
납부
시기

서울
∙ 공공과 협의

부산

광주

∙ 구역･계획 결정시 납부
‑ 납부 이후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
‑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미납시
효력 자동 상실
∙ 공공과 협의

∙ 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 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불가피한
경우 설치비용 제공이 원칙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납부
∙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공공과 협의
∙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
용도
비와 기타 부대경비
∙ 자금(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부
대경비
자료: 서울특별시. 2018. pp.24-25; 부산광역시. 2019. p.13; 광주광역시. 2019. pp.13-14.
납부
방법

공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 24; 부산광역시, 2019: 13).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납부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표 3-10>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과 협의를 통해 정하는 곳도 있고, 직접적으로 운영지침에 명시한 곳도 있
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되면 바로 비용을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어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한다(부산광역시, 2019:
13). 만약 결정일로부터 60일 내에 설치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된다(부산광역시, 2019: 13). 한편, 서울특별시에서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사용처도 제시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자금(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부
대경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서울특별시. 2018: 25).

(5) 공공기여(가액)의 정산기준
사업자가 어떠한 방식(시설, 부지 등)으로 공공기여를 제공하던지 그 가액은 공공기
여 총량과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별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의 정산기준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일단 기준 시점은 건축허가 시점 혹은 건축허
가 신청일이다.53) 이때 공공기여(가액)을 정산하는 시점과 공공기여 총량에 대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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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감정평가 시점(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
의해야 할 부분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동일하나 그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르다.54) 즉, 표준화된 정산 기준은 마
련되지 않은 상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단순히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하는 것으로
만 되어 있고,55)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원
가 계산방법(행정안전부, 2020: 52-59)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6) 한편,
서울특별시에서는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로 구분하
여 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57) 즉, 신규 시설은 건축연면적에 설치비용 원단
위58)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존 시설은 서로 다른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단위
면적당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값을 사용한다(서울특별시. 2019: 5). 단, 이러한 방식
을 공공임대주택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이와 관련한 표준화된 정산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없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부지의 가액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하나는 건축허
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부지가액 가중치(세 곳 이상의 인근 유사토지59)
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 비율을 가중평균)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5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376호, 일부개정 2020.10.15.) 제7조제4항; ｢부산
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130호, 일부개정 2020.5.27.) 제17조의2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
계획 조례 시행규칙｣(광주광역시규칙 제3202호, 일부개정 2020.7.6.) 제3조의3.
5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52호, 일부개정 2020.10.5.) 제19조의2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130호, 일부개정 2020.5.27.) 제17조의2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
례｣(광주광역시조례 제5449호, 일부개정 2020.6.1.) 제25조의2제2항.
5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130호, 일부개정 2020.5.27.) 제17조의2제2항.
56)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광주광역시규칙 제3202호, 일부개정 2020.7.6.) 제3조의3.
57) 물론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설립승인을 받은 협회를 통해 설계내역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9: 5-6).
58)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또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서울특별시. 2019: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376
호, 일부개정 2020.10.15.) 제7조제4항).
59) 인근 유사토지는 가액산정 대상지의 대지경계로부터 2km 내에서 건축허가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된
50㎡이상의 토지로서, 부지가액 산정 대상지와 용도지역, 지목이 동일하고 접도조건이 유사한 사례를 말한다(서
울특별시. 2019: 7). 만약 참고 가능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부지가액 가중치는 2배로 적용한다(서울특별시.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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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 광역자치단체별 공공기여(가액)의 정산기준
구분

서울
∙ 건축허가 시점

기준시점

인정
∙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범위
산정
기준

광주

∙ 건축허가 신청일

∙ 건축허가 신청일

∙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 (신규 시설) 건축연면적×설
치비용 원단위
∙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
∙ (기존 시설) 감정평가 금액

∙ (내역서 검증 의뢰) 기획재정
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설립
승인을 받은 협회에 내역서
공공시설 등
검증 의뢰
설치비용
∙ (검증 기관 선정) 협회에서는
등록된 원가계산 전문기관
검증
중에서 적정한 기관 선정
방법
∙ (내역서 검증 실시 및 검증결
과서 제출) 선정된 전문기관
은 내역서 검증실시 후 검증
결과를 의뢰자에게 제출
∙ (검증 수수료 지급) 사업자는
전문기관에 수수료 지급

부지가액
산정가준

부산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원가계산에 따
른 예정가격 결정 방법에 따
라 산출

-

∙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 ∙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
∙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
근 지역의 실거래가 등을 참 근 지역의 실거래가격 등을
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
고하여 산정하되, 감정평가 참고하여 산정하되, 감정평
의 평균가를 활용하여 산정
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기준 가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기
∙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으로 활용
준으로 활용
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
∙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
하는 경우 시공동위원회 심 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의 심
쳐 결정
의를 통해 결정 가능
의를 거쳐 결정 가능

자료: 서울특별시. 2019. pp.5-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52호, 일부개정 2020.10.5.) 제19
조의2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376호, 일부개정 2020.10.15.) 제7조제4
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130호, 일부개정 2020.5.27.) 제17조의2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5449호, 일부개정 2020.6.1.) 제25조의2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광주광역시규칙 제3202호, 일부개정 2020.7.6.) 제3조의3.

(서울특별시. 2019: 7), 다른 하나는 앞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산정할 때처럼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의 평균가로 산정하는 것이다.60) 서울특별

6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752호, 일부개정 2020.10.5.) 제19조의2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6130호, 일부개정 2020.5.27.) 제17조의2제2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
례｣(광주광역시조례 제5449호, 일부개정 2020.6.1.) 제2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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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에 한하여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기
를 권장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2019: 9), 광주광역시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방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1)

3) 제도의 추진체계
(1) 추진 조직
사전협상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은 협상조정협의
회와 협상정책회의다(<그림 3-1> 참조). 협상조정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내외
로 구성되며, 공공 측 협상단, 민간 측 협상단,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서울특별시.
2018: 5; 부산광역시, 2019: 2; 광주광역시, 2019: 5). 여기서는 제안된 사업계획과
공공기여에 대한 양측의 이해를 교환･협의하고 실제적 협상을 시행･결정한다(서울특
별시. 2018: 5; 부산광역시, 2019: 2; 광주광역시, 2019: 5).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기능과 유사하다
그림 3-1 | 협상조직의 구성

자료: 광주광역시. 2019. p.6을 참조하여 재작성.

61)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5449호, 일부개정 2020.6.1.) 제2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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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09: 11).
공공 측 협상대표자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도시재생본부장, 부산광역시는 도시계획
실장, 광주광역시는 도시재생국장이 되며, 여기에 협상주관부서장과 관계 기관･부
서장 등을 포함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2018: 5; 부산광역시, 2019: 2; 광주광역
시, 2019: 5). 민간 측 협상대표자는 토지소유자62)가 되며,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다를 때(예: 철도역사 복합개발)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여 관
리권을 위임받은 사업자도 협상단에 참여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2018: 5; 부산광역
시, 2019: 2; 광주광역시, 2019: 5). 협상정책회의는 행정부시장(서울광역시는 행정
2부시장) 및 관련 실･국･본부장 등이 참여하며,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고 협상과 관련
된 주요 정책･지침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서울특별시. 2018: 6; 부산
광역시, 2019: 3; 광주광역시, 2019: 5).

(2) 협상 절차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표 3-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⑴ 협상대상지 선정, ⑵ 협상
진행, ⑶ 협상결과 이행이라는 유사한 사전협상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그 기간은 6개
월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민간의 검토신청서가 접수되면 공공에서 실무T/F를 구성하여 협상대상지 선정
을 위한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협상대상지를 선정한다(서울특별시. 2018: 8; 부산광
역시, 2019: 4; 광주광역시, 2019: 3).63) 이때 공공에서는 선정된 부지의 적정성,
지역여건, 상위계획 등을 고려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민간에서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
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수정한 제안서를 제출한다(서울특별시. 2018: 9; 부산광역
시, 2019: 4-5; 광주광역시, 2019: 3-4).
그러면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는데, 부산광역시에서는 필요에 따라 담당부서와 지

62) 토지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관리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서울특별시. 2018: 5; 부산광역시,
2019: 2; 광주광역시, 2019: 5).
63) 협상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부록5>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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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 사전협상제도의 단계별 주요 업무
구분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 접수

내용
∙ 개발계획(안) 검토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공 또는 자치구에 제출
∙ 관련 기관(부서), 자치구(군)에 검토의견 제출 요구 및 민간에 보완 요구

협상대상지 선정을 ∙ 실무T/F를 구성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필요성, 개발방향, 제안된 기반시설
위한 평가
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

협상
대상지
선정

협상대상지 선정
및 대안작성

∙ 개발계획의 적정성, 지역여건 및 상위계획 등을 고려하여 전제조건 부여
∙ 선정된 부지 개발계획(안)의 관련 규정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주요 쟁점사항 관련
대안을 민간에 제시
∙ 협상대상지에 대한 공공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제안서 제출

∙ 민간은 전제조건 등에 대한 수용여부를 30일 이내 공공에 통보
∙ 수용시 개발계획(안), 공공기여계획(안) 등이 포함된 제안서 제출
∙ 협상대상지 선정 평가 통보일로부터 1년(부산･광주)~2년(서울) 이내에 협상이 착수
되지 않는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 가능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 협상조정협의회(외부전문가 포함)를 구성하여 제안서에 대한 협상 진행
‑ 필요에 따라 시민토론회 개최(예: 부산)
∙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 의뢰 가능

∙ 개발규모･사업계획･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협상의제 선정
∙ 의제별 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의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일괄
사업계획(안) 협상
적인 합의 도출
∙ 협상의제별 협의결과는 협상조정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


협상
진행


협상
결과
이행

공공기여
계획(안) 협상

∙ 공공기여 총량･종류･위치･규모･방법 등에 관한 협상의제 선정
∙ 민간이 제시한 공공기여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책적 수요를 고려하
여 공공기여의 종류･위치･규모･방법 등의 대안 제시

감정평가 시행

∙ 사업(공공기여)계획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예: 서울･광주) 또는 도시계획위원
회 자문 이후(예: 부산)에 상호 협의하여 감정평가 시행
‑ (종전평가) 협상대상지 선정 평가 신청 이전시점 또는 공공의 협상대상지 선정
이전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되, 현황평가가 원칙
‑ (종후평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일을 기준시점으로 하되, 협상을 통하
여 결정된 개발규모, 용도,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정

협상결과 확정

∙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관한 협상결과 확정
‑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선행 가능(예: 서울)

주민제안서(지구단
위계획) 제출

∙ 민간은 협상이 원만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상결과를 반영한
주민제안서(지구단위계획) 제출
∙ 주민제안서를 1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추가협상

∙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협상 가능)
‑ 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 승인)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재검토 조치, 5년 이내에 착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무효화 조치
가능(예: 서울･광주)

공모방식 적용

∙ 공공성 확보와 우수한 건축계획 마련 등을 위해 현상설계 등 진행 가능

자료: 서울특별시. 2018. pp.8-21; 부산광역시. 2019. pp.2-17; 광주광역시. 2019. p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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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한다(부산광역시,
2019: 7, 29).64) 이 단계에서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사업계획(안)과 공공기여계획(안)에 대한 협상을 차례로 진행한
다. 이에 앞서 각각에 대한 협상의제를 선정하는 단계를 거치기도 하는데, 사업계획
(안)의 경우 계획변경･개발규모･공공기여 등의 적정성, 공공기여계획(안)의 경우 공
공기여의 총량･종류･위치･규모･방법 등과 관련한 협상 범위를 미리 정해둔다(서울특
별시. 2018: 11; 부산광역시, 2019: 7; 광주광역시, 2019: 7).
공공기여의 총량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도 시행하게 되는데,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
시는 협상이 완료된 이후, 부산광역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완료된 이후에 추진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 12; 부산광역시, 2019: 8). 이때 종전평가는
현황평가가 원칙이며, 종후평가는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개발규모, 용도,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서울특별시. 2018: 20-21; 부산광역시. 2019: 16-17;
광주광역시. 2019: 17).
이를 토대로 협상조정협의회에서 그동안의 협상결과를 확정하여 통보하면, 민간에
서는 그 내용을 반영한 주민제안서를 제출하게 된다(서울특별시. 2018: 12-13; 부산
광역시, 2019: 8; 광주광역시, 2019: 8). 서울특별시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 13). 하지만, 1년
이내에 민간에서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서울특별시. 2018: 13; 부산광역시, 2019: 9; 광주광역시, 2019: 8).
일반적으로는 협상의 마지막 단계로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추
가 협상을 진행하기도 한다(서울특별시. 2018: 13-14; 부산광역시, 2019: 9; 광주광
역시, 2019: 9). 이와 함께 공공시설 등에 대한 우수한 건축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모
든 광역자치단체에서 현상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 14;

64) 여기서는 협상제안서를 설명하고, 주요 협의내용을 의제별로 토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데, 회의가 끝나면 토론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 및 사전협상 조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의견으로 제시하게 된다(부산광역시, 201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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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2019: 9; 광주광역시, 2019: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이 경제성장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개발 수요가 많지 않
은 시대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에서 건축허가(사업계획 승인)를 신청
하지 않으면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놓고 있다(서울특별시. 2018: 14; 광주광역
시, 2019: 9).

3. 관련 제도의 종합과 한계점
1) 중앙정부의 관련 제도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은 용도지역 변경과 도
시･군계획시설 폐지다. 여기서 용도지역 변경은 다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종내 변경
과 역세권 등을 복합용도로 개발하거나, 대규모 이전적지를 개발할 때 적용되는 종간
변경으로 나뉜다. 특히, 역세권 혹은 이전적지 개발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이 폐지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계획이익이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직접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세 가지 형태로 공공기여를 요
구하고 있다. 이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부에 공공시설 등이 충분하면 구역 밖에도 공
공기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볼 때 공공기여 제도는 계획이익 환수 또는 공유의 성격
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가 관할 시･군･구를 넘지는 못할 뿐 아니
라, 그 대상도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 제도가
기부채납의 성격을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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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 현행 공공기여 제도의 기본구조

자료: 저자 작성.

한편, 공공기여로 인정되는 시설의 종류를 비롯하여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지정기
준,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정책 역량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정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거나, 주택건설사
업과 정비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어서 시설 부담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그 외에 기부채납의 규모, 시
설의 종류 및 위치, 부담 방식 등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공공기여와 같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에서 규
정해야 하나, 해당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판도 있다.

65) 이러한 공간적 제약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김지엽 외, 2016: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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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제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여 관련 제도로는 사전협상제도가 대표
적이다. 사전협상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이며,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의 사전협상제도를 검토하여 <표
3-13>과 같은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할 때 대상지의 입지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며, 계획 변
경에 따른 순수한 토지가치 증가분을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여 총량은 토
지면적 기반 접근법과 계획이익 기반 접근법을 활용하여 산정된다. 우선 토지면적 기
반 접근법은 계획 변경의 유형이 같을 경우 대상지의 입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계획이익 기반 접근법은 협상대상지 선정
이전부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시점까지의 토지가치 상승분을 계획이익으로
보는데, 여기에 계획 변경뿐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증가한 부분도 반영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충족 여부를 파악하는 기준이
없다. 현행 규정상 해당 구역 안에 공공･기반시설이 충분히 공급된 경우에만 구역 밖에
공공기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구역 안의 모든 공공･기반시설에 대해 충족 여부를
표 3-13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여(사전협상)제도의 한계점
구분

내용
∙ 대상지의 입지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며, 계획 변경에 따른 순수한 토지가치
증가분을 추정하지 못함

①

공공기여 총량의 산정방법

②

공공기여의 종류 및 선정기준 ∙ 구역 안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충족 여부를 파악하는 기준이 없음

③

공공기여의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의 제약 때문에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정책적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

④

공공기여의 제공기준

∙ 구역 밖에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대책이 미흡함

⑤

공공기여(가액)의 정산기준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정산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에 대한 검증방
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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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 안에 공급할 시설의 범위를 한
정한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구역 안에 필요한 시설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
는 기준은 아예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공간적 범위의 제약 때문에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정책적 시급성이 높은 사업
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행 규정상 구역 밖에 공공기여를 제공할 때 관할 시･
군･구의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으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때 특･광역시의
경우 그 범위가 관할 자치구로 한정되어 이를 넘어서는 생활SOC 공급 수준의 불평등
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와 같은 정책적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넷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대책이
미흡하다. 현행 규정에 따라 구역 밖에 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제공할 때 그 지역에 필
요한 시설의 종류와 입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무
계획적으로 조성된 시설을 공공기여로 제공하면 관리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
에서는 이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게 쉽지 않게 된다. 게다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서는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한데, 사업대상지마다 별개의 시설을 설
치하여 공공기여로 제공하면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끝으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정산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에 대한 검증방
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산정
할 때 여기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표준화
된 정산 기준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비용을 산정
하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비
용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 곳도 없다. 물론 일부 광역자
치단체에서는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설립승인을 받은 협회를 통해 사업자가
제시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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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례대상지의 공공기여 제도
적용실태

1. 사례대상지 분석의 개요
1) 조사대상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공공기여 제도라 볼 수 있는 사전협상제도의 적용실태를 살
펴보았다. 현재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 사전협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전주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의 협
상대상지를 조사하였는데, 왜냐하면 앞서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운영지침과 조례의 내
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므로 실태조사와 연계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
문이다.
사실 서울특별시에는 이미 협상이 완료된 사례도 많고,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
나 논의 중인 대상지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용실태만 조사해도 우리에게 필요
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
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므
로 사례대상지를 여러 지역으로 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는 가장 최근에 협상이 완료된 현대자동차부지 한 곳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부산광역
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조사대상을 한 곳씩 선정하였다. 하지만, 두 광역자치단체 모두
제도를 시행한 기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2020년 10월 현재까지 사전협상이 완료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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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 사례대상지의 현황
구분

현대자동차부지

舊한진CY부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2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210 일원 광주 서구 화정로49번길 15 일원

소재지

협상완료

2016년 2월

2020년 7월

2019년 7월

자료: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공고(해운대구 재송동 856-1번지 일원 한진CY부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2410호);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http://sid.seoul.go.kr, 검색일: 2020.11.2.); ｢호남대학교 쌍촌캠
퍼스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광주광
역시 공고 제2020-1027호); 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 검색일: 2020.10.21.)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 부산광역시는 舊한진CY부지, 광주광역시는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밖에 존재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총 세 곳의 부지에 대해 공공기여
제도의 적용실태를 분석하였다.

2) 사례대상지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는 <표 4-2>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곳의 사전협상 부지를 대상으로 ⑴
사업 개요, ⑵ 협상과정과 내용, ⑶ 공공기여계획, ⑷ 주요 이슈와 쟁점에 대해 조사하
였다. 첫째, 사업 개요 부분에서는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
인지, 대상지의 면적과 입지여건은 어떠한지, 부지의 매각과정은 순탄했는지에 대해
표 4-2 | 사례대상지 분석의 틀
구분
①

사업 개요

②

협상과정과 내용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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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분

∙ 사업 추진배경
∙ 대상지 면적 및 입지여건
∙ 부지 매각과정

③

공공기여계획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 도시계획 변경 내용
∙ 협상 완료된 사업계획

④

주요 이슈와 쟁점

내용
∙ 공공기여 총량
∙ 공공기여 내용
∙ 공공기여 제공방법
∙ 주민･시민단체 민원
∙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갈등

조사하였다. 둘째, 협상과정과 내용 부분에서는 협상조정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어떠한 도시계획 변경(용도지역 변경, 도시･군계획시설 폐지 등)이 이루어졌는지, 사
전협상을 통해 최종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셋
째, 공공기여계획 부분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 공공기여의 총량은 얼
마나 되며, 어떠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떠한 방식(현물, 현금 등)으로 제
공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끝으로, 주요 이슈와 쟁점 부분에서는 인근 주민과 지역
의 시민단체에서는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였는지, 공공기여를 둘러싸고 광역과 기초자
치단체 간의 갈등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2. 공공기여 제도의 적용실태
1) 현대자동차부지
(1) 사업 개요
현대자동차부지(舊한국전력부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삼성동 167번
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79,341㎡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부지면적 조건(5천㎡ 이상)을 충족한다.1) 2014년에 한
국전력공사가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해당 부지를 10조 5,500억 원에 현대자동차그
룹(현대차 55%, 모비스 25%, 기아차 20%)에 매각하였다.2)
이 부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지정된
다섯 곳의 특별계획구역3) 중 하나이다. 이곳을 포함하여 코엑스, 舊한국감정원, 서울

1)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http://sid.seoul.go.kr, 검색일: 2020.11.2..)의 현대자동차부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2) 서울특별시. 2015.6.23. 보도자료. p.4; 한국경제. 2020.5.5.
3)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
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일부
개정 2018.12.21.) 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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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는 2014년 4월에 수립된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
발전계획｣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될 예정이었다(서울특별시, 2014: 113).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는 토지를 매각할 때부터 개발방향, 용도지
역, 공공기여, 향후절차 등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기획 단계부터 국
제업무･MICE 핵심기능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4)
그림 4-1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지정 현황
범례

구역명

위치

면적(㎡)

①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59외 2번지

148,784.0

②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59-8외 2번지

41,602.3

③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67번지

79,341.8

④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71-1외 1번지

31,543.9

⑤

舊한국감정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71-2번지

10,988.5

자료: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
별시고시 제2016-280호).

4) 서울특별시. 2015.9.4. 보도자료.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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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과정과 내용
2015년 1월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그해 6월에 실무적
인 검토를 거쳐 보완한 개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협상이 시작되었다.5) 협상조
정협의회는 공공 측 협상단장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장과 민간 측 협상단장인 현
대자동차그룹 신사옥추진사업단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내부 조직으로 협상
정책회의와 실무TF도 운영되었다.6) 이들은 각각 공공 측의 협상방향을 결정하고, 실
무적인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서울특별시 관련 실국본부와 함께
강남구도 참여했다.7)
공개된 협상 결과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지하7층~지상105층(569m) 규모의 국내
최고층 건물에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전시장), 관광휴게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8)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
면 영동대로 주변의 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강남구에 부족한 숙박시설과 문화･집회
시설이 조성되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9)
그림 4-2 | 현대자동차부지의 시설 배치도(좌)와 조감도(우)

자료: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http://sid.seoul.go.kr, 검색일: 2020.11.2.).

5)
6)
7)
8)
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9.11.26. 보도자료. p.4.
2015.6.23. 보도자료. pp.1-2.
2015.6.23. 보도자료. p.2.
2019.11.26. 보도자료. p.3.
2017.12.19. 보도자료.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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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여계획
여기서는 전체 부지면적 79,341.8㎡ 중에서 70,694㎡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
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는데,10) 이러한 경우 서울특별시의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부지면적의 40% 내외에 달하는 가치만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공공기여 총량이 1조 9,827억 원(기준대지면적의 36.75%)에
달하나, 감정평가11)를 거치고 공여시설12)로 인정된 부분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1조
7,491억 원(기준대지면적의 32.42%)이 총량으로 확정되었다(최나영 외, 2017: 102).
그리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림 4-3>과 같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
실주경기장 리모델링,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13) 특히,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설계안을 발
굴하고자 국제공모도 실시했다.14) 공공기여로 인정되는 시설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직접 설치하여 제공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와 공사감리는 서울특별시에서 위탁받
아 시행하게 되었다.15) 이때 위탁 비용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에스크로
우(escrow) 제도를 활용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16)

(4) 주요 이슈와 쟁점
사전협상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지역적 범위에 대해 광역(서울특별시)과 기
초자치단체(강남구)간 갈등도 존재했다. 즉, 강남구에서는 공공기여 사업을 강남구에
10) ｢도시관리계획(국체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08호).
11) 종전 감정평가 기준일은 공공의 협상대상지 선정 이전시점인 2014년 3월 31일이고, 종후 감정평가 기준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일인 2016년 5월 31일이다(최나영 외, 2017: 102).
12) 전시･컨벤션(16,500㎡), 공연장(2,000석), 전망대(3,000㎡), 친환경 건축계획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공공기여
비율 4.33%(가액 환산시 약 2,336억 원)를 인정받았다(최나영 외, 2017: 102).
13) 서울특별시. 2016.9.5. 보도자료. p.7.
14) 서울특별시. 2015.9.4. 보도자료. p.1.
15) 서울특별시. 2019.12.13. 보도자료. p.1.
16) 에스크로우(escrow) 제도란 계약 당사자간 특정계약 관련 대금을 중립적 제3자인 은행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정조건 충족 또는 계약당사자들 동의시 대상자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비용지급 관리 제도를 말한다(서울특
별시. 2019.12.13. 보도자료.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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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 현대자동차부지의 공공기여 현황

범례

국제교류복합지구
대중교통 체계구축
및 복합공간 조성

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강남구 삼성동

4,000

22.8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올림픽대로 지하화
탄천 동로 지하화
탄천 서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램프이전 설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
탄천 보행교 신설 및 기존보행교 확장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
주경기장 리모델링

송파구 잠실동 4
송파구 잠실동 4
강남구 삼성동 172-25
강남구 대치동 1012-24
강남구 삼성동 172-25 일원
강남구 삼성동 186-5 일원
선정릉~탄천

3,270
910
800
920
1,044
790
100
2,800

18.7
5.2
4.6
5.3
6.0
4.5
0.6
16.0

⑩

학생체육관 이전사업

700

4.0

⑪

탄천･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탄천, 한강변(삼성교~한강)

801

4.5

⑫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차집 관거 정비 탄천, 한강변(탄천 배수구역)

1,356

7.8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교통인프라
개선 및 정비

국제교류복합지구
체육･문화시설 정비
국제교류복합지구
워터프론트
인프라조성

사업명

위치

사업비

구분

송파구 잠실동 10

금액(억원) 구성(%)

자료: 서울특별시. 2016.9.5. 보도자료. p.7.

한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 전체의 경쟁력 강화
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
다고 주장하여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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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 변화(좌: 변경 전, 우: 변경 후)

자료: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
울특별시고시 제2015-145호).

특히, 서울특별시에서 2015년 5월에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그림 4-4>와 같
이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운동장 부지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켰는데, 강남구에서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에 따라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운동장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근거
를 들면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18)
하지만, 서울특별시에서는 해당 규정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운동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기존 운동장 부지를 구역 안에 포함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19) 비록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19
조의3제1항)에서는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밖의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도 공공
시설 등 취약지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당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공공
기여 사업을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하는 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논란
이 될 수 있었다. 결국 강남구가 법원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한 무
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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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오마이뉴스.

2015.4.6. 보도자료. p.2.
2015.4.6. 보도자료. p.3.
2015.4.6. 보도자료. p.3.
2016.7.25.; 연합뉴스. 2017.4.12.

2) 舊한진CY부지
(1) 사업 개요
舊한진CY(Container Yard)부지는 부산광역시의 사전협상 검토대상지 10곳21) 중에
서 가장 먼저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10(재송동
856-1)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54,480㎡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부지면적 조건(5천㎡ 이상)을 충족한다.22) 이
그림 4-5 | 부산광역시의 사전협상 검토대상지 현황

자료: 국제신문. 2020.1.27.

21) ｢2030년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변경)｣에 의하면 2017년 11년 기준으로 한진중공업 및 성창기업 부지, 한국
유리 공업지역, 한진CY부지, 자성대 부두, 조달청 부지, 부산구치소 부지, (구)부산외국어대학교 부지, 엄궁농산
물 시장 부지, 원예시험장 부지, 태광산업 부지 등 10곳이 사전협상 검토대상지로 파악되고 있다(부산광역시,
2017: 298).
22)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공고(해운대구 재송동 856-1번지 일원 舊 한진CY부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부산
광역시 공고 제2020-2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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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 舊한진CY부지의 입지여건

자료: 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 검색일: 2020.10.21.); 부산광역시. 2007. p.5; 부산 경실련. 2019.

곳은 과거 부산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수용했으나, 야적장이 부산신항으로 옮겨가면서
전환기를 맞이했다.23)
재송동이 위치한 해운대구는 1991년부터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 도
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고, 이후 센텀시티(부산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와 마린시티가
개발되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았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송동
의 일부 지역은 2007년에 지정된 혁신도시 개발지구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침체된 상태로 남겨지게 되었다.25) 게다가 舊한진CY부지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유휴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토지소유주인 한
진은 2012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시도했고, 부산광역시가 이를 받아들여
부산시의회에 상정했으나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무산됐다.26) 2016년에는 부산광역

23)
24)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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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9.12.2.
한국경제TV. 2020.10.5.
한국경제TV. 2020.10.5.
국제신문. 2017.8.11.

시에서 이곳을 포함한 10만 3천㎡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안)을
구상하였으나, 부지 매입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 한진과 부산광역시의 견해 차이가 좁
혀지지 않아 무산됐다.27) 그동안 이 부지는 센텀산업단지(센텀지구)와 인접하고, 지
하철 재송역, 부산울산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등 교통이 매우 편리하여 매입에 관심을
보이는 건설사들이 많았는데, 2017년 8월에 이르러서야 지역 건설사인 삼미D&C가
1,523억 원에 매입하게 되었다.28)

(2) 협상과정과 내용
2018년 6월에는 삼미D&C 측이 주거 중심의 개발계획을 제출했으나 부산광역시에
서는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삼미D&C에서 공공기여와 도입
시설 등을 보완한 협상제안서를 제출하면서 2019년 8월에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
었다.29) 2020년 1월에는 공공 측(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인, 민간 측(삼미D＆C) 3
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진CY협상조정협의회’를 발족했고, 이후 6개월 동안
총 8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와 용도지역 변경(준공
업지역➜일반상업지역)을 전제로 최종 협상안을 도출했다.30)
삼미D＆C가 제시한 최초 계획안에 따르면 최고 69층(225m) 아파트 4동, 레지던스
3동 등 모두 7동 3,071세대(용적률 899.99%)의 주거시설을 개발할 예정이었다.31)
하지만, 부산광역시에서는 업무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삼미D&C
측이 아파트 대신에 생활형 숙박시설(6개동),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향
으로 사업안을 수정했다.32) 이 중에서 업무시설에는 지역 대학생의 창업공간, 영상･
게임·소프트웨어･문화 관련 기업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 단지와 수영강

27)
28)
29)
30)

국제신문. 2017.8.11.
국제신문. 2017.8.11; 뉴스1. 2019.12.2.; 한국경제TV. 2020.10.5.
뉴스1. 2019.12.2.; 아주경제. 2019.9.1.; 중앙일보. 2020.6.21.
국제신문. 2020.2.11.;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공고(해운대구 재송동 856-1번지 일원 舊 한진CY부지 사전협
상형 지구단위계획)｣(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2410호); 부산일보. 2020.2.3.; 부산일보. 2020.4.28.
31) 뉴스1. 2019.12.2.; 부산일보. 2020.2.3.
32) 국제신문. 2020.4.29.; 남해신문. 2020.7.24.; 부산일보.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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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 舊한진CY부지의 전경(좌)과 조감도(우)

자료: (좌) 부산일보. 2020.2.3을 수정; (우) 연합뉴스. 2020.2.8.

변을 잇는 에코브릿지와 다양한 쇼핑 시설과 공연･기획전시 시설이 들어서는 커널 스
트리트를 조성할 계획이다.33)

(3) 공공기여계획
공공기여의 규모도 늘어났다. 애초에 삼미D＆C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부지를 개
발하는 대가로 계획이익의 52.5%인 1,100억 원(2018년 기준)을 제공하겠다는 입장
이었다.34) 하지만, 향후 도시계획 변경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거칠 경우 이 금액은 최
대 1,4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5) 이와 별도로 삼미D＆C 측은 해
운대구와 협의하여 선하지 공원화, 미집행도로 조성,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290억 원 규모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는 1,690억 원을 납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36)

33)
34)
3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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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국제신문.
부산일보.
국제신문.

2020.4.29.; 부산일보. 2020.4.28.
2020.4.29.; 부산일보. 2020.2.3.
2020.4.28.
2020.4.29.; 남해신문. 2020.7.24.; 부산일보. 2020.4.28.

(4) 주요 이슈와 쟁점
삼미D＆C 측이 협상제안서를 제출할 때부터 이에 대한 특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부산광역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사전협상제도에 시민토
론회를 도입하게 되었다. 2019년 9월 26일에 열린 1차 토론회에는 도시공학･도시계
획･건축･교통 분야 전문가 5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시의원 2명을 비롯해 해운대구
주민 등 모두 20명이 시민 대표로 참가했으며, 2019년 10월 2일에 열린 2차 토론회에
는 해운대구 주민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명이 참가했다.37)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는 공공기여 납부액을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을 위해 먼저 사용
하며, 주변 건물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고층 건물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사업대상지 인근의 교통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
었다.38) 이러한 논쟁 외에도 2차 토론회의 경우 이 사업과 크게 관련이 없는 서부산
지역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관계자를 토론자로 선정해 논란이 되었으며, 시민토론회라
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비공개로 진행한 부분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39)
이후에도 재송동 주민들은 교통 혼잡이나 일조권･조망권 침해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
하면서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40)
특히, 이 일대는 이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3천 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이곳에만 6천 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밀
집해 살게 된다.41) 게다가 사업대상지가 속한 해운대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교통 혼잡
지역인데 거주 세대가 더 늘어날 경우 교통난을 피할 수 없으며,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
도 포화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42)

37)
38)
39)
40)
41)
42)

부산일보. 2019.9.26.; 부산일보. 2019.10.7.
부산일보. 2019.10.7.
뉴스1. 2019.12.2.; 부산일보. 2019.10.7.
뉴스1. 2019.12.2.
뉴스1. 2019.12.2.
뉴스1. 20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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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 시민토론회(좌)와 시민단체의 집회(우) 현장

자료: (좌) 부산일보. 2019.9.26; (우) 한스경제. 2020.1.23.

한편, 이곳도 현대자동차부지와 마찬가지로 공공기여 납부액의 사용처를 둘러싼 광
역(부산광역시)과 기초자치단체(해운대구)간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관할 자치구인
해운대구에서는 현재 약 9백억 원을 들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
공기여 납부액의 일부(약 50%)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43) 하지만, 부산광역시
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운대구의 주장은 절차에
맞지 않으며, 향후 필요성･타당성･우선순위에 따라 공공기여의 사용처를 결정할 것이
라고 밝히고 있다.44)
공공기여 납부액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
항에 따라 해당 자치구 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사도 공공시설 등
에 포함되므로 해운대구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려면 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어 사업구역 이외의 지
역에 공공기여 납부액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해운대구의 경계 안에 있는 공공시설 등
취약한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사 예정부지의 위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공기여 납부액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사전협상제도
를 운용하는 데 있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납부액의 사용처와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3) KBS NEWS. 2020.6.28.
44) KBS NEWS. 20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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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
(1) 사업 개요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는 2017년 3월에 광주광역시가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추진된 첫 번째 사례다.45)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49번길 15(쌍촌동 600) 일원
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63,507㎡(지구단위계획구역: 77,823.3㎡)로서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부지면적 조건(5천㎡ 이상)
을 충족한다.46) 이곳은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가 2015년 3월에 광산구 서봉동(어등
대로)에 위치한 광산캠퍼스로 통합･이전한 이후 유휴 상태로 남아 있던 부지로서 제2
그림 4-9 |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의 입지여건

주주: 호남대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계로 나타냄.
자료: 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 검색일: 2020.10.21.); 광주광역시. 2016. p.76; 에스시아이. 2020. p.10.

45) 광주광역시. 2019.7.24. 보도자료.
46)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
명회 개최 공고｣(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1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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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47)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상 2도심 중 하나이자 신시
가지에 해당하는 상무1지구와 바로 인접하고 있으며(광주광역시, 2017a: 128), 광주
광역시청을 비롯하여 운천역(지하철역)에도 가까워 입지가 좋은 편이다. 교육시설로는
상무고등학교가 대상지에 바로 인접하고 있으며, 서광초등학교도 도보권 내에 위치하
고 있다. 실제로 이 일대의 아파트 분양가는 평(3.3㎡)당 1천만 원을 상회하여 국내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지역 건설사들도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48)
호남대학교 측은 2015년 1월에 해당 부지를 호반건설 계열사인 티에스리빙㈜에 최
저입찰가보다 600억 원이나 많은 1천 651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으나, 7개월 뒤에 계
약이 해지되고 말았다.49) 당시 학교 법인이 소유한 천안시의 토지 49만 5천㎡도 함께
매각키로 한 것이 문제였다.50) 이 토지는 지난 2002년에 호남대학교에서 제2캠퍼스를
추진하며 매입했으나, 교육부가 대학설립 인가신청을 반려하면서 쓸모가 없게 되었는
데, 결국 호반건설 측에서 이 토지와 쌍촌캠퍼스 부지를 분리 계약할 것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된 것이다.51)

(2) 협상과정과 내용
이에 앞서 2015년 4월에는 호남대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성인학원에서 도시･군계획
시설(학교) 폐지를 신청했으나 취하한 바 있다.52) 이후 2017년 8월에 성인학원 측에
서 도시･군계획시설 폐지를 전제로 아파트 18〜27층 13개동 995세대를 조성하는 개발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였고, 광주광역시에서는 그해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였다.53) 광주광역시에서는 협상의 전제조건으
로 층수의 하향조정(27층➜18층 내외), 200% 안팎의 용적률 설정, 현상설계 공모방

47)
48)
49)
50)
51)
5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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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19.7.24. 보도자료; 전남일보. 2020.8.24.
서울일보. 2015.1.6.; 중앙일보. 2017.11.16.
중도일보. 2017.5.15.; 중앙일보. 2017.11.16.
중도일보. 2017.5.15.
광주in. 2015.1.8.; 중도일보. 2017.5.15.
중앙일보. 2017.11.16.
전남도민일보. 2018.6.25.; 중앙일보. 2017.11.16.

표 4-3 |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의 협상조정협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구분

날짜

주요 내용

제1차 협상조정협의회

∙ 주출입구 위치 변경
‑ 보호수 보호를 위해 단지 동측에서 서측으로 변경
‑ 사유지 매입 전제(공공기여에 반영)
∙ 보호수 주변 어린이 공원 조성
2018.04.12.
∙ 공공기여계획 협상
‑ 남측도로(호대정문-에드가) 교통 개선
‑ 현재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
‑ 운천근린공원 조성

제2차 협상조정협의회

2018.05.10.

제3차 협상조정협의회

∙ 현상설계공모 평가항목 논의
‑ 주변 교통처리계획, 친환경배치, 조화 등
2018.06.12.
‑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지침, 교육환경영향평가
∙ 주출입구 위치 적정성 검토

제4차 협상조정협의회

∙ 현상설계공모 당선안 문제점 보고
‑ 교육환경영향평가 일조 저촉
2018.11.15.
‑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저촉
‑ (상무고 50m 이내 15층 이하(일조권, 조망권))

제5차 협상조정협의회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
2018.12.26.
∙
∙

제6차 협상조정협의회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단위세대 평형 변경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50% 이상
‑ (기존 44.83%➜변경 52.16%)
∙ 통경축 확보
‑ 104동 106동 사이 13.80m➜16.30m 확보
‑ 110동 111동 사이 07.10m➜11.10m 확보
∙ 입면디자인 특화(건축/경관 심의시 반영)
2019.06.27.
∙ 교육환경영향평가 최종 검토결과에 따른 층수 상향
‑ 평균 18층➜19층
‑ 최저 08층➜10층
‑ 최고 34층➜36층
∙ 공공기여계획 변경
‑ 공공기여금액: 149억원➜242억원
‑ 화정근린공원 조성 추가

∙ 현상설계공모 추진 관련 논의
‑ 지명건축사 선정, 공모지침서, 심사위원 선정 등
∙ 주출입구 위치 적정성 검토

통경축 추가확보
비상차량 동선 개선
가능한 남향 위주 배치
인동거리 개선(108동과 109동 간격)

자료: 에스시아이. 2020.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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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의 사업계획(안) 변화
구분

협상제안

협상결과(’19.7.24.)

경관심의(’20.1.31.)

단지
배치도

대지면적

62,797㎡

63,510㎡

63,507㎡

건축면적

12,760㎡

9,945㎡

11,004㎡

연면적

165,979㎡

186,332㎡

185,787㎡

건폐율

20.32%

15.66%

17.33%

용적률

199.60%

199.39%

199.89%

평균

18층

19층

19층

층수 최저

15층

10층

10층

최고

20층

36층

34층

14동

16동

16동

동수
세대수

902세대

970세대

970세대

주차대수

1,383대

1,375대

1,417대

자료: 에스시아이. 2020. pp.44-48.

식의 도입을 권고하였다.54) 결국 성인학원 측에서 이를 수용하면서 사전협상이 개시
되었으며, 공공 측(광주광역시) 3인, 민간 측(성인학원) 3인, 도시계획･교통 관련 전
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가 구성되었다.55)
이후 2년여 간 협상조정협의회, 건축설계 공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표 4-3> 참조), 2019년 7월에 사접협상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56) 그해
8~9월에는 교통영향평가, 12월에는 경관심의도 진행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사업시
54) 중앙일보. 2017.11.16.
55) 전남도민일보. 2018.6.25.
56) 광주광역시. 2019.7.24. 보도자료; 남도일보. 20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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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인 ㈜에스시아이에서는 쌍촌캠퍼스의 철거작업을 완료했다.57) 2020년 5월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으며, 6월에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
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58) <표 4-4>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협상 이후 경관심의
를 거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63,507㎡에 달하는 부지 위에 평균 19층 높이의 16
개동 97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다(에스시아이, 2020: 48).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게스트하우스, 주차장(1,417대 주차 규모) 등도 들어선
다.59)

(3) 공공기여계획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진행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서 공공기여의 규모
가 당초보다 60% 더 늘어나게 되었으나, 성인학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총 공공
기여 금액은 242억 원 규모로 합의되었다.60) <표 4-5>는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
지를 개발하면서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사업의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약 17
억 상당의 도로 부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약 15억 원을 들여 쌍촌어린이공원을 다른
곳에 신규로 조성하고, 그 부지에 약 4억 9천만 원을 들여 경로당과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다(에스시아이. 2020: 44). 특히, 약 205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7월에 실효를
앞두고 있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인 운천근린공원과 화정근린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61) 또한, 이러한 공공기여를 제공할
때 시설(현물)은 주택건설사업 준공 전까지 설치하고, 설치비용(현금)은 주택건설사업
착공 신고 전 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에스시아이. 2020: 44).

57)
58)
59)
60)
61)

남도일보. 2020.1.12.
무등일보. 2020.5.21.
무등일보. 2020.5.21.
광주광역시. 2019.7.24. 보도자료; 남도일보. 2019.4.8.
광주광역시. 2019.7.2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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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의 공공기여계획
구분

공공기여 종류
①
②

현물
(부지포함,
설치
기부채납)

현금
(비용부담)

③
④

사업규모

무지개어린이공원 리모델링(무상)
주출입로
개설(무상)

도로개설
소공원(3개소)

쌍촌어린이공원 이전 조성
경로당･주차장
(쌍촌어린이공원
이적지)

2,716㎡➜2,837㎡
폭8m➜19m
498㎡

계

금액(백만원)
토지비 조성비

-

-

-

-

-

-

1,500㎡

1,525

1,394

131

경로당

219㎡

300

-

300

주차장

1,281㎡

187

-

187

⑤

도로부지 제공

903.1㎡

1,719

1,719

⑥

운천근린공원 조성

24,000㎡

16,000

12,000

4,000

⑦

화정근린공원 조성

106,761㎡

4,473

2,800

1,673

-

자료: 에스시아이. 2020. p.44을 수정.

(4) 주요 이슈와 쟁점
일각에서는 해당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 난개발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지역의 시민단체에서는 이곳이 과거 전라남도 임업시험장이 있던 장소로 보존가
치가 높은 수목들이 많을 뿐 아니라, 인근에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
기 어렵다는 점을 들면서 쌍촌캠퍼스 내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해당 부지를 공원이
나 스포츠센터 등 공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62)
또한, 대상지 인근의 광주 서구 상무고등학교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
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도 요구하고 있다.63) 즉, 학교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 1층보다 교실과 급식실이 6m 아래에 위치하게 되면서 비산
먼지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64) 구체적으로는 ⑴ 학교
와 아파트 간격을 50m 이상으로 둘 것, ⑵ 방진막 설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⑶ 소음과 진동을 50dB로 유지하는 명분을 제시할 것, ⑷ 115동 건물이 위치한 곳을
녹지로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65)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나 사업시행자는 피해 예
62) 광주in. 2015.1.8.
63) 머니투데이. 2020.8.24.
64) 광주MBC뉴스. 2020.8.25.; 전남일보. 20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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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건물이 급식실과 도서관이어서 교실 수업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66) 사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협상
조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
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3. 분석결과의 종합과 시사점
현대자동차부지, 舊한진CY부지,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를 대상으로 ⑴ 사업
개요, ⑵ 협상과정과 내용, ⑶ 공공기여계획, ⑷ 주요 이슈와 쟁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
를 정리하면 <표 4-6>과 같다. 이들은 면적이 비슷할 뿐 아니라, 대규모 시설이 이전
하면서 유휴 상태로 남겨진 부지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물론 현대자동차부지는 용도지
역 변경,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는 도시･군계획시설 폐지, 舊한진CY부지는 두 가
지 사항이 모두 적용되어 계획 변경의 내용에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따른 영향인지
는 몰라도 부지마다 제공하는 공공기여 총량에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에
는 무엇보다 토지가격의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사례대상지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공공기여
총량에 대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대자동차부지의 경우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대상지 일대의 변혁을 가져올 만큼의 다
양한 사업을 계획했는데, 이를 적용하는 공간적 범위를 둘러싸고 서울특별시와 강남구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다. 舊한진CY부지 역시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관할 자치구의 신
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두고 부산광역시와 해운대구가 대립했다. 이러한 광역과 기초자
치단체 사이의 갈등은 결국 공공기여 총량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65) 머니투데이. 2020.8.24.
66) 전남일보. 20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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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 사례대상지의 분석결과
구분
면적
유형
사업
개요

계획
변경
사업
계획

공공
기여
계획
주요
이슈와
쟁점
(주체별)

舊한진CY부지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

위치

협상
주체
협상
과정과
내용

현대자동차부지

∙ 79,341.8㎡
∙ 54,480㎡
∙ 63,507㎡
∙ 유휴토지･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 유휴토지･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 유휴토지･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2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210 ∙ 광주 서구 화정로49번길 15

총액
내용
지역
주민
기초
자치
단체

자료: 위치도면은

∙ 공공: 서울특별시
∙ 민간: 현대자동차그룹

∙ 공공: 부산광역시
∙ 공공: 광주광역시
∙ 민간: 삼미D&C
∙ 민간: 성인학원(호남대학교)
∙ 용도지역 변경(준공업지역➜
∙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 일반상업지역)
∙ 도시･군계획시설(학교) 폐지
거지역➜일반상업지역)
∙ 도시･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
비) 폐지
∙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문화･
∙ 생활형 숙박시설, 판매시설,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
∙ 공동주택(970세대)
업무시설 등
시설 등
∙ 1조 9,827억 원
∙ 1,690억 원
∙ 242억 원
∙ 쌍촌어린이공원, 장기미집행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 현금 납부(1,400억 원)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탄천･ ∙ 선하지 공원화, 미집행도로, 시설(운천･화정근린공원), 도
한강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
로, 경로당, 주차장 조성 등
∙ 특혜 논란, 교통 혼잡, 일조권･ ∙ 우량 수목 훼손, 인근 학교의
조망권 침해
건강･학습권 침해
∙ 광역-기초 간 공공기여 총량
(시설설치 포함)의 배분 문제, ∙ 광역-기초 간 공공기여 총량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확대 (시설설치 포함)의 배분 문제
의 타당성
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 검색일: 2020.10.21.)를 수정.

둘째, 협상조정위원회에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공공기여계획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舊한진CY부지는 협상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
으며, 교통 혼잡이나 일조권･조망권 침해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었다. 호남대학교 쌍
촌캠퍼스 부지도 우량 수목 훼손, 인근 학교의 건강･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
으나, 광주광역시나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물론 부산
광역시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시민토론회를 도입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사례 모두 지역 주민의 참여가 배제된 채 지방자치단체
와 사업시행자의 참여로만 추진되는 기존 사전협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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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공기여 기준 정립과
기금 설치방안

1. 공공기여 제도의 추진체계
1)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부영향에 대
한 원인자 부담으로 한정된 기부채납의 성격에서 벗어나 계획이익 환수의 관점에서 공
공기여 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현
금으로 납부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부담금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므로 쉬
운 일은 아니다(김지엽 외. 2016: 127). 따라서 현재와 같이 비용을 부과하는 형태로
두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만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되, 시설을 직접 설치하
여 제공하는 것은 구역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기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이관하여 이와 관련한 법적 논
쟁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여로 인정되는 시설의 종류를 비롯하여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지정기준,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의 재량에 맡겨두다 보니 공공기여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더 나아가 국민
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해야 하나,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 법
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
행령에 담긴 내용을 법률로 이관하고, 시행령에서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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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사항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민간-시민이 함께 균형적인 입장에서 공공성을 구현하는 협력적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사례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협상조정위원회에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를 참여시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서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하거나,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의 범위를
설정할 때 이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의 참여로만 추진되는 기존 사전협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기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2)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기본적인 운영구조는 <그림 5-1>과 같다.
우선 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계획이익)에 기초하여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한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필
수시설)과 공간적 범위의 제약 없이 설치하는 시설(공익시설)의 종류를 별도로 설정한
다. 이후 현재와 장래의 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시설이 충
분히 공급되었는지 판단한다.
필수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해당 시설을 조성하거나 관련 부지를 제공하도록 한다. 반면, 필수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었다고 판단되면 구역 안에 공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거나 지구단위
계획 입안･결정권자에게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이때 비용의 납
부 기한은 부산광역시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기 전까지로 하고, 결정일로부
터 60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실효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서 부담하는 필수시설이나 공익시설만으로 공공기여 총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도
그 여분을 사업이 준공검사일1)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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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구조 개선(안)

자료: 저자 작성.

특･광역시에서는 현금으로 납부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일부를 해당 자치구에도
배분하되, 각각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기금은 관할 광
역 및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공간적 범위의 제약 없이 사용하되, 앞서 설정한 공익시설
을 설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광역시에 속한 자치구에 배분된 재원
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
로 사용하되, 적합한 대상지가 없을 경우에는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자치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 비율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나머지 재원에 대해
서는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을 포함하여 상위계획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 지역에
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의 재량에 맡기도록 한다.
1)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납부 기한은 준공검사일로 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97호, 일부개졍 2020.6.23.) 제14조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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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적
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 설치를 전제로 계획 변경을 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나 광주광역시처럼 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계획 자체를 재검토
하거나,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무효화할 필요가 있
다. 더 나아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매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
치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2. 공공기여 기준의 정립방안
1) 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다른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순수
하게 계획 변경으로만 상승한 토지가치, 즉 계획이익을 산정하고 여기에 일정 수준의
부과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이익을 얼마나 정확하고
쉽게 산정할 수 있는가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 완화와 같은 계획의 변경은 조
례상 허용하는 용적률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만약 ㎡당 용적률 1%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면 계획이익을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부지의 입지 특성에 따라 ㎡당 용적률 1%의 가치가 달라진
다는 점이다. 즉,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서 용적률을 1% 상향 조정했을 때와 그렇지
못한 곳에서 용적률을 1% 상향 조정했을 때의 토지가치 상승분에는 엄연히 차이가 존
재한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토지이용상황과 도로접면 등 부지의 입지특성에 따라
용적률 가치를 차등화한 것이 바로 용적률 가치 기준표이다.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선형의 지가모형(hedonic price model)을 구축하여 기준필지의 ㎡당 용적률 1%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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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 용적률 가치 기준표의 작성 과정(예: 수원시)
(단위: 배)

토지이용상황

용적률 가치
전･답･
배율표
주거용
임야

도
로
접
면

(단위: 원/%･㎡)

토지이용상황

주상
복합

상업
업무용

세로
이하

1.0

3.1

3.3

3.6

소로

1.3

3.9

4.2

4.5

중로

1.5

4.6

5.0

5.3

광대로

1.8

5.6

6.0

6.4

용적률 가치
전･답･
기준표
주거용
임야
도
로
접
면

주상
복합

상업
업무용

세로
이하

893

2,760

2,981

3,200

소로

1,135

3,505

3,785

4,064

중로

1,331

4,112

4,441

4,768

광대로

1,608

4,967

5,365

5,759

자료: 채미옥 외. 2010. p.69.

치를 추출한 후, 이를 비선형의 지가모형을 통해 산정한 용적률 가치 배율표(<표 5-1>
참조)에 곱하면 된다(채미옥 외, 2010: 65-66). 일례로 <표 5-1>의 우측과 같은 용
적률 가치 기준표에 기초하면, 경기도 수원시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용’이면서 ‘중
로’에 접한 필지의 ㎡당 용적률 1%의 가치는 4,112원이 된다.
용적률 가치를 산정하는 또 방법은 지가기여율을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가기여
율이란 전체 토지가격을 형성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조례상으로 허용되는 용적률에 의
해 형성되는 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이는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진다.2) 여기에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혹은 표준지 공시지가(해당 법정
표 5-2 | 산정 방법에 따른 지가기여율 차이
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가 평가모형

0.31

0.59

0.47

0.43

-

-

-

개발잠재력 비교

0.37

0.64

0.50

0.52

-

-

-

대도시
전문가
중소도시
설문조사
군지역

0.52

0.62

0.43

0.33

0.31

0.30

0.27

0.43

0.55

0.36

0.30

0.26

0.28

0.25

0.31

0.39

0.27

0.23

0.19

0.16

0.14

주주: 지가 평가모형과 개발잠재력 비교 방법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적용함.
자료: 채미옥 외. 2010. pp.75-78을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2) 지가기여율을 산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채미옥 외(2010: 71-79)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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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내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를 곱한 뒤, 조례상 허용용적률로
나누어주면 ㎡당 용적률 1%의 가치가 된다(채미옥 외, 2010: 80). 이 방법은 앞서
제시한 용적률 가치 배율표에서 토지이용상황이나 도로접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공시지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용적률 가치
를 산정할 때 해당 필지의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에 대한 정보를 직접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필지 i의 ㎡당 용적률 1%의 가치 = 필지 i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해당 법정동 내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의 평균 공시지가 × 지역 내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의 지가
기여율 / 필지 i의 허용용적률
자료: 채미옥 외. 2010. p.81을 수정.

한편, 상기 방식을 활용하여 ㎡당 용적률 1%의 가치를 산정한 이후에는 다음과 같
은 산식을 통해 규제 완화로 인한 계획이익을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한 적정 부담비율(40~60% 내외)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
담해야 할 공공기여의 총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① 필지 i의 추정 계획이익 =3필지 i의 ㎡당 용적률 1%의 가치 × 필지 i의 면적(㎡) × 필지 i의 규제 전･후
허용용적률 차이(%)
② 필지 i의 공공기여 총량 =3필지 i의 계획이익 × 부담비율(40~60% 내외)
자료: 채미옥 외. 2010. p.82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2)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중에서 공공기여로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도 많다. 따
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필수시설)의 범위를 한정할 필
요가 있다. 필수시설은 법적 확보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기초생활권의 범위에서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선정하되, 사업구역만을 위한 시설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시민토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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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
광역시에 속하는 경우 관할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여기서 명심할 부분은 필수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서 규정하는 시설(공공시설 등) 중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수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거주할 때 없
어서는 안 되는 시설을 말하기도 하지만, 개발로 인해 필요 이상의 수요가 창출되어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시설이라는 의미도 지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시설 등에 포함된 시설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개발사업으로 인해
과부하가 생기는 시설이 아니므로 필수시설에 포함시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관련 조항3)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과 기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단, 도심 혹은
기성시가지에 저렴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필수시설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
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필수시설을 선정한 이후에는 공간적 범위의 제약 없이 설치하는 공익시설도
선정해야 한다. 공익시설은 필수시설의 전체 혹은 일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
한 공공임대주택과 더불어 기숙사, 생활SOC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중에서 공공임
대주택과 기숙사는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기여로 제공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나
생활SOC는 그렇지 않다. 물론 민간 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생활SOC가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포함된다(<표 5-3> 참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SOC를 공공기여로 확보하려는 경우 도시･군계획조례에
해당 시설의 목록만 추가하면 된다. 그러나 생활SOC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
한다면 이 역시도 공공시설,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 등과 함께 별도의 시설 항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비록 생활SOC와 기반시설의 범위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
와 유사한 공공시설도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75호, 타법개정 2020.8.26.) 제42조의3제2항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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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 생활SOC의 종류와 기반시설 해당 여부

구분

시설(서비스)

생활SOC
3개년 계획

계획･제도별 해당 시설
도시의
국가도시재생
지속가능성 및
기본방침
생활인프라 평가

상･하수도
●
도시가스
공급
●
(LPG배관망)
광대역통합망
×
대중교통
×
교통
주차장
●
우수저류시설
●
안전
경찰서･파출소
×
소방서
×
종합병원
●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기관
●
의료
(주민건강센터)
병･의원
×
약국
×
노인의료복지시설
●
(공공요양시설)
복지
노인주거복지시설
●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
어린이집
●
돌봄
온종일돌봄체계
●
평생교육
×
유치원
●
교육
초등학교
×
중학교
×
도서관
●
공연장
●
문화 생활문화 (문예회관)
센터
박물관
●
미술관
●
축구장
●
야구장
●
게이트볼장
●
체육
육상경기장
×
●
국민체육 체육관
센터
수영장
●
공원
●
휴식
휴양림
●
야영장
●
상업
소매점
×
주주: ‘●’는 해당 시설을 직접 언급, ‘△’는 해당 시설을
자료: 구형수 외. 2019.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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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서비스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접 언급, ‘×’는 해당 없음을 나타냄.

×
×
×
×
×
×
×
×
×
×
×
×

기반
시설
여부
해당
-

해당

-

해당

-

해당

-

3) 구역 안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일찍이 미국의 많은 주(州)정부에서는 적정기반시설조례(adequate public facilities
ordinances)4)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을 제공하면서 개발업자에게 사업 추진으로 인해 어느 정도 수준의 기반시설이 요구되
는지를 증명하도록 했다(구형수, 2015: 39-40). 우리도 이를 본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표 5-4>와 같은 판단기준을 마련한 후, 이를 근거로
표 5-4 | 필수시설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안)
구분
도로

판단기준
∙ 폭 7m 이상(폭 1.5m 이상 보도 포함)

교통
노외주차장

공원
녹지6)

도시
개발
사업

1만㎡ 이상

∙ 1인당 3㎡와 부지면적의 5% 중에서 큰 면적 이상

∙ 1인당 6㎡와 부지면적의 9% 중에서 큰 면적 이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주택건설사업(1천세대 이상) ∙ 1세대당 3㎡와 부지면적의 5% 중에서 큰 면적 이상
100만㎡ 이상

∙ 1인당 9㎡와 부지면적의 12% 중에서 큰 면적 이상
∙ 1세대당 2㎡와 부지면적의 5% 중에서 큰 면적 이상

초등학교

∙ 4,000~6,000세대당 1개 이상

중･고등학교

∙ 6,000~9,000세대당 1개 이상

유치원

문화
복지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

30만~100만㎡

정비사업(5만㎡ 이상)

교육

∙ 부지면적의 0.6% 이상(지방조례에 위임)5)

근거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

국공립어린이집7)

∙ 2,000세대당 1개 이상
∙ 500세대당 1개 이상
∙ 300세대당 1개 이상

작은도서관

∙ 500세대당 1개 이상

경로당

∙ 150세대당 1개 이상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3항)

자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525호, 일부개정 2012.10.31.);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71호, 일부개정 2019.10.29.); ｢주차장법｣(법률 제16951호, 일부개정
2020.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336호, 일부개정 2020.1.7.).

4) 이 조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증진계획(capital improvement plan)부터 수립해야 한다. 왜냐하
면 여기에 예정되어 있는 시설을 공급하는 것은 공공의 책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신규 개발로 인해
필요 이상의 수요가 유발되는 경우에만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자본증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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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지 사업자가 직접 증명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규정되어 있는 접근성 기반
의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8)도 보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급이 부족한 필수시설이 존재하는 경
우 반드시 이를 해소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시설이 부족한데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개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
해야 한다는 공공기여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필
수시설 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그 이후에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납부하
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4)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시설과 공익시설(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거나 부속
토지를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이 공공기여 총량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를 비교･정산하
는 기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개발비용의 정산방식은 ⑴ 중앙정부에서 고시하는 단
위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표준비용방식과 ⑵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산출명세서를 검증하여 공사원가를 계산하는 실비정산방식으로 구분된다(석종
현 외, 2013: 13).
현재 건축물의 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대표적인 표준비용으로는 과밀부담금을 산정하
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가 있
는데,9) 서울특별시에서도 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 물론, 기반시설부담구
역의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689호, 일부개정 2020.10.5.).
6) 기성시가지(역세권, 이적적지 등)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발사업만 대상으로 하였다.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법률 제17209호, 일부개정 2020.4.7.) 제12조제3항).
8)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은 <부록6>을 참조하기 바란다.
9)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16810호, 일부개정 2019.12.10.) 제14조제2항.
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4376호, 일부개정 2020.10.15.)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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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 공공시설 등 표준 설치비용(안)
구분


표준건축비(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202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도로
공원
녹지
80㎜
100㎜
150㎜
200㎜
상수관로
250㎜
300㎜
기반시설별
400㎜
단위당
표준조성비
500㎜
300~500㎜
600㎜
700㎜
800㎜
하수관로
900㎜
1,000㎜
1,100㎜
1,200㎜
40㎡ 이하
40㎡~50㎡
5층 이하
50㎡~60㎡
60㎡ 초과
40㎡ 이하
40㎡~50㎡
6~10층
50㎡~60㎡
60㎡ 초과
40㎡ 이하
40㎡~50㎡
11~20층
50㎡~60㎡
60㎡ 초과
40㎡ 이하
40㎡~50㎡
21층 이상
50㎡~60㎡
60㎡ 초과

단위당 금액
2,000,000원/㎡
69,000원/㎡
146,000원/㎡
87,000원/㎡
73,000원/㎡
37,000원/m
58,000원/m
67,000원/m
88,000원/m
120,000원/m
181,000원/m
231,000원/m
236,000원/m
114,000원/m
122,000원/m
168,000원/m
189,000원/m
307,000원/m
312,000원/m
340,000원/m
388,000원/m
1,026,100/㎡
1,043,000/㎡
1,010,500/㎡
1,020,800/㎡
1,101,800/㎡
1,116,700/㎡
1,082,400/㎡
1,085,900/㎡
1,041,000/㎡
1,051,100/㎡
1,019,400/㎡
1,018,900/㎡
1,058,800/㎡
1,069,000/㎡
1,037,500/㎡
1,036,800/㎡

근거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제1항)

자료: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33호, 일부개정
2020.6.8.);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39호, 전부개정 2016.6.8.);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7481호, 일부개정 2020.8.18.);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0년도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고
시 제2019-802호, 폐지제정 2019.12.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2020.1.29.);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16810호, 일부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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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도 있
다.11) 하지만, 이는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관로 같은 기반시설에 한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건축물 형태의 공공시설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두 가지 기준 모두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의 건립비용을 정산하는 데에만 적
합하므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기준이 필요하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
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
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활용할 수 있다.12)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초과용적률13)의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소형주택)으로 건립하면,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건축물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매입하게 된다.14) 이때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바로 공공
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다.15) 물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과 같이 여기에 몇
가지 가산항목을 적용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16)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서울특별시, 2020: 21).
이와 같은 표준비용방식은 산정방식이 단순하여 사업시행자의 불편과 담당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석종현 외, 2013: 14), 지역여건이나 개별 사
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
축비의 경우 물가 변동, 공사비 및 인건비 인상, 주택건설기준 강화 등의 비용 상승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2020.1.29.) 제68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75호, 타법개정 2020.8.26.) 제68조.
12)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7481호, 일부개정 2020.8.18.) 제50조의4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대통
령령 제31114호, 일부개정 2020.10.19.). 제57조제4항.
13) 초과용적률이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7459호, 타법개정 2020.6.9.) 제54조제4항.
14) 그동안 정비구역에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서빙
고아파트지구(29세대),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 정비구역(10세대), 원효아파트지구(40세대) 등과 같이 공공기여
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80호);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 정비구역･정
비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89호); ｢원효아파트지구(산호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
계획) 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0호)).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7459호, 타법개정 2020.6.9.) 제55조제2항.
1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71호, 일부개정 2020.10.19.)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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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동결되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다.17) 따라서 표준건축비로 정산한 금액이 실제 건축 비용과 차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
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를 검증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표 5-6> 참조).
검증범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공사비(재료
비, 노무비, 경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를 대상으로 한다.18) 순공사비와 일
반관리비는 광주광역시처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원가 계산방
법(행정안전부, 2020: 52-59)에 따라 산출하며, 조사비와 설계비는 ｢개발이익 환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제2호를 준용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19)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20) 해당 비
표 5-6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검증방안
구분
순공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검증범위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원가 계산방법 적용

일반관리비
조사비, 설계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적용

검증기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제2조에 따른 검증기관

기준시점

∙ 건축허가 신청일

검증절차

∙ 공사원가계산서 제출(사업시행자) ➜ 검증기관 선정(지자체) ➜ 검증 실시
(검증기관) ➜ 검증결과 통보(지자체) ➜ 검증수수료 납부(사업시행자)

자료: 저자 작성.

17) 뉴스핌. 2020.9.14.
1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 타법개정 2020.2.18.) 제11조제1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93호, 타법개정 2020.9.8.) 제2조제1항.
19)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0호, 일부개정 2019.1.28.).
2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993호, 타법개정 2020.9.8.) 제12조제3항; ｢엔지니어링산
업 진흥법｣(법률 제17344호, 타법개정 2020.6.9.)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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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검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
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
제2조에 따른 검증기관(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21) 이때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검증 수수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검증의 기준시점은 건축허가 신청일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면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선정한 검증기관에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대해 검
증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면 사업시행자가 검증수수료를 해당 검증기
관에 납부하도록 한다.
한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해당 시설의 부속토지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대비
하여 부지가액을 정산하는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소개한 광역자치단
체 세 곳의 사례를 참조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의 평균가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정산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점 직
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부지가액 가중치를 곱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외에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22)에서 볼 수 있듯이 시설(공공임대주택 포함)은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에게 매각하고, 부속토지만 공공기여로 제공할 수도 있
다.23) 이 경우 시설은 앞서 제시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부속토지는 부지가액 산정기준을 적용한 가격으로 정산하면 된다. 만약 이
러한 과정을 거쳐 산정한 시설 설치비용이나 부속토지의 가액이 공공기여 총량에 미치
지 못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24)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25호, 일부개정 2019.6.25.)
제9조제2항;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47호, 제정 2019.11.18.) 제2조.
22)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경우 공공기여시설의 부지(부속토지 포함)는 기부채납하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은 건축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도시계획 조례
에 따라 산정한 설치비용으로 매입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
별시조례 제7594호, 제정 2020.5.19.) 제10조제1항제3호).
23)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토지만 기부채납하고, 건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는 정비사업의 방식
과 달리 토지와 건물 모두 기부채납 대상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19: 7).
24) 이와 유사하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도 복구사업 가능 면적만큼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264호, 일부개정 2019.12.31.) 제16조의2제2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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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
개발사업자가 공공기여 명목으로 현금을 납부하면, 이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
자에게 모두 귀속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제29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이며,25) 도지사와 구청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26) 따라서 특･광역시에
속한 자치구에서는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해
당 사업자가 납부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앞서 현대
자동차부지나 舊한진CY부지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이는 광역(특･광역시)과 기초자치
단체(자치구)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광
역시에 속한 경우 현금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도 배분할 필요가 있다.
물론 <표 5-7>에서 볼 수 있듯이 유사한 성격을 지닌 부담금의 절반 이상이 징수금
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도 배분하고 있으므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도 국가 귀속분을
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되던 공공기여분을 광역자치단체를 넘어 국가에도 일정 부분 배분해야 한다면 불
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국가 귀속분이 다시 광역과 기초자
치단체에 지원되나(<그림 5-2> 참조), 이는 관할 행정구역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배분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존재한다.27)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현금 납부액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만 배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2020.1.29.) 제24조제1항, 제29조제1항.
26) 용도지역 간 변경을 목적으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시장･군수의 결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통해 도(道)의 결정
사항인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권고하
고 있다(경기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8: 34).
27) 국가 귀속분인 주택도시기금에 귀속되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 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
과 및 주거복지 증진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
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85호, 일부개정 2020.8.18.) 제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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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 유사 부담금 제도의 배분기준 비교
구분

근거법령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국가

광역

기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

10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

5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50%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4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60%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도시개발법
(제58조)

-

-

100%
(일반회계)

-

60.7%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7.4%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1.8%
(일반회계)

5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5%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
25%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기금)

-

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재정비촉진
특별회계/국민주택
사업특별회계)
-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주택도시기금(50%)

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재정비촉진
특별회계/국민주택
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설치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

100%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주주: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징수금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지방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 총액(2019년)의 비율을 산정함.
자료: 기획재정부. 2019. pp.635-76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 타법개정 2020.2.18.); ｢개발제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2020.6.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2020.1.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547호, 일부개
정 2020.10.20.); ｢도시개발법｣(법률 제16568호, 타법개정 2019.8.27.); ｢도시교통정비촉진법｣(법률 제17453
호, 타법개정 2020.6.9.);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16810호, 일부개정 2019.12.1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85호, 일부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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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 재건축부담금의 배분구조

재건축부담금

50% 국가 귀속(주택도시기금)

25% 광역자치단체 귀속

30% 해당 광역자치단체 귀속

25% 기초자치단체 귀속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 50%

20% 해당 기초자치단체 귀속

* 지자체 귀속분은 ①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② 재정비촉진특별회계, ③ 국민주택사업특
별회계 ④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

자료: 기획재정부. 2020. p.755를 일부 수정.

3. 공공기여 기금의 설치방안
1) 기금 설치의 필요성
공공시설 등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제약 요소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문제도 예산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 특히, 최근
에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설의 설치 혹은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는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국 공공시설 등
의 설치와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과
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계획 변경에 대한 현금 납부액을 기반으로 하는 별도의 지방
기금28)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기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
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전자의 방법으로 공공기
여를 하는 경우 지역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입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28)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
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을 말한다(행정안전부, 2019: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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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계획적으로 공급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SOC)복합시설 설치가 각광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사업대상지마다 개별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시대
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고, 이를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해 두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복합시
설을 건립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이때 기금이 아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29) 공공기여 제도
는 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하는 사업시행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
용을 납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공공시설 등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이루어
져 있다. 이렇게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확실한 경우 특별회계30)를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다.31) 하지만, 특별회계는 매년 필요한 재원을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 배분받아야
할 뿐 아니라, 재원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이 급격
하게 변화하는 정책 분야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전택승, 2002: 50; 이혜경 외,
2009: 70). 반면에 기금은 당해 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재원을 여유자금32)으로 보유할
수 있다(이용환 외, 2016: 64). 따라서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사
업의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33) 특히,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
액의 20% 범위 내34)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금을 보다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2019: 329).

29)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법률 제17388호, 일부개정 2020.6.9.) 제3조제3항).
30)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
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지방재정법｣(법률 제16855호,
타법개정 2019.12.31.)).
31) 물론 기금이 특별회계보다 수입과 지출의 연계성이 더 강하다(전택승, 2002: 62).
32) 여유자금이란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융자･출자･출연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토지･건물･시설 등의 취득･관리･처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행정안전부, 2019: 341).
33)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 단년도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기금은 일정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
는 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 운용으로 구분된다(행정안전부, 2019: 327).
3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17388호, 일부개정 2020.6.9.)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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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 기금과 특별회계의 비교
구분
설치사유

(지방)기금

특별회계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 특정사업 운영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자금 보유･운용

재원조달 및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운용형태
등 수행
확정절차

∙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의･조정, ∙ 사업부서 예산 요구, 예산부서 예산안 편성, 지방
지방의회 심의･의결
의회 심의･의결

집행절차

∙ 집행과정에서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 ∙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력성 보장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원칙

수입과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지출의 연계
계획 변경
결산

∙ 좌동

∙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 시 지방의회
∙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결 필요
∙ 지방의회 심의･승인

∙ 좌동

자료: 행정안전부. 2019. p.330에서 일부 발췌.

2) 기금의 재원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
치한다.35) 여기서 특정한 자금이란 수익자 혹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재원
을 말한다(조성일, 2004: 35).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기여 기금의 재원은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운영하
고 있는 공공기여 기금36) 조례에서도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주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나 기타 수입도 재원에 포함시키
고 있다(<표 5-9> 참조).37)
35) ｢국가재정법」(법률 제17344호, 타법개정 2020.6.9.) 제5조제1항.
36) 각 기금의 명칭은 상이하나, 여기서는 공공기여 기금으로 통칭한다.
37)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5320호, 2019.11.1.) 제5조;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5986호, 제정 2019.9.25.) 제4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
치기금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527호, 제정 2020.3.26.)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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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 광역자치단체별 공공기여 기금의 재원 비교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명칭

∙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 ∙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
기금 조례
운용 기금 조례

존속
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재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공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 기금운용수익 및 기타수입
∙ 그 밖의 수입금
∙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
의 수입금

∙ 2023년 12월 31일

자료: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5320호, 2019.11.1.);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등설치･운영기금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5986호, 제정 2019.9.25.);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서울
특별시조례 제7527호, 제정 2020.3.26.).

무엇보다 기금의 재원은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어야 한다.38) 하지
만,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만 의존해서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
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4년 3월에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0년 2월까지 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위원
회, 2020: 2-3).39) 물론 여기에는 조례를 제정한 이후 사전협상을 완료한 사례가 현
대자동차부지 1건에 불과하며,40) 이마저도 협상 과정에서 해당 부지의 공공기여 방식
이 현금 납부가 아닌 기반시설 설치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20: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재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8) ｢국가재정법」(법률 제17344호, 타법개정 2020.6.9.) 제14조제2항.
39)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서울특별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불필요하다는 심의결과가 나와
2018년 12월 31일자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는 효력을 상실했으나, 제도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향후 재원
확보에 따른 안정적 기금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0년 3월 26일자로 해당 조례를 다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20: 2-4).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총 8개 협상대상지(광운대 물류시설, 송파 성동구치소, 동대문 물류터미널, 성동 한전부지, 강남 코원부
지, 서초 코오롱, 목동 CBS, 서초 서울레미콘)에서 3,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가 제공되고, 이 중에서 약
770억 원이 기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20: 7).
40) 해당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협상이 완료된 대상지는 강동 서울승합(2011년 12월), 마포 홍대역사(2013년 6월),
울산 관광버스터미널(2013년 8월) 등 총 3개소였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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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비구역에서도 용적률 완화 시 공공기여 총량의 50% 이내에서 현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적립하게 된다.41)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해당 기금의 재원은 현금 납부액 외에도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정비구역(재건축사업 제외) 안의 국･공유지 매각대금 중 일부(국유지: 20% 이상, 공
유지: 30% 이상),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지방소비세･재산세 중 일부
(지방소비세: 3% 이상, 재산세: 10% 이상)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42) 심지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3)에 근거한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과밀부담
금 중 일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차입금 등도 재원(세입)에 포
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기금존치평가지침｣(기획재정부, 2020: 7)의 기금존치평가 기준44)을 고려
하여 수익자･원인자･손괴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재원을 제외하면, 지구단위계
획구역 안의 국･공유지 매각대금,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금45)은 공공기여 기금의 재
원에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
치단체 귀속분의 경우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초기에는 공공기여 기금에 그
일부를 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기금의 용도
기금의 재원은 그 용도(목적사업)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46) 따라서 <표
5-10>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기금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7459호, 타법개정 2020.6.9.) 제17조제4항, 제126조제2항;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97호, 일부개졍 2020.6.23.) 제14조제2항.
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7459호, 타법개정 2020.6.9.) 제126조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97호, 일부개졍 2020.6.23.) 제95조.
4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171호, 타법개정 2020.3.31.) 제28조제2항.
44) 기금존치평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7>을 참조하기 바란다.
45)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8>을 참조하기 바란다.
46) ｢국가재정법」(법률 제17344호, 타법개정 2020.6.9.)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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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외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건물 매입비,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및 그 밖의 경비,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기금의 관
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47) 이때 유의해야 할 부분은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
면 ｢기금존치평가지침｣(기획재정부, 2020: 7)에 따라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할 때
타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과의 중복･유사성을 고려하는데, 이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용처에 임대주택 건설･관리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48)
무엇보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광역자
치단체는 기금의 일부(예: 10%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기금의 전체를 해당 부지를 매
입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적합한 대상지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그 외의 용도로
표 5-10 | 광역자치단체별 공공기여 기금의 용도 비교
구분

기금의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 내 공공시설 등 설치 사업비
서울특별시
∙ 공공시설 등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 취약 지역 내 공공시설 등 설치 사업비
∙ 공공시설 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
부산광역시
∙ 공공시설 등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및 그 밖의 경비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14호에 따른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
구, 방재지구 또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의
광주광역시
확보 및 운용 사업비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자료: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5320호, 2019.11.1.);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등설치･운영기금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5986호, 제정 2019.9.25.);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서울
특별시조례 제7527호, 제정 2020.3.26.).

47)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5320호, 2019.11.1.) 제6조;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5986호, 제정 2019.9.25.) 제5조;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
치기금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527호, 제정 2020.3.26.) 제6조.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7459호, 타법개정 2020.6.9.) 제12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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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재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더라도 도시･군계획
시설을 폐지하는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총량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를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조례로 설치하여 해당 부지의 매입비용을 마련하고 있는데, 상호 간의 중복･유사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폐지하고, 공공기여 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공공기여 기금은 사업관리 기금49)의 성격을 벗어
나지 못한다. 따라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융자성 기금50)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를 포함한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에서 공익시설을 조성하는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주민 등을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일부를 대출(예: 연이율 1.5%)해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51) 물론 이 또한 최근의 저금리 기조로 인하여 민간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적정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활SOC와 공공임대시설(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
대상가 등)을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인 ‘생활SOC 복합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해 출자하거나 융자하는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생활SOC 결합형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저소득층이 거처에
서 생활편의시설(도서관, 공연장, 체육관 등)을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생활여건의 불평
등이 완화될 뿐 아니라, 기금 운용을 위한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창출될 수 있다.52)

49) 사업관리 기금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행정안전부, 2019:
331).
50) 융자성 기금은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한 부문에 대한 융자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을 말한다(행정안전부,
2019: 331).
51)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씨앗융자 내 생활SOC 조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 2020: 15).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9>를
참조하기 바란다.
52) 물론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
경우에도 공익 목적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이용환 외, 201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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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 생활SOC 복합리츠(REITs)의 사업구조

자료: 국토교통부 외. 2020. p.14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즉, 공공사업을 추진하여 기금 운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이용환 외, 2016: 78). 앞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의 중복･유사성을 방지하
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
으나, 이는 생활SOC와 복합화하여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건설･관리 사업
에 해당하므로 기금을 활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3>은 생활SOC 복합리츠의 사업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는 (공공기여) 기금 출자와 융자의 형태로 생활SOC 복합리츠에 투자하게 된다. 이때
일반적인 공공임대리츠와 마찬가지로 (공공기여) 기금과 지방공사는 전체 사업비의
10%만 출자하고, 나머지 90%는 차입으로 조달한다(송기욱･장인석, 2017: 62). 이
렇게 설립된 리츠는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빈집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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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시공사가 복합시설을 건립한다. 완공
된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되, 시설은 별도의 시설운영사에 임차해주고 임
대료를 수취한다. 이때 지방공사는 자산관리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
로 참여하게 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에
대한 매입 확약을 하고, 준공된 시설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처럼 사업 실패의 위험
(risk)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부문(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부문의 임대리츠와는 차이가 있다.

4) 기금의 관리･운용 체계
기금의 관리･운용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를 정하여 해당 업
무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관리･운용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우선 주무부서는 기금 사용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도시･군계획시
설 설치사업을 담당하는 도시계획 관련 부서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해당 부
서에는 <표 5-11>과 같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관리 담당 공무원
을 지정･배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도 둘 수 있도록 한다(행정안전부, 2019: 338).53) 다
음으로, 기금의 관리･운용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
표 5-11 | 기금관리 담당 공무원의 직급 배정(안)
구분
기금운용관

시･도
∙ 도시계획 담당 실(국)장

분임기금운용관 ∙ 도시계획 담당 실(과)장
기금출납원

시･군･구
∙ 도시계획 담당 실(과)장
-

∙ 도시계획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 도시계획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자료: 행정안전부. 2019. p.338을 일부 수정.

53) 일례로 서울특별시에서는 공공개발기획단장이 기금운용관이 되어 해당 부서에서 작성한 집행품의서를 결재하며,
공공개발추진반장이 분임기금운용관, 공공개발기획단 기금담당사무관이 기금출납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527호, 제정 2020.3.26.)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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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 광역자치단체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내용 비교
구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도시계획실장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공공개발기획단장
‑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장: 담당 국장
‑ 부위원장: 공공개발추진반장
∙ 위원회 업무 처리를 위한 간사, ‑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배정 서기 배정
∙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배정
‑ 간사: 소관부서 담당 사무관
‑ 간사: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 간사: 기금 관련 업무 담당
‑ 서기: 기금업무 담당자

위원
자격

∙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기금업무 담당 과장(당연직)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이내
∙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 설치 등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주거환경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중에서 시장이 위촉(기금운용 또
부한 자
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 예산부서 및 기반시설설치기금과
∙ 예산부서 및 기금과 직접 관련된 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수가 전
직접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심의
내용

∙
∙
∙
∙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
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
∙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

자료: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 설치･운용 기금 조례」(광주광역시조례 제5320호, 2019.11.1.);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등설치･운영기금 조례」(부산광역시조례 제5986호, 제정 2019.9.25.);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서울
특별시조례 제7527호, 제정 2020.3.26.).

리･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행정안전
부, 2019: 332).54) 단,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한 업무만 위탁 관리
가 가능하므로 공공기여 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할 수밖에 없다.55)
이때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총괄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56)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54) 관리운용 주체가 직접 운용･관리하는 기금을 ‘직접관리기금’이라 하고, 다른 기관(장학재단, 체육회 등)에 위탁하
여 운용･관리하는 기금을 ‘위탁관리기금’이라 한다(행정안전부, 2019: 332).
5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17388호, 일부개정 2020.6.9.) 제6조제2항.
56) 기금의 운용상황은 1년간의 수입(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융자금 회수액, 적립금이자 등)과 지출(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등)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나타난다(행정안전부, 2019: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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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57)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필요
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58) 서울특별시, 부
산광역시,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참조할 때 구성원은 9~10명 이내로 하며, 간사나 서기를
1명씩 배정할 필요가 있다(<표 5-12> 참조).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임
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간사는 기금
업무(혹은 주무부서) 담당 사무관,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자로 한다.
한편,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미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
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에서
는 기부채납의 결정시기(계획)와 해당 시설의 공급시기(운영)가 달라 수요 파악이 곤
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5-4>와 같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59)
을 구축하고, 이를 생활SOC 계획과 연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
부, 2015: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19: 10-12). 만약 재원이 부족하여
그림 5-4 | 서울특별시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개념도

자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2015. p.5.

5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17388호, 일부개정 2020.6.9.) 제13조제2항.
5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17388호, 일부개정 2020.6.9.) 제13조제3항.
59) 이를 통해 관련 부서로부터 각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사전에 조사･취합하고, 공공기여(기부채납) 계획
시 사전조사 내용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 등이 설치되도록 지원한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
리위원회,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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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 광주광역시의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 분석결과(예: 공연문화시설)

자료: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 검색일: 2020.11.2.)을 토대로 저자 작성.

서울특별시처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국토정보플랫폼(국토정보맵)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림 5-5>는 국토정보플랫폼을 활용하여 광주광역시의 공공시설 등(예: 공연문화
시설) 취약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예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도시 외곽에
위치할수록 공공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일정 등급
이하의 지역을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장기미집
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아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하기
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결국 이러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공공기여 대상이
되는 시설(생활SOC, 공공임대주택 등),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유휴 부동산
(빈집, 유휴 국･공유재산 등)에 대한 공간정보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기존의 관행에 따라 교통시설(도로 등) 부지를 매입하는 데 공공기여 기금의
대부분을 소진하지 못하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가운데 우선적으로 매
입해야 할 곳(우선관리지역)을 찾아낼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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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연구의 결론과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과와 정책 제언
1) 연구의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는 대규모 유휴 부지와 이전적지가 많다. 흔히 이러한 토지
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발적 이익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
도 한다. 이처럼 특혜 시비가 제기되는 원인은 결국 공공기여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생활SOC 공급 수준에 대한 지역 격차가 심화되
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대규모 해제가 현실이 되고, 도심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공기여를 둘러싼 사회여건도 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공기
여 제도는 이러한 시대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
는 공공기여의 개념과 성격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정부의 공공기여 관련 제도를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 결
과 공공기여로 인정되는 시설의 종류,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지정기준,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여 정책 역량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정부에서는 별도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시설 부담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었다. 게다가 공공기여와 같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법
률에서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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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보다 세부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세 곳의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과 도시계획조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기준은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할
때 대상지의 입지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뿐더러 계획 변경에 따른 순수한 토지가치 증
가분을 추정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더군다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충족 여부를 파악하는 기준도 없었다. 또한, 공간적 범위의 제약 때문에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정책적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지구
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대책도 미흡했다. 더
나아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대한 정산 기준과 검증 방법도 구체적이지 못했다.
이와 함께 각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공공기여 제도를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주로 공공기여의 적용 범위를 둘러
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각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공공기여 총량의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어나고, 교통 혼잡이나 일조권･조
망권 침해 문제를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심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협상조정위원회에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공공기여계획에 대한 투명성
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기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기여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기부채납의 성격에서 벗어나 계획이익 환수의 관
점에서 공공기여 제도의 체계를 재설계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기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이관하여 불필요한 법적 논쟁을 해소하며, 공공-민간-시민이 함께 균형적인
입장에서 공공성을 구현하는 협력적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러한 기본방향에 맞게 공공기여 제도를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운영기준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공기여 기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
리･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정
책 제언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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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1) 공공기여 기준에 관한 제언
공공기여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총량의 산정, 공공시설
등의 범위 설정, 구역 안 시설의 충족 여부 판단, 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정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
인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적률 가치에 기초하여 공공기여 총량을 산정해야 한다. 공공기여 총량을 산
정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다른 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계획 변경으로만
상승한 토지가치(계획이익)를 산정하고 여기에 일정 수준의 부과율을 적용하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계획 변경은 조례상 허용하는 용적률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해당 부지
의 용적률 가치를 산정하면 계획이익을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용적률 가치를 산
정하는 데에는 용적률 가치 기준표나 지가기여율 방식이 활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 지
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한 적정 부담비율을 적용하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공
공기여의 총량이 산정된다.
둘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필수시설)의 범위를 한정
해야 한다. 필수시설은 법적 확보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서 기초생활권의 범위에서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선정하되, 사업구역만을 위한 시설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 공간
적 범위의 제약 없이 설치하는 공익시설은 필수시설의 전체 혹은 일부를 포함하며, 공
공임대주택, 기숙사 등도 포함할 수 있다. 특히,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생활
SOC 또한 관련 조항에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시설에 대한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자가 해당 사항에 대해 직접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규정되어 있는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도
보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기본 원칙으로 정해두어야 하는 부분은 개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공공기여의 기본 취지이므로 구역 안에 필수시설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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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반드시 이를 해소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제공되는 시설의 설치비용과 부속토지의 가액을 정산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시설 설치비용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고시하는 단위
당 표준비용에 개발사업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표준비용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산출명세서를 검증하여 공사원가를 계산하는 실비정산방식으로 보완
하도록 한다. 이 외에 해당 시설의 부속토지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
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의 평균가로 부지가액을 정산하도록 한다. 만약 시설 설
치비용이나 부속토지의 가액이 공공기여 총량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나머
지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섯째,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배분기준을 마련해야 한
다. 개발사업자가 공공기여 명목으로 현금을 납부하면, 이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
권자에게 모두 귀속되는데, 이로 인해 광역(특･광역시)과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사이
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광역시에 속한 경우 현금 납
부액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도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국가 귀속분을 배정하는 것
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게만 배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2) 공공기여 기금에 관한 제언
공공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기여는 모두 현금으로 받아
공공기여 기금에 적립해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기금이 아닌 특별회계를 설
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필요한 재원을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 배분받아야 하므로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공공기여 기금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재원, 용도, 관리･운용
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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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을 공공기
여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한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익자･원인자･손괴자 부
담원칙과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국･공유지 매각대금,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금도 재원에 포함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초기에는 개발부담금이나 재건축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공공기여 기금
에 일부 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위주로 공공기여 기금
을 활용하되, 광역자치단체는 기금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기금의 전체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문제를 해소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업
성 기금의 한계를 벗어나 융자성 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에서
공익시설을 조성하는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주민 등을 대상으
로 사업비의 일부를 대출해주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생활SOC와 공
공임대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생활SOC 복합리츠에 대해 출자･융자하는 사업도 추
진하여 임대 수익을 통해 기금 운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셋째, 도시계획 관련 부서를 기금의 관리･운용의 주무부서로 정하고, 해당 부서에
기금관리 담당 공무원을 지정･배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기금을 관리하도록 한
다. 물론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총괄기구
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등 취약지역의 현황을 분석하거나 이
미 설치된 공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별로
생활SOC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여 제도와 연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공공기여 대상이 되는 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유휴 부동
산에 대한 공간정보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군계
획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 가운데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할 곳(우선관리지역)을 찾
아낼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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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성과
우선 본 연구의 학술적 성과는 계획이익의 발생구조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기여의 개념을 재정립한 것이다. 그동안 개발이익의 발생 원인을 규명한
연구는 많았으나, 계획이익만을 대상으로 이러한 논의를 진행한 연구는 드물었다. 더
나아가 생활여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공공기여 제도의 성격을 규명한 연
구도 부족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이 유사한 의미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
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계획이익의 개념과 발생구조에 관한 이론
모형은 후속 연구에서 계획이익 환수(혹은 공유)에 대한 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성과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공공기여 관련 기준을
종합하여 새로운 제도로 재정립한 것이다. 물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전협
상제도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전협상제도를
보다 상위법의 체계로 편입시켜 새로운 제도로 재설계하고, 단계별 운영기준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여의 제공방식으로 현금 납부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여 기금의 설치방안을
마련한 것도 본 연구의 정책적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일몰제에 따라 대규모 해제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활용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2) 향후 과제
최근 들어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5.6.)과 ｢서울권역 등 수
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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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관계기관 합동, 2020; 국토교통부, 2020b), 본 연구에
서 제안한 공공기여 제도를 이러한 대책과 연계할 경우 수도권 도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3기 신도시1)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택지(84만호)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2) 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지방도시의 축소(소멸)을 촉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수도권에 대규
모의 공동주택, 자족용지(일자리), 생활SOC가 공급되면 비수도권 인구의 유입이 가속
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도시계획 변경의 경우 용도지역･지구･구역을 비롯하여 도시･군계획시설, 도시
개발･정비사업 등 매우 다양한 대상에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
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련된 행위로 한정하고, 이 중에서도 역세권･이전적지의 용도
지역 간 변경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해서만 다루다보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여기서 다루지
못한 수도권의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과 지방도시의 축소(소멸)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지방에 대한 낙
수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규모 개
발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 변경과 사업 승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공기여 제
도와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하나의 제도적 틀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1) 남양주왕숙･왕숙2(6.6만호), 하남교산(3.2만호), 인천계양(1.7만호). 고양창릉(3.8만호), 부천대장(2.0만호) 등
3기 신도시(33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에서만 17.3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2020b: 19).
2) 국토교통부. 2020.8.1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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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Establishing Standards for Public Contribution
and Funds According to Plan Changes
Koo Hyeongsu, Kim Sangjo, Lee Hyungchan, Kim Donggeun

Key words: Planning Gain, Public Contribution, Dedication

The city has many large vacant and abandoned lands. When developing such
a site, controversy over preferential treatment is sometimes raised because
windfall profits are generated through zoning changes. The underlying reason
for this controversy is that the standards for public contribution following plan
changes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standards
for public contribution and to consider how to set up a fund to effectively
support this system.
The following limitations were drawn by reviewing the current public
contribution system. First,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public contribution,
the difference in location is not taken into account, and it is not possible to
estimate the net increase in land value due to plan changes. Second, there is
no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types of facilities required in the district unit
planning area and whether they are satisfied. Third, there are difficulties in
reducing regional disparities and promoting projects with high policy urgency
due to spatial limitations. Fourth, measures for managing facilities provid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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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ontributions are insufficient. Fifth, there is no universal standard to
settle the construction cost of the facility and the value of the site.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application of the
public contribution system in the case site.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reasonable distribution standard between the metropolitan council and the
basic local government for the total amount of public contribu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transparency in public contribution plans by involving
local residents or civic groups in the Negotiation Coordination Committee.
The policy alternativ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c
contribution system should be redesigned, including: i) calculation of the total
amount of public contribution; ii) setting the scope of public facilities; iii)
determining whether the facilities in the district unit planning area are
satisfied; iv) settlement of facility installation costs and site value; and v)
distribution of public facility installation costs. Second, all public contributions
outside the district unit planning area should be received in cash and deposited
in the fund, which should be used to build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or invested in REITs for the mixed-use of social infrastructures. Third,
in order to identify areas with poor public facilities, an integrated social
infrastructure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linked with the
public con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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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 부록1: 공원･녹지의 법적 확보 기준
부표 1 |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개발계획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 1만㎡ 이상 30만㎡ 미만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인당 6㎡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 100만㎡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
의 5% 이상 중 큰 면적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 10만㎡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 5만㎡ 이상의 정비계획: 1세대당 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정비계획
이상 중 큰 면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의한 개발계획
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10만㎡이상 30만㎡ 미만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인당 6㎡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인당 7㎡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 이상 중 큰 면적
∙ 100만㎡ 이상 330만㎡ 미만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인당 9㎡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 이상 중 큰 면적
∙ 330만㎡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
의 20% 이상 중 큰 면적

∙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 ∙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 적용
∙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 적용
법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개발계획 ∙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상주인구 1명당 3㎡ 이상
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724호, 일부개정 2020.5.8.)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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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부표 2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임대기간

50년

30년

20년

공급조건

공급규모

공급대상

적용대상

5년/10년

행복주택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보증금+임대료
보증금+임대료
보증금+임대료
전세금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시세 60~80%
(시세 30% 수준)
(시세 80% 수준) (시세 90% 수준)
수준)
수준)
40㎡ 이하

85㎡ 이하
85㎡ 이하
(통상 60㎡ 이하) (통상 60㎡ 이하)

85㎡ 이하

60㎡ 이하

생계급여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
/무주택자
(소득 2~4분위) (소득 3~4분위) (소득 2~5분위)
(소득 1분위)
(소득 2~5분위)
-

자산기준
금액기준

-

적용대상

-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단, 기타특별
제외)

모든공급유형

총자산:29,200
만원 이하

부동산:21,550
만원 이하

부동산:21,550
만원 이하

총자산:29,200
만원 이하

자동차:3,496
만원 이하

자동차:3,496
만원 이하

자동차:3,496
만원 이하

자동차:3,496
만원 이하

모든공급유형

모든공급유형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 이하)

모든공급유형
(단,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100% 이하

소득기준
금액기준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

85㎡ 이하:
100% 이하

85㎡ 이하:
120% 이하

60㎡ 이하
일반공급, 생애
최초 우선공급,
신혼부부 우선
공급:100% 이하

100% 이하
(사회초년생: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120% 본인 80% 이하,
세대 100%
이하
이하)
신혼부부
잔여공급,
생애최초
잔여공급(130%
이하)

주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14호, 일부개정 2020.10.19.)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과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제외함.
자료: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검색일: 2020.11.2.)의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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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사례
부도 1 | 서울특별시의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사업부지 내부 제공]

[사업부지 외부 제공]
기부채납
지양

시설
입지

권장

사업부지

권장

기부채납

자치구
경계

지양

∙ 가로변 주출입구, 생활가로 경계부 등 보행량이 많은
곳에 인접하여 설치 권장
* 12m이상 도로 인접 권장

∙ 사업부지와 유사여건(보행 및 차량접근성, 부지가액)
을 갖춘 대상지 제공 권장
∙ 사업부지가 위치한 자치구 범위로 한정

[건축물내 적정 위치]

[건축물내 적정 위치]
[진출입 편리]

시설
위치
(건축물內)

공공시설
타 시설

공공시설

권장

지양

∙ 보행접근이 용이한 층 제공 : 지하1~지상2
* 부지여건상 저층부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접근성향상을 위한 계획적 방안 제시(전용코어 등)

[건축물 사용 안전성 확보]

공공
시설

공공
시설

홀

권장

지양

∙ 주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 권장
∙ 주출입구 인접하여 설치가 어려울 경우 공공시설
전용 진출입구 설치 권장

[시설인식 및 안내 제고]

그 외

∙ 보행로, 화장실 등 주요공간은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
* 화재, 범죄 등 재난에 안전한 공간

자료: 서울특별시. 2019.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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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내 및 운영, 개방시간 표시]

▣ 부록4: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체크리스트 사례
부표 3 | 서울특별시의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접근성

검토사항

위치

∙ 가로변 주출입구 및 보행량이 많은 경계부에 인접해 있는가?
∙ 시설이 개방되어 있어 주변 주민 및 보행자가 접근하기 용이한가?

접도

∙ 12m이상 도로에 접하여 보행 및 차량의 접근이 용이한가?

층수

∙ 보행접근이 용이한 층(지하1~지상2)에 위치하는가?

반영여부

편리성

진출입

∙ 건축물 주출입구에 인접하게 위치하여 진출입이 용이한가?
∙ 해당 시설의 전용출입구 및 코어가 설치되어 진출입이 용이한가?
(지하 진출입구의 경우 지하철 연결고려 등)

안전성

안전성

∙ 노약자, 장애우 등의 사용에 무리가 없도록 조성된 공간인가?
∙ 화재 등 발생시 대피가 원활하게 계획된 공간인가?
∙ 지하에 위치한 경우 일조채광에 무리가 없는가?

지속성

안내

∙ 시설물을 알리는 간판 등이 조성되어 사용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가?

자료: 서울특별시. 2019.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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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5: 협상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부표 4 | 부산광역시의 협상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비고

① 도시관리정책, 상위계획 및 규정에 부합 여부
정책부합 및 지역발전
(G1)
② 도시발전 전략상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부합 여부
기여 여부 검토

-

③ 기존시설 폐지(변경)의 타당성 및 필요성
① 기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 폐지(변경)에 따른 토지이용 합리화

(G2)

개발계획(안)에 대한
기대편익 측면의 검토

② 고용증진, 산업육성, 경제성장에 기여
③ 균형발전 및 중심지 육성에 기여

최소
1개 항목
만족

④ 역세권 토지이용의 고도화 등
①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의 적정성
② 기반(공공)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개발계획(안)의 적정성
검토(G3-1)

③ 건축물 용도(또는 부지이용 계획)의 적정성
④ 주변과의 조화여부 및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의 반영 여부

대상지
선정시
평가기준
제외

⑤ 개발계획에 공공성(공익성) 기능 시설의 포함 여부
(G3)

⑥ 기타 도시관리계획 정합성에 부합 여부
개발계획(안)의 수용시 ① 대규모 개발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
부작용에 대한
② 개발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검토(G3-2)
공공기여에 대한
사항(G3-3)

① 공공기여 시설 등의 종류, 규모 및 설치시기, 위치의 적정성
② 공공기여 시설의 설치 재원조달에 대한 합리성

공공기여 시설의 관리적 측면에서 적정성 등(G34)
자료: 부산광역시. 2019. p.19.

144

-

-

▣ 부록6: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부표 5 | ｢국가도시재생방침｣의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시 고려사항
1.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공급계획의 수립
‣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되, 지자
체의 재정여건, 지역별 인구밀도 및 공급현황을 고려하여야 함
‣ 지자체는 지역별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의 경제적･사회
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공급계획의 수립을 추진
함 (전략계획/활성화계획에 포함)
2. 공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인구밀도
①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하
고, 동시에 시설 수용능력(용량)도 고려
② 인구 10만 명 이상의 중소도시는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
하고, 유휴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공급계획 수립
③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수요자응답형 교통 등 전달체계 개
선 노력
고밀(대도시)

중밀(중소도시)

저밀(농촌)

최소거리
+용량

최소거리+용량+유
휴시설 고려

입지 효율화+
전달체계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단위

교육
학습

돌봄

마을
(도보)

의료

체육
휴식
생활편
의

‣ 입지조건
① 지역의 시설공급 현황을 고려하고, 공급대상 시설이 거점시
설인지 마을단위 시설인지를 고려하여 공급
② 신규 공급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변 유휴시설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유휴시설이 있다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
③ 신규 공급시에는 소규모 다기능시설(복합화)을 기본으로 하
여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검토
④ 인구저밀지역의 경우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
이 우수한 지역에 우선 공급
‣ 시설의 규모
① 인구 당 면적, 지역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고, 관련 법령 및
소관부처의 기준에 맞도록 계획 수립
② 설립조성, 운영비(인건비, 시설비) 등에 대한 연간소요 비용
등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

분류

지역
거점
(차량)

시설

세부시설

유치원

국공립․민간

5∼10분

초등학교

-

10∼15분

도서관

공공․사립․
작은도서관

10∼15분

어린이집

국공립․민간, 놀이터

5분

마을
노인복지

경로당
노인교실

5∼10분

의원, 약국

지역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서비스 전달추진

건강생활
지원센터

10분

수영장
간이운동장
체육도장 등

10분

근린공원

도시공원

10∼15분

주거편의
시설

무인택배함,
폐기물수거시설 등

5분

기초의료
시설

생활체육
시설

최저기준

소매점

-

10분

교통

마을
주차장

시군구 운영
노상․노외․
사설 주차장

주거지역내
주차장확보율
70%이상

학습

공공
도서관

국공립도서관
(국립,도립,시립,
교육청 설립)

10분

돌봄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20∼30분

보건소

-

20분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

30분

문화

공공문화
시설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20분

체육

공공체육
시설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15∼30분

의료

3. 운영․관리 계획의 수립
지역
‣ 운영관리는 지자체 직영, 시설관리 공단 위탁 등을 활용하되,
휴식
거점공원
10분
(10만㎡이상)
주민중심의 운영조직, 사회적 경제 주체 등의 육성을 위해 노력
‣ 운영비용은 지자체 자체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을 원칙 ※ 표에 포함되지 않은 상수도, 하수도, 저류시설 등 도시재생기
반시설에 대해서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수요에 따라
으로 하되, 시설 사용료 징수, 수익시설 운영 등을 통해 지속가
필요한 시설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설을 단계적으
능한 운영의 기반마련 노력
로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

자료: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13호, 일부개정 2019.1.24.)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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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7: 기금존치평가 기준
부표 6 | 2020년 ｢기금평가지침｣의 기금존치평가 기준
평가지표


개발사업의 적정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기금존치의 타당성

세부평가지표

평가기준

-1
사업설치 목적의
유효성

ⅰ. 사업의 설치목적 및 추진근거가 명확한가?
ⅱ. 사업의 중장기 운용계획이나 방향이 당초 또는 변경된 설치목적과
일관적인가?
ⅲ. 사업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가?

-2
사업주체의 적합성

ⅰ. 사업을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으로 집행할 경우 적절한 집행이
불가능한가?
ⅱ. 사업을 민간에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가?

-3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ⅰ.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는가?
ⅱ. 타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없는가?

-1
재원조성방법의
적정성

ⅰ. 기금의 과거 5개년 및 향후 3년 누적의 자체수입이 동기간 [사업비+
기금운영비+공자기금이자상환+차입금이자상환]의 2/3 이상인가?
ⅱ. 기금의 과거 5개년 및 향후 3년 누적의 총수입에서 동기간 정부내부
수입과 차입금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하인가?
ⅲ. 수익자, 원인자, 손괴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재원이 없는가?

-2
중기가용자산규모의
적정성

ⅰ. 기금이 중기가용자산을 적정규모만큼 보유하고 있는가?

-1
기금목적의 유효성

ⅰ.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금의
설치목적이 유효한가?
ⅱ.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이 설치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가?

-2
타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ⅰ.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기금 자체의 설치목적이 중복되거나
유사하지 않은가?

-3
ⅰ. 정부정책, 특별법 등 예외적으로 기금으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ⅱ. 기금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자료: 기획재정부. 2020.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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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8: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
부표 7 |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국고보조사업 현황
부처명

회계/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체육
진흥기금

내역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생활권형
장애인형

보조율(정액 또는 정률)
단일
복합
①일반 40%
②농어촌 80%
(최대 16억원 한도)
①일반 70%
(최대 98백만원 한도)
40%
30억원
①체육관･종목특화형
30억원(수중운동실
포함시 10억 추가)
②수영장형 40억원

①일반 50%
(최대 50억원 한도)
②농어촌 80%
(최대 18억원 한도)
①일반 80%
(최대 112백만 한도)
50%
(최대 9억원 한도)
40억원
①체육관･종목특화형
40억원(수중운동실
포함시 10억 추가)
②수영장형 50억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10억원
12억원
체육관 건립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50%
60%
일반회계
어린이집 확충
확충
(최대 899백만원 한도) (최대 1,079백만원 한도)
[리모델링비]
[리모델링비]
①서울 30%(15백만원) ①서울 40%(20백만원)
일반회계
다함께돌봄사업
돌봄센터 구축 ②지방 50%(25백만원) ②지방 60%(30백만원)
[기자재비]
[기자재비]
복건
100%(20백만원)
100%(20백만원)
복지부
일반회계
노인요양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확충 서울 50%, 지방 80%
(좌동)
국민건강
건강생활지원센터
증진기금
확충
건강생활지원센터
66.7%
75%
확충
(최대 10억원 한도) (최대 11.5억원 한도)
농어촌구조
농어촌보건소 등
개선특별회계
이전신축
건강가정 및
공동육아나눔터
양성평등기금
건축비 없음(단, 복합화로는 인정)
다문화 가족 지원
운영
여성
국가균형발전
복합시설만 50%
가족부
특별회계
가족센터(복합)
가족센터 신축
지원불가
(최대 기본형 10억원,
(지역지원)
확장형 15억원)
국가균형발전
국토
특별회계
주차환경개선
주거지주차장
50%
60%
교통부
(지역자율)
공영주차장 건립
중소기업 소상공인시장
전통시장
및 공공시설
60%(한도없음)
(좌동)
벤처부
진흥기금
주차환경개선
주차장 이용 보조
농림축산 농산물가격
농산물직거래
로컬푸드복합센터
30%
(좌동)
식품부
안정기금
활성화지원
(농산물직거래활성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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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9: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금융지원
부표 8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씨앗융자 지원 내용
구분

공동협업공간

상가리모델링

생활SOC조성

창업시설조성

임대상가조성

∙ 공동협업공간과 업 ∙ 상가 리모델링을 ∙ 생활SOC를 조성 ∙ 신규 창업하는 청 ∙ 임대상가를 조성
무공간 등을 복합 추진하는 상가소 하는 지방자치단 년사업자 등 개인 하는 지자체, 공공
대상
활용 목적으로 함 유자 또는 상가 신 체, 공공기관, 사 사업자, 마을기업, 기관, 지방공기업,
께 운영되는 시설 축을 추진하는 토 회적기업 등 법인 사회적기업, 협동 마을기업, 사회적
을 조성하는 자
지소유자
또는 개인사업자
조합 등
기업, 협동조합 등
∙ 건설, 매입, 리모 ∙ 건설, 리모델링자 ∙ 건설, 매입, 리모 ∙ 건설, 매입, 리모 ∙ 건설, 매입, 리모
용도
델링자금 등
금 / 매입자금 불가 델링자금 등
델링자금 등
델링자금 등
∙ 임대료 인상률 연
2.5% 제한 및 초
∙ 시설 총 연면적 1
과징수분에 대한
만㎡ 미만
∙ 임대료 인상률 제
융자한도 증액분
∙ 주택(준주택) 연
한(연 5%)
상환
면적이 전체 50%
∙ 시설 제3자 임대
∙ 시설 총 연면적 1
∙ 시설 총 연면적 1
미만 / 타 정책자 ∙ 시설 총 연면적 1
불가
만㎡ 미만
만㎡ 미만
금(기금) 중복수혜 만㎡ 미만
∙ 시설 총 연면적 1
조건
∙ 타 정책자금(기금)
∙ 타 정책자금(기금)
금지
∙ 타 정책자금(기금)
만㎡ 미만
중복수혜 금지
중복수혜 금지
∙ 공동협업공간은 지 중복수혜 금지
∙ 타 정책자금(기금)
∙ 생활SOC 연면적
∙ 시설 총 연면적의
상면적 기준으로 건
중복수혜 금지
은 시설 총연면적
50% 초과면적을
축 연면적의 20%
의 50% 초과할 것
제3자에게 임대
이상 및 제3자 임
상가로 공급의무
대 불가
(공공차주 경우는
제외)
∙ 총 사업비의 70%(공공 100억 / 민간 50억)
한도
‑ 임대료인상률 추가 제한(3~5%) 또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인 경우 80% ∙ 총 사업비의 80%
까지 증액
∙ 기본 7년(지자체의
∙ 기본 7년(지자체의
∙ 기본 7년(지자체의
∙ 7년(1회 연장, 최
∙ 7년(1회 연장, 최
경우 2회 연장 가
경우 2회 연장 가
경우 2회 연장 가
장 12년) 만기일
장 12년) 만기일
기간 및
능하며 최장 17년)
능하며 최장 17년)
능하며 최장 17년)
시상환 또는 원리
시상환 또는 원리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
∙ 만기일시상환 또
∙ 만기일시상환 또
금(원금)균등분할
금(원금)균등분할
는 원리금(원금)균
는 원리금(원금)균
는 원리금(원금)균
상환
상환
등분할상환
등분할상환
등분할상환
이율
∙ 연 1.5%(변동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3.0%
중도상환
∙ 운영･관리
‑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운영관리
‑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고용
공공성
‑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정기 운영
요건
∙ 사업자(차주) 직접 거주 금지
∙ 제한업종
‑ 사행성 관련업,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방, 주류･담배판매업, 숙박업, 유흥주정업 등 관련업
‑ 주거건물임대업(단, 쉐어하우스 등 공유형 주거시설 가능)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2020.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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