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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심에서의 지상 도로용지 확보가 어려워 도로공간의 개발

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도로 입체개발을 통한 창의적 공간 활

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와 건물이 혼합되는 구조

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개별법에 산발적

으로 도로의 입체개발을 규정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특히 일본은 기존 도

로의 지하화 및 신규 지하도로 건설, 상부 개발 등의 다양한 조합으

로 입체적 개발이 진행되었는데,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통해 도로공

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부의 개발압력이 높아져 도심 가용

부지의 범위를 수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본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한 개발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국내 도심 

시가지의 입체적 개발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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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경우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있어서 일

체적으로 규제, 관리하는 통합법이 없어 상황에 따라 시설의 중복결

정을 통한 한정적인 입체활용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상황에 기인하

여 향후 국내에의 적용가능성 검토 및 제도적 개선, 적정 개발수법 

수립등에 있어서의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

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한 개발사례에 대해

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사례 리스트 중에서 향후 국내 개발여건에 부합하며 국내에의 

적용가능성이 높은 개발사례로 판단되는 대표사례를 선정하였다. 

또한 대표 개발사례 분석에 있어서 입체도로제도 적용에 있어서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구조형식, 도로법, 건축기준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련법 적용사항 및 토지와 건물의 도로사업자와 건물사업자

의 권리관계 분석, 그리고 개발사례의 입체적 구역 및 개발유형을 파

악하여 종합분석을 진행하였다[Fig. 1.]. 본 연구는 일본의 입체도로

제도와 국내의 입체도시계획활용 등과의 법제도적 비교 검토가 병

행되어야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에 있어서 관련제도에 대한 활성화 

및 개선방안 등의 연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일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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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B S T R A C T K E Y W O R D
Purpose: Development pressure is increasing in urban areas with high population density. Therefore, the range of

available land in the city center is being expanded vertically.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development 
cases applying the Japanese three-dimensional road system. Method: A comprehensive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development cases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Japan. In 
particular, cases that meet the domestic urban development conditions and have high potential for domestic 
application were selected for analysis. As for the research method, application of related laws such as structural 
form of development cases, road law, building standards law, and urban planning law were analyzed.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s of road operators and building operators of land and buildings was analyzed. Result: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types of the three-dimensional road system are diverse in the form of integrated 
and separate structures such as overpasses, underpasses, free passages, parking lots, and monorails. The 
development method enables the integrated maintenance of roads and buildings, increasing the degree of freedom 
of development planning. Regarding the rights relationship, it was investigated that in the case of a separate 
structure, the road operator has the separate superficial right, and the building operator has the ownership of land and
buildings. In addition, in the case of an integrated structure, it was investigated that both road and building operators
have the necessary rights, and the building operator has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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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도로제도를 적용한 개발사례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공간 및 철도부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의 입체적 활용

을 위한 국내 입체도시계획제도의 현황분석과 일본의 입체도로제도 

및 입체도시계획제도와의 심층적 비교분석 등은 후속연구 등을 통

하여 연구범위상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1.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시점

관련 선행연구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입체도시계획제도를 주된 

연구테마로 진행되어 왔지만, 입체도로제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검토되었다. 선행연

구의 검토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Table 1.에서와 같이 제도 및 개선

방안을 비롯하여 법제도 분석, 시사점 도출, 파급 효과 등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우선 법제도 및 적용 방안의 경우 이춘용(2000)은 입체

도로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였으며[1], 정종대(2005)는 

입체도시계획 관련제도 및 적용사례를 통한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

토하였다[2]. 한편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의 경우 이종원

(2011)은 입체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3], 하우드 도시건축연구소(2017)는 도시계획시설

의 복합 입체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다[4]. 

또한 이정형(2019)은 민간주도형 입체도시계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행하였고[6], 이범현(2019)은 입체도시계획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7]. 이밖에 홍석호(2019)의 입

체적 중복이용 정비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8], 마찬가지로 홍석호(2021)의 도심 입체화를 위한 민

자 복합역사 개발 분석이 진행되었다[10]. 또한 일본의 입체도로제

도와 관련한 연구의 경우는 백승관(2018)의 일본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한 도심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5], 이후 백승관

(2020)의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을 위한 일본 입체도로제도에 관

한 분석이 진행이 되었다[9]. 상기의 선행연구에서처럼 본 연구의 

Researcher Year Title Research Type Note

C.Y. Lee 2000 The Vitalization Ways of Multi-Level Road Systems Legal system plan △

J.D. Jeong et al. 2005  A Study on the Status of Multi-Level Urban Planning and the Its Application Ways of Korea Application plan △

J.W. Lee et al. 2011 A Study on Regulatory Improvements for Enhancing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System improvement △

HAUD Report 2017 Mixed-use Development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System improvement △

S.K. Baek 2018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Urban Area Using the Three-Dimensional Road 
System-Focus on Shinbashi·Toranomon area in Japan- Maintenance plan △

J.H. Lee et al. 2019 A Study on Improvement of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Policies as Private Initiated 
Urban Regeneration Methods System improvement ●

B.H. Lee et al. 2019 Improvement of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System for Urban Regeneration System improvement △

S.H. Hong 2019 The Ripple Effect of Three-Dimensional Double Use Modifications on the Regional Economy Ripple effect ○

S.K. Baek 2020 A Research on the Japanese Three-Dimensional Road System for Three-Dimensional 
Development of Road Space

Legal system 
analysis ●

S.H. Hong 2021 The Implications After the Development of a Complex Private Station for Three-dimensional 
Urbanization in Korea Implications ○

Author 2022 Analysis of development case with three-dimensional road system for utilization of 
three-dimensional road space 

System application 
development method -

※ The Note Sorted it with Three Phases by Association and the Utilization Value with the Study (●-High, △-Middle, ○-Low)

Table 1. Research analysis

Fig. 1. Research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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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연구테마인 일본 입체도로제도와 관련하여 입체도로제도의 

개념정립 및 법제도적 검토 등은 진행되었지만, 일본의 입체도로

제도가 적용된 개발사례의 심층적 분석은 현 시점에 미비한 상황이

라 할 수 있다.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최근의 국내상황을 감안하였을 

시, 일본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한 개발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을 통해 관련법제도의 적용사항 및 개발유형, 사업자의 권리관계 

등 실질적인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라 할 수 있다.  

2. 이론 고찰

2.1. 일본 입체도로제도

1) 일본 입체도로제도의 개요

일반적으로 도로구역은 평면적인 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지

표면뿐만 아니라 그 상공이나 지하공간도 도로구역이 된다. 이 때문

에 도로법이나 건축기준법 등의 제한에 의해 도로의 상하 공간에 건

물 등을 건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의 

입체도로제도는 도로 구역을 입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도로 시설로서 

필요한 공간 이외의 공간을 건축물 등으로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한 제도이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Table 2.에서처럼 도로법, 도시계획법, 건

축기준법 3개의 법률을 일체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도로의 구역을 도로법에 근거하여 상하 방향에 한정하여 입체

적으로 정하고(도로의 입체적 구역), 도시계획법의 지구계획에 건

물의 부지로서 아울러 이용해야 하는 구역(중복이용구역)과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 상하의 범위(건축 한계)를 정하며, 건축기준법에 의

한 도로내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11].

2) 일본 입체도로제도 적용 절차

일본 입체도로제도는 지구정비계획에서 중복 이용 구역이 설정

된 도로 등에 대해서 도로법에 기초한 도로의 입체적 구역 결정, 도

시계획법에 의거한 지구정비계획에 중복 이용구역을 정함으로써 도

로의 상하 공간에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입체도로제도

가 적용되는 대상에 있어서는 토지의 고도·유효 이용이 요구되는 시

가지 등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방재가구 정비지구 계획, 역사적 풍

치유지 향상지구 계획이나 연도지구 계획 등의 지구계획이 적용되

는 곳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 내, 고도지구 또는 고도이용지구 내, 

도시재생특별지구 내에서 적용된다.

한편, 입체도로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토지, 도로, 건물의 권리관

계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Table 3.에서와 같

이 건물 철거가 직접 도로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 분리구조의 경우에 

도로사업자는 도로 입체 부분의 구분 지상권을 가지며, 건물사업자

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건물 철거가 직접 도로 붕괴

로 이어지는 일체구조의 경우에는 도로와 건물사업자 쌍방이 토지

를 공유하고 도로일체건물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 쌍

방이 필요로 하는 권리를 가지며 건물사업자는 건물의 소유권을 갖

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

3. 일본 입체도로제도 적용사례 분석

3.1. 사례대상지 선정

일본 입체도로제도 적용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대상지 선정에 있

어서는 Table 4.에서처럼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례 

리스트 중에서 향후 국내 도심지 개발여건에 부합하며 국내에의 적

Division Contents

Concept 
Diagram

Road Law Three-dimensional area decision of the road

Urban 
Planning Law

Setting of an overlap use area and the building limit　
in the urban planning 

Building 
Standards Law

Relaxation of the architecture restrictions in the road 
in the overlap use area

Table 2. Three-dimensional area of the road and the application of 
related laws (Source: [11], Edit by Author) 

Division Business 
operator

Separation 
structure Integral structure

Land
Road operator Patitioned 

superficies Ownership (share)

Building 
operator Ownership Ownership (share)

Building
Road operator None Agreement on all 

road buildings

Building 
operator Ownership Ownership

Table 3. Rights relationship between land and buildings according 
to the three-dimensional use of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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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능성이 높은 개발사례를 대상으로 개발유형이 중복되고 편중되

지 않도록 대표사례 8곳을 선정하였다.

3.2. 사례 분석

개발사례 분석에 있어서는 입체도로제도 적용에 있어서의 특징

을 도출하기 위해 구조형식, 도로법, 건축기준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련법 적용사항 및 토지와 건물의 도로사업자와 건물사업자의 권

리관계 분석, 그리고 개발사례의 입체적 구역 및 개발유형을 파악하

여 종합분석을 진행하였다.

1) 듀푸레 니시야마토

도쿄 도심에서 20km권의 사이타마현 와코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주택·도시정비공단의 니시야마토단지 부지 내를 통과하는 도쿄 

외환 자동차도로의 건설에 맞추어 도로 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한 사

례이다. 1989년 입체도로제도 창설과 함께 주택·도시정비공단이라

는 공공기관에 의한 대규모 토지 소유 형태로 입체도로제도를 적용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도로에 의한 지역의 단절을 해소하고 녹지

공간이 풍부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토지 소유자는 부

지를 매각하지 않고 도로 사업자와의 탄력적인 협의를 토대로 간선

도로의 정비가 촉진되었으며, 1992년 11월에 도로가 공용되었고, 

1994년 3월에 주택이 완성되었다. 

구조형식은 Table 5.에서처럼 도로본체가 지하식으로 되어있는 

분리구조로 되어 있으며, 도로폭 30.5m, 도로길이 약 500m로 구성

되어 있다. 관련법 적용에 있어서는 Table 5.에서와 같이 도로법에 

의한 입체적구역결정과 건축기준법에 의한 도로내 건축의 설정, 도

시계획법에 의한 지구계획결정에 따라 중복이용구역이 정해졌다. 

또한,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토지의 경우 도로사업자에게 구분지상

권, 건물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설정되었으며, 건물의 경우 도로사업

자는 소유권이 없고, 건물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설정되었다. 이처럼 

듀푸레 니시야마토 개발사례는 일본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한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개발방식으로 도로공간에 공공임대주택을 입

체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현재 국내 입체도시계획제도에 있어서 

민간의 구분지상권의 사권설정이 어려운 한계로 도시계획시설의 입

체적 활용이 공공에 한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내 제도적 상

황을 고려한다면 적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개발유형이라 할 수 있다.  

2) 토라노몬·신바시 환상 제2도로

도시계획결정 이후 용지비의 급상승과 현지주민에 의한 계획 재

검토 요청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지만, 입체도로제도

를 통하여 계획을 재검토하여 건물지하에 도로를 정비한 사례이다. 

도쿄도 시행의 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와 건축물이 일

체적으로 정비된 사례이며, 재개발촉진지구를 정하는 지구계획으

로 중복이용구역 및 건축물 등의 건축가능한 상하 범위가 정해져 있

다. 구조형식은 Fig. 2.에서처럼 도로본체가 지하식으로 되어있는 

분리구조로 되어 있으며 도로폭 40m, 도로길이 약 170m의 입체적

구역결정구간으로 되어 있다. 관련법에 있어서는 Table 5.에서와 같

이 도로법에 의한 입체적구역결정과 건축기준법에 의한 도로내 건

축의 설정,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계획결정에 따라 중복이용구역

이 정해졌다.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토지의 경우 도로사업자는 구분

지상권, 건물사업자는 소유권이 설정되었으며, 건물의 경우 건물사

업자에게 소유권이 설정되었다. 

앞서 살펴본 듀푸레 니시야마토 개발방식과 유사하나, 도시계획

No. Title Site Year Type Selection

1 Dyupurenisiyamato Wako-shi, Saitama 1994 Expressway / Driveway ●

2 Rinku Town Izumisano-shi, Osaka 1994 Expressway / Driveway -

3 Cycling Route No.2 Minato-ku, Tokyo 2014 Expressway / Driveway ●

4 OCAT Naniwa-ku, Osaka-shi 1996 Expressway / Driveway -

5 Odakyu-Sagamihara Station Sagamihara-shi, Kanagawa 2008 Exclusive pedestrian road / Free passage ●

6 Sapporo Station main street basement walk space Chuo-ku, Sapporo-shi 2011 Exclusive pedestrian road / Free passage -

7 Nishi-Kanazawa Station freedom passage Kanazawa-shi, Ishikawa 2015 Exclusive pedestrian road / Free passage ●

8 Hachioji Station north exit basement parking area Hachioji-shi, Tokyo 1999 Parking lot ●

9 Nagatakitamachi parking lot Nagata-ku, Kobe-shi 1993 Parking lot -

10 Kurokawa lamp Kita-ku, Nagoya-shi 1997 Occupation of the lower part of the overpass ●

11 Kokura stop Kokurakita-ku, itakyushu-shi 1998 Monorail ●

12 Izumiotsu PA Izumiotsu-shi, Osaka 1996 Service area / Parking area ●

● Selection of case sites for analysis, - unselected

Table 4. Development case site [11]    

Fig. 2. Three-Dimensional Area of the Road (Source: [5], Edit b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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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yupurenisiyamato 2) Cycling Route No.2 3) Odakyu-Sagamihara 
Station

4) Nishi-Kanazawa Station 
freedom passage

Location
The Nishiyamato, Wako-shi, 

Saitama housing complex 
sixth

1, Toranomon, Minato-ku, 
Tokyo

3, Minamidai, Minami-ku, 
Sagamihara-shi, Kanagawa

1, Nishikanazawa, 
Kanazawa-shi, Ishikawa

Business stage Completion Completion Completion Completion
Use date March, 1994 March, 2014 June, 2008 April, 2015

Structure type Road body·Underground 
type / Separation structure

Road body·Underground 
type / Separation structure

Road body·Elevated type / 
Integral structure

Road body·Elevated type / 
Integral structure

Line name Tokyo outskirts beltway
Tokyo Urban Planning 
Road Highway Cycling 

Route No.2
Shido minamidai 28 Oshino 32 Nishi-Kanazawa 

Station Street line 2

Road manager East Nippon Expressway 
Company Limited Tokyo Sagamihara-shi Kanazawa-shi

Related 
laws

Road Law Three-dimensional area decision(Article 47-7)

Building Standards 
Law

Recognition of construction on the road(Article 44, 
Clauses 1 and 3) - -

Urban Planning Law District planning decisions 
(Article 12-11)

District planning decisions 
(Article 12-11) - -

Relation 
of right

Land

Road 
operator 　Partitioned superficies Partitioned superficies Partitioned superficies Free use of railroad site

Building 
operator ownership ownership ownership ownership

Building

Road 
operator - - - -

Building 
operator ownership ownership ownership ownership 

Photo
(Source : Jap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ublic data on the 

three-dimensional road system)

  

  

Development type
(Edit by Author)

Table 5. Case Analysis (1)(Source: [11], Edit b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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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 도로공간에 공공이 아닌 민간이 참여한 사례이다. 이러한 민

간참여의 입체적 개발방식이 향후 국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유

재산법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사권설정이 어려운 제도적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3) 오다큐 사가미하라역 보행자 전용데크

오다큐 사가미하라역 북쪽 출입구 A지구의 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교통 결절점 기능을 강화하고, 여가 및 문화시설로의 접

근성 향상을 위해 정비된 사례이다. Fig. 3.에서처럼 보행자전용 데

크의 일부분이 철도사업자 용지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있어

서 도로의 입체적 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구조형식은 보행자전용 데크가 고가식으로 되어있는 일체구조로 

되어 있다. 관련법에 있어서는 Table 5.에서와 같이 도로법에 의한 

입체적구역결정에 따라 입체적구역이 정해졌다. 권리관계에 있어

서는 토지의 경우 도로사업자는 철도용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으

며, 건물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설정되었다. 또한 건물의 경우 도로사

업자에게는 소유권이 없고, 건물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설정되었다. 

4) 니시카나자와역 자유통로

니시카나자와역은 서쪽에서 접근할 수 없어 동서의 왕래가 가능하지

가 않고, 주변 지구는 JR 호쿠리쿠 본선으로 단절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편의성 향상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한편, 호쿠리쿠 신칸센 철로로 인하

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니시카나자와역을 새롭게 이전하면서 동시에 기

존의 니시가나자와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자유 통로를 정비하였다.

자유통로의 경우 구조형식은 고가식의 일체구조로 구성되어 있

으며, 길이 약 45m, 폭 5m로 되어 있다. 관련법에 있어서는 Table 5.

에서와 같이 도로법에 의한 입체적구역결정이 적용되었다. 한편, 권

리관계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 도로사업자는 철도용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며, 건물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설정되었으며, 건물의 경

우 건물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설정되었다. 

5) 하치오지역 북측 지하주차장

노상 주차로 인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어 교통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문제인식에 기인하여 도시경관을 배려하고, 도

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 주차장을 계획한 사례이다. 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하였으며, Fig. 4.에서의 좌측사진

에서처럼 도로공간의 지하에 있는 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확보하기 위

해 인접하는 하치오지시 평생학습센터와의 입체적 정비를 실시하였다.

자동차주차장 출입로의 구조형식은 지하식의 일체구조로 되어 

있으며, 관련법에 있어서는 Table 6.에서와 같이 도로법에 의한 입

체적구역결정이 적용되었다.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토지의 경우 도

로사업자는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며, 건물사업

자에게는 소유권이 설정되었고, 건물의 경우 건물사업자에게 소유

권이 설정되었다.  

Fig. 3. Three-Dimensional Area of the Road (Source: [11] & 
Pacific Consultants Co., LTD., Japan, Edit by Author) 

River under ramp Public facilities in ramp Panorama
Fig. 5. Kurokawa lamp (Source: Toda Corporation) 

Fig. 6. Rights relationship (Source: [11], Edit by Author) 

Parking lot entrance Inside the parking lot Upper part of parking lot
Fig. 4. Hachioji Station north exit basement parking area (Source: 
[11] & Hachioji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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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achioji Station north 
exit basement parking area 6) Kurokawa lamp 7) Kokura stop 8) Izumiotsu PA

Location 5th, Azumacho, Hachioji-shi, 
Tokyo

4, Shimizu, Kita-ku, 
Nagoya-shi

1-1, Asano, Kokurakita-ku, 
Kitakyushu-shi

5-1·6-1, Nagisacho, 
Izumiotsu-shi, Osaka

Business stage Completion Completion Completion Completion
Use date April, 1999 October, 1997 April, 1998 April, 1996

Structure type
Parking lot(Access 

road)·Underground type / 
Integral structure

Road body·Overpass type / 
Separation structure

Monorail way / Integral 
structure SA·PA / Integral structure

Line name
Hachioji Station north exit 

basement parking area 
managed by Hachioji-shi

Nagoya Highway 1 Kitakyusyu city monorail 
Kokura Line

Hanshin Expressway 4-go 
Wangansen

Road manager Hachioji-shi Nagoya Highway public 
corporation Kitakyushu-shi Hanshin Expressway 

Company Limited

Related 
laws

Road Law
Three-dimensional area 

decision
(Article 47-7)

Road area (plan) decision 
(Article 18 Clause 1)

Three-dimensional area 
decision (Article 47-7)

Road maintenance 
three-dimensional area 

designation (Article 47-10) 
Agreement on Integrated 

road building (Article 47-7)

Three-dimensional area 
decision (Article 47-7)

Agreement on Integrated 
road building (Article 47-7)

Building Standards 
Law -

Permission of the building 
in the road

(Article 44 Paragraph 1 No. 
2 and 4)

-
Recognition of construction 

on the road
(Article 44, Clauses 1 and 3)

Urban Planning 
Law - - - District planning decisions 

(Article 12-11)

Relation 
of right

Land

Road 
operator

Permission to use 
administrative property out 

of the purpose
ownership ownership (share) ownership (share) 

Building 
operator ownership West wing-Permission for 

use, East wing-ownership ownership (share) ownership (share)

Building

Road 
operator - West wing-None, 

East-ownership ownership (share) condominium ownership

Building 
operator ownership West wing-ownership, East 

wing-None ownership (share) condominium ownership 

Photo
(Source : Jap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ublic data on the 

three-dimensional road 
system)

 

 

 

    

Development type
(Edit by Author)

Table 6. Case Analysis (2) (Source: [11], Edit b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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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쿠로카와 램프

고속도로 램프가 관공서, 지하철, 상업시설 등에 근접하고 있으며, 

램프 하부에 있는 하천의 보수가 계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시설

과의 일체적인 조화와 새로운 도시 공간의 창출을 목표로 종합적인 

정비가 진행된 사례이다. 특히 Fig. 5.에서와 같이 램프 공간을 활용

하고, 도로 부속시설 이외에 공공시설, 지하 주차장 등이 설치되었다. 

구조형식은 도로본체가 고가식의 분리구조로 되어 있으며, 관련

법에 있어서는 Table 6.에서와 같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과 

건축기준법에 의한 도로내 건축허가를 적용받았다. 권리관계에 있

어서는 Fig. 6.에서의 배치도와 단면에서처럼 서측동과 동측동이 분

리되어 권리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우선, 토지의 경우 도로사업자에

게 소유권이 설정되었으며, 건물사업자에게는 서측동은 점용허가, 

동측동은 소유권이 설정되었다. 또한 건물의 경우 도로사업자는 동

측동에 한해서 소유권이 설정되었으며,  건물사업자는 서측동에 한

해서 소유권이 설정되었다. 

7) 코쿠라 정류소

JR 코쿠라역과 약 400m 떨어진 위치에 건설된 모노레일 정류장

과의 환승 편리성 향상을 위해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하여 도로인 모

노레일 신정류장과 JR역 빌딩과의 일체적 정비를 실시한 사례이다. 

JR 코구라역 빌딩의 재건축에 맞추어 동일 빌딩 4,5층 부분에 모노

레일 정류장을 정비하여 모노레일이 JR역에 연결되어 있다. 구조형

식은 모노레일 도로와 건물이 일체구조로 되어 있으며 폭 18m, 길이 

42m의 입체적구역지정구간으로 되어 있다. 관련법에 있어서는 

Table 6.에서와 같이 도로법에 의한 입체적 구역결정과 도로보전 입

체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특히 도로보전 입체구역의 경우 도로보전 

입체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등이 도로 상공의 붕괴나 

낙하 등으로 인해 도로 구조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붕괴 

방지를 위한 보강, 낙하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함

을 일본 국토교통성 도로국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법에 의해 코

쿠라 정류소처럼 도로와 건물이 일체구조로 되어 있을 시 도로의 신

설, 개축, 유지, 수선, 재해복구 등에 대해 협정을 통하여 해당 건물

을 관리하는 도로일체건물에 관한 협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권리관계에 있어서는 토지의 경우 도로사업자와 건물사업

자에게 소유권이 공유되었으며, 건물의 경우도 도로사업자와 건물

사업자에게 소유권이 공유되었다.

8) 이즈미오츠 주차영역

한신고속도로 이용자에 대한 쾌적한 도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이즈미오츠 주차 영역에서의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하여 해안측의 

오피스동과 육지측의 호텔동을 일체적으로 정비한 사례이다. 주차 

영역은 완간선을 사이에 두고 상행선과 하행선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형차 전용 주차장, 소형차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Fig. 8.에서의 우측(해안측) 오피스동의 3층과 11층, 좌측(육

지측)의 호텔동 3층이 주차영역의 휴게 및 정보제공시설로 활용되

고 있다.

구조형식은 서비스 영역(SA)과 주차 영역(PA)이 일체구조로 되

어 있다. 관련법에 있어서는 Table 6.에서처럼 도로법에 의한 입체

적구역결정과 도로일체건물에 관한 협정, 건축기준법에 의한 도로

내 건축의 설정,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계획결정에 따라 중복이용

구역이 정해졌다. 또한 권리관계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 도로사업자

와 건물사업자가 소유권을 공유하며, 건물의 경우 도로사업자와 건

물사업자에게 구분소유권이 설정되었다. 

3.3. 종합 분석

일본의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한 개발사례에 있어서는 Table 7.에

서와 같이 우선 개발유형에 있어서 고가도로, 지하도로, 자유통로, 

주차장, 모노레일 등에서 일체구조와 분리구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로를 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개발하여 도로 상하부에 건

축물이 들어서 도로사업자와 건물사업자의 사업성 향상 및 이용자

의 편의증진을 극대화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개발사례 (1), 

(2)의 경우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입체적 구역을 설정하고, 도시계

획법의 지구계획 결정으로 건물이 들어서는 구역(중복이용구역)과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 상하범위(건축한계)를 정하며, 건축기준법에 

의해 도로내의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입체도로제

도를 적용한 가장 일반적인 개발방식으로 국내에서도 적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단, 국내적용에 있어서는 개발의 민

간참여에 있어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구분지상권의 사권설정이 불가

능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발사례의 경우 토지, 도로, 건물의 권리관계에 있어서 개

발사례 (1), (2), (6)에서와 같이 건물 철거에 있어 도로를 해체하지 

않아도 되는 분리구조의 경우 도로사업자는 도로 입체 부분의 구분Fig. 8. Three-dimensional area of the road (Source: [11], Edit by 
Author) 

Fig. 7. Three-dimensional area of the road & Road conservation 
three-dimensional zone (Source: [11], Edit b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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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Road type Structure 
type Development type

Related laws Relation of right

Road 
Law

Building 
Standards 

Law

Urban 
Planning 

Law

Land Building
Road 

operator
Building 
operator

Road 
operator

Building 
operator

(1) Dyupurenisiyamato Expressway 
/ Driveway

Separation 
structure ① ② ③ Partitioned 

superficies O - O

(2) Cycling Route No.2 Expressway 
/ Driveway Separation 

sturucture
① ② ③ Partitioned 

superficies O - O

(3) Odakyu-Sagamihara 
Station

Exclusive 
pedestrian 

road / 
Free passage

Integral 
structure

① - -
Free use 

of railway 
land

O - O

(4) Nishi-Kanazawa 
Station freedom passage

Exclusive 
pedestrian 

road / 
Free passage

Integral 
structure ① - -

Free use 
of railway 

land
O - O

(5) Hachioji Station 
north exit basement 

parking area
Parking lot Integral 

structure ① - - P O - O

(6) Kurokawa lamp

Occupation 
of the lower 
part of the 

overpass

Separation 
structure Ⓑ ② - O O

(partial)
O

(partial)
O

(partial)

(7) Kokura stop Monorail Integral 
structure

①
Ⓐ
Ⓒ

- - O
(share)

O
(share)

O
(share)

O
(share)

(8) Izumiotsu PA Service area 
/ Parking area

Integral 
structure

①
Ⓐ ② ③ O

(share)
O

(share)
O

(partial)
O

(partial)

Note

Road Law

① : Three-dimensional area decision (Article 47-7)
Ⓐ : Agreement on Integrated road building (Article 47-7)
Ⓑ : Road area(plan) decision (Article 18 Clause 1)
Ⓒ : Road maintenance three-dimensional area designation O : Ownership

P : Permission to use administrative 
property out of the purpose

S : Separation ownership based on 
agreement

Building Standards 
Law

② : Recognition of construction on the road (Article 44, 
Clauses 1 and 3)

Urban Planning 
Law ③ : District planning decisions(Article 12-11)

Table 7. Comprehens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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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갖으며, 건물사업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한편, 개발사례 (3)~(5), (7), (8)에서와 같이 건물 철거에 있어 도로

를 같이 철거해야 하는 일체구조의 경우 도로사업자와 건물사업자

는 쌍방이 토지를 공유하고, 도로일체건물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

로써 사업자 쌍방이 필요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며, 건물사업자는 건

물의 소유권이 설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본 연구에서 선정

한 개발사례 이외의 사례에서도 상기의 권리관계가 일반적이지만, 

도로와 건물과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경우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있어서 일

체적으로 규제, 관리하는 통합법이 없어 상황에 따라 시설의 중복결

정을 통한 한정적인 입체활용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상황에 기인하

여 향후 국내에의 적용가능성 검토 및 제도적 개선, 적정 개발수법 

수립등에 있어서의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

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한 개발사례에 대해

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일본 입체도로제도 적용에 있어서의 특

징을 도출하기 위해 구조형식, 도로법, 건축기준법, 도시계획법등의 

관련법 적용사항 및 토지와 건물의 도로사업자와 건물사업자의 권

리관계 분석, 그리고 개발사례의 입체적 구역 및 개발유형을 파악하

여 종합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 입체도로제도의 경우 도로의 구역을 도로법에 근거하여 

상하 방향으로 한정하여 입체적으로 정하고, 도시계획법의 지구계획

에서 건물의 부지로 이용해야 하는 구역과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 상하

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축기준법에 의해서 도

로내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일본 입체도로제

도를 적용한 개발사례에 있어서의 적용 유형은 주로 고가도로, 지하도

로, 자유통로, 주차장, 모노레일 등에서 일체구조와 분리구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로를 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개발하여 도로 상공

에 건축물이 들어서 개발주체의 사업성 향상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극대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발방식에 있어서 도로와 건축물의 

통합적이고 입체적인 복합개발이 가능하여 개발수법에서의 다양성이 

증진되며, 도로법,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에 의한 통합적 관리를 통하

여 법제도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일본의 

경우 입체도로제도를 일찍이 적용하여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

하여 도심부의 한정된 가용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도시

계획적 기능을 확보하여 지역재생으로서의 개발 대상지역의 지속가능

성 및 양호한 도심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이밖에 토지, 도로, 건물의 권리관계의 경우 본 연구에서의 개발사

례 대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건물과 도로의 구조체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방식의 경우 도로사업자는 도로공간의 입체영역에서의 구분지

상권이 설정되며, 건물사업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설정된다. 

또한, 건물과 도로의 구조체가 서로 공유되는 일체구조의 경우 도로

사업자와 건물사업자 양측이 필요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며, 건물사업

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도심에서의 도로 공간이 교통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심부의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진행된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

용을 위한 일본 입체도로제도 적용 개발사례 분석은 도로공간의 입

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로의 상공 

및 지하공간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상황을 고려하였을시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단, 본고에서는 일본 입체도로제도를 적용한 대표사례를 대상으

로 종합분석을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범위상의 한계가 있

었으나, 추후 연구에 있어서는 도로공간 및 철도부지 등의 도시계획

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국내 입체도시계획제도의 현황분석과 

일본의 입체도로제도 및 입체도시계획제도와의 심층적 비교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의 범위적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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