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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the former property appraisal method of aggregate buildings 

should be case comparison method.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critically this regulation 

and find a reasonable alternative.

(2) RESEARCH METHOD

To achieve this, this study performed theoretical reviews and case reviews about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former property appraisal. And it would expose problems with the 

current appraisal method of aggregate buildings and review the validity for an alternative.

(3) RESEARCH FINDINGS

These are identified by case analysis; 1)current former property appraisal of aggregate 

buildings is not being made by case comparison method 2)the prices of dasedae-houses are ra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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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lump without a rational reason. It is not for building site and case comparison 3)in 

redevelopment district, house selling price per unit area is determined by trading unit, not 

housing type. So the current appraisal method is illogical and unfair.

2. RESULT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former property appraisal method of aggregate 

buildings should be cost value method. The validity of this proposal is as follows. 1)in 

redevelopment project, aggregate buildings lose their integrity of land and buildings 2)the 

purpose of former property appraisal is to decide amount of investment into the project 

3)development merit belong to land in principle 4)former property appraisal should not reflect 

the financial costs.

3. KEY WORDS

∙Aggregate Building, Former Property Appraisal, Cost Value Method, Case Comparison 

Method, Redevelopment Project

국문 록

본 연구는 련 이론 검토와 평가 사례 검토를 통해서 행 집합건물 종 자산평가방식의 문제 을 

밝히고, 안을 검토하기 한 것이다. 이론검토 결과, 순환논증의 오류가 있고 기 가격의 부재로 인해 

가격 측이 어려우며 개발이익 반 의 불평등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집합건물(다세 주택)의 

실제 평가사례를 분석한 결과, 재의 종 자산가격은 거래사례비교의 방식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액을 일  상향조정하는 것은 건부증가도 아니고 거래사례를 비교하기 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웠다. 

한 재개발구역내 주택의 단 면 당 거래가격은 주택유형과 상 없이 거래단 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도 확인하 다. 따라서 기존의 평가방식은 논리 이지 않으며, 형평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집합건물의 종 자산평가에 원가법을 용할 것을 제안하 다. 그 타당성으로 재개발사업에서는 

집합건물도 건물과 지사용권의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 원가법이 평가목 에 부합한다는 ,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원칙 으로 토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 보유자산을 출자하기 한 가치평가에

서 굳이 거래시의 융비용을 고려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을 들 수 있다.

핵심어: 집합건물, 종 자산평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재개발사업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일반 으로 토지와 건물

은 별도로 평가하고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지

만, 집합건물은 건물( 유부분)과 토지( 지사용

권)를 일 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고 있

다. ｢집합건물의 소유  리에 한 법률｣ 제20조

의 ‘구분소유자의 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유부

분의 처분에 따르며,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유부분과 분리하여 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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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집합건물의 건물

과 토지를 일 하여 평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기의 논리가 모든 집합건물에 용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건물의 철거를 제로 하는 

재개발사업에서도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평가할 

수 없는지? 평가 목 이 종 자산평가와 일반평가

인 경우처럼 달라도 집합건물의 평가방법은 같아야 

하는지? 재개발사업에서의 감정평가는 어떠한 성

격을 갖는지? 한 종 자산평가에서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의 평가방식이 다를 경우 문제는 없는지? 

집합건물에 한 행 종 자산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안은 무엇인지? 이 은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찾기 해 시작되었다. 

결국 본 연구는 지 까지 행처럼 받아들여져 

오던 집합건물의 종 자산평가방식을 비 으로 

검토하고 안을 찾고자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토

로 종 자산평가방식에 한 논의가 확 되고, 

궁극에는 공정하고 합리 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를 기 한다.

2. 연구의 범   방법

연구의 내용  범 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집합

건물 종 자산평가 방식으로 한정하고, 사례분석의 

공간  범 로 서울시의 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상으로 하 다. 선정된 사례 상지는 서울시 △

△구에 치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서 2009년 

사업시행인가, 2013년 리처분인가를 받고 재 

이주가 진행 인 지역이다. 해당 지역을 본 연구의 

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비교  최근에 리처분계

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종 자산평가의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구역의 종 자산

평가 자료도 있었지만 가격산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

었던 사례는 해당 구역이 유일하 다. 감정평가 보

고서에서 토지 가격은 비교  자세한 방법으로 평가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건물에 한 가격 산

정과정은 부분 생략되어 있었다. 평가보고서뿐 

아니라 산출근거자료에서조차 건물에 한 가격산

정방식을 구체 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었으며, 단

가와 평가액 정도의 자료만 제공하는 곳이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건물의 종 자산평가가 투명하게 이

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

례 상지로 선정된 지역에서 확인된 건물의 가격산

정방식을 재개발사업 종 자산평가에서 리 통용

되는 방식이라 간주하고, 이에 한 평가와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한다. 만약 사례 상지에서 보여지

는 평가방식이 일반 으로 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면, 사업구역마다 통일된 평가방식이 용되지 못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방법은 재개발  종 자산평가 련 

이론 검토와 평가 사례 검토를 통해서 행 집합건

물 종 자산평가방법에 한 문제 을 밝히고, 

안으로 제시된 평가방식의 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해 안의 이론  타당성과 안 용시의 기 효

과  상문제를 짚어보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특히 본 연구는 집합건물의 평가방법을 검토

하기 한 목 인바, 이를 해 상지내 다세 주

택의 평가사례를 선정하고 이와 비교조건을 갖춘 다

가구주택 등을 선별하여 각각의 평가과정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한다. 

3. 선행연구 검토

2000년  반까지만 하더라도 종 자산평가

와 련한 연구는 종 자산가격에 개발이익을 포함시

켜야하는지 여부와 련한 논의가 많았다. 하지만 개

발이익을 반 해야 한다는 견해가 논리 으로 타당하

고 제도 으로도 이미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

반면 집합건물의 종 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다

룬 선행연구는 많지 않았다. 건물 유부분과 지

사용권의 일체성1)에 따라 집합건물의 평가방식은 

당연히 일체의 거래사래비교법으로 해야한다고 인

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그나마 집합건물의 

평가만을 다룬 연구는 없고, 종 자산평가 반의 

논의 과정 에 집합건물 평가에 한 내용을 일부 

다루는 수 에서 그치고 있다. 신동수(2007)2)는 

 1) ｢집합건물의 소유  리에 한 법률｣ 제20조

 2) 신동수, “재개발 리처분의 권리가액에 한 연구”,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 2007, 제5권 제1호, pp.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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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정비사업에 종 자산가격 측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투기성향의 문제가 있음을 지 하고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시가

표 액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 다. 한 강선호

(2008)3)는 조합원간 형평성 있는 개발이익의 배

분을 해 당 의 이용상황에 계없이 토지특성이 

동일한 필지에 해서 동일한 가격수 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 고, 이때 모든 건물은 토지와 별도로 

원가방식으로 평가되어져야 한다고 하 다. 이 두 

연구는 종 자산평가에 한 다른 문제인식에서 출

발하 지만 결국 모든 건물의 종 자산평가는 원가

방식을 용해야한다는 주장은 일치한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제안된 건물의 평가방식은 문제 해결

을 한 직 으로 제기된 안으로 보여질 뿐, 이

에 한 이론 ･논리  타당성을 구체 으로 제시

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가 건물의 종 자산평가방식으로 원가

방식을 제안하는 은 선행연구와 같지만, 이에 

한 타당성을 논리 으로 설명하고자 한다는 에서

는 선행연구들과 구분된다. 한 장재일(2013)4)

의 연구에서 제기했던 공동주택 종 자산평가의 문

제와 안에 한 논의를 확 해서 보다 심도깊게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이론  검토

1. 주택재개발의 감정평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감정평가는 정비기반

시설의 양도･양수평가, 종 자산평가, 분양 정

자산평가, 국공유지 처분평가, 보상평가 등이 있

다. 정비사업에서의 감정평가는 모두 부동산가격

공시 감정평가에 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

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 차별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시행인가 이 에는 정비사업으로 용도폐

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한 감정평가를 해야 한

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

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  안에서 사업시행자

에게 무상으로 양도되게 되는데(법 제65조제2항), 

이에 한 내용이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법 제30

조제9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는 

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리처분계획의 내용에는 분양 상자별 종  

토지･건축물의 가격, 분양 정 지 는 건축물의 

추산액, 사업비 추산액, 세입자별 손실보상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48조제1항). 종 자산평가

는 분양 상자가 각각 보유한 토지･건축물의 사업 

 경제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인가일

을 기 으로 한다. 분양 정자산평가는 추후 분양

될 공동주택  상가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

한다. 한 정비사업을 목 으로 사업시행자 는 

유자  사용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

선 매각할 수 있는데, 이 때의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 으로 하며, 해당 국공유

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종 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법 제66조제4-6항). 한편 정

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 소유자에 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해서는 토

지등의취득 보상에 한법률에 의해 보상평가가 

이루어진다(법 제38조). 조합원에게 분양되고 남

은 공동주택  상가 등은 일반분양되어 사업비로 

충당되는데, 리처분계획과는 별도로 일반분양가 

산정을 한 평가가 행해진다. 하지만 이는 법에서 

정한 필수 사항이 아니며, 원활한 분양을 해 일반

분양시 에 수행되는 것이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감정평가는 규모의 

평가로서 다수의 복잡한 이해 계가 얽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다른 어떠한 감정평가보다도 

평가의 정성이 요구되며, 이를 해 정비사업 

 3) 강선호, “정비사업에서의 갈등해소를 한 감정평가제도 개선에 한 연구: 주택재개발사업을 심으로”, 서울시립 학교 석사학 논문, 

2008, pp.99-107.

 4) 장재일, “사업기 지가를 활용한 종 자산평가방식의 용  효과 연구”, 국토계획, 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3, 제48권 제5호, 

pp.21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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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과정에 한 충분한 이해와 이에 부응하는 평

가방법의 용이 시된다고 하겠다5). 

2. 종 자산평가의 성격

부동산 가격은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느

냐에 따라 달라진다6). 따라서 재개발사업에서 종

자산가격을 합리 이고 합목 으로 산출하기 

해서는 해당 평가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

에 임해야 한다. 한국감정원(2000)7)은 종 자산

평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첫째, 리처분계획수립을 한 평가이다. 우

리나라의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 에 조합원이 소

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사업시행 후의 새로운 

자산으로 권리변환하는 방식( 리처분방식)에 의

하고 있으며, 행 법에서도 사업시행을 한 리

처분계획 수립시 종 자산평가를 반드시 포함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종 자산평가는 리처분

계획을 목 으로하는 평가일 뿐, 실제 거래를 목

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법률에 근거한 필수  

평가이다. 사업시행과정에서 요한 부분인 자산가

치의 단에 해서는 법률로써 그 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 자산평가는 사업시행자나 인가권

자가 임의로 평가의뢰할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법률

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해 계의 충을 한 사 성격의 평

가이다. 종 자산평가가 비록 법률에 근거한 필수

 평가이기는 하지만, 평가의 성격은 기본 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개인의 이해 계 충, 개발이익

의 분배 등과 계되는 사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넷째, 상  가격이 시되는 평가이다. 재개발사

업의 조합원은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에 이르며 

그 권리 계 한 매우 복잡하다. 일반 으로 담보

나 보상 목 의 평가와 같이 방의 이해 충을 

한 평가의 경우에는  가격이 시된다. 그러

나 종 자산 평가액은 각 조합원의 권리변환의 기

이 되는 것으로서  가격수 의 문제보다는 상

 가격 즉 조합원간의 형평성이 더 시된다. 따

라서 종 자산평가에 있어서는 평가 상 물건의 종

류별, 규모별, 치별 정한 가격균형이 유지되도

록 하는 것이 요하다.

3. 종 자산평가  집합건물평가 규정

주택재개발사업의 리처분계획에는 분양

상자별로 종 자산의 명세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 으로 한 가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종 자산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다만 

리처분계획을 변경· 지 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등소유자 원이 합의하

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법 제48조제5항)고 규정하

고 있다. 결국 종 자산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산정

하는 것이 일반 이지만, 궁극의 종 자산가격은 사

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한 법

률｣ 제3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 은 국토교통부령8)으

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상의 건물은 원가법

을 용하여야 하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리에 

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상이 되는 건물부

분과 그 지사용권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건물과 

지사용권을 일체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용하여야 

한다. 이 게 평가된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합리 인 기 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

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건물부분과 토

지부분의 가격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한편으로는 필요한 측면도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평가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기 을 

살펴보면, 구분소유건물  그 부지의 감정평가액

은 산가격, 비 가격  수익가격을 련지어 결

정한다9)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집

 5) 한국감정원, 도시재개발과 감정평가, 2000, pp.246.

 6) 안정근, 부동산평가이론, 법문사, 2004, pp.36 ; 경응수, 감정평가론, 다산출 사, 2010, pp.212. 

   (이것이 가격다원론의 입장이며,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에 한 규칙」제5조 등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 이다.)

 7) 한국감정원, 게서, 2000, pp.247.

 8) ｢감정평가에 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 ｣

 9) ｢不動産鑑定評價基準｣ 各論 第1章 第2節 Ⅳ.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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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건물 평가기 에서 종 자산평가와 일반평가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은 동일하다. 하지만 우리나

라는 비교방식을 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일

본은 3방식을 병용하도록 한다는 은 차이가 있다.

Ⅲ. 집합건물 종 자산평가 실태

1. 이론상의 문제

1) 순환논증의 오류

거래가격은 장래 기 되는 편익에 한 재가

치로서 결정된다. 특히 정비구역과 같이 단시일 내 

격한 변화가 상되는 지역에 한 투자의 개념으

로 근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미래의 기 가치가 더

욱 엄 히 반 된다. 결국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거

래가격은 재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향후

에 평가되는 종 자산가치와 해당 부동산을 보유함

으로써 분양받는 아 트의 완공 후 상 가치를 감안

하여 거래가격이 책정된다는 것인데, 이에 해서는 

Ⅲ장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즉 정비구

역 내의 거래가격은 ‘완공후 아 트가격 - 추가분담

 - 융비용’ 이내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고, 추

가분담 은 ‘조합원분양가격 - 종 자산평가액’이므

로, 거래가격은 다음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거래가격 = 완공후 아 트가격 - 조합원분양가격

  + 종 자산평가액 - 융비용  … (식1)

이러한 정비구역내 거래가격이 이러한 결정구

조를 가지기 때문에 거래사례비교를 통해 종 자산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시장참여자

들은 종 자산가격을 측해서 거래가격을 책정하

는데, 정작 종 자산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거래

사례를 기 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순환논증의 오류’

라고 볼 수 있다.

2) 종 자산가격 측의 어려움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

으로 종 자산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반해, 건물의 종

자산평가에서는 주택공시가격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과 종 자산가치

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공시가격을 

종 자산평가에 직  활용할 수 없지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종 자산가격 산정시 토지･건물 일체의 거래

사례를 기 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공시가

격이 평가의 기 이 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시가격은 과세목 의 용

도로만 사용되어질 뿐이고 정비사업의 종 자산 평

가를 해서는 단지 참고용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일반 인 종 자산 평가는 공시지가를 기 으

로 산정한 토지가격과 원가법을 용하여 산정한 건

물가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반해, 구

분소유권의 상이 되는 집합건물은 거래사례비교

에 의한 일 평가 방식이 용된다. 하지만 집합건

물뿐만이 아니라 부분의 건물은 당해 지와 함께 

거래되는 것이 일반 이고, 단독주택공시가격도 공

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거래사례비교에 의한 일 평

가에 의한다는 을 감안하면, 종 자산평가에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평가방식이 다른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구분
공시가격 종 자산가격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지  건물 
평가

일 평가 일 평가 개별평가 일 평가

평가방식
거래사례

비교
거래사례

비교
토지-표 지비교

건물-원가법
거래사례

비교

<표 1> 공시가격과 종 자산가격 비교

한편 종 자산평가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간에 정한 가격균형을 해서 공동주택의 가격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기도 하

는데, 이때는 개별평가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법규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평가방식을 다

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실 으로는 굳이 양

자가 달라야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복잡한 평가방식으로 인해 리처

분계획수립 이 에 미리 건물의 종 자산가격을 알

기가 어렵다는 이다. 일반인들이 건물의 평가방

   여기서의 산가격, 비 가격, 수익가격은 각각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에 의한 시산가격을 의미한다.

10)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택공시가격은 특정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이라는 에서 다른 평가의 기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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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다가구주택 다세 주택

치
A B C D

사진

(A)

(B)
(C)

(D)

토지가격 378만원/㎡ 390만원/㎡ 378만원/㎡ 401만원/㎡

토지면 165㎡ 192㎡ 169㎡ 231㎡

연면 363.8㎡ 328.7㎡ 363.4㎡ 599.5㎡

세 수 8호 7호 6호 9호

층수 B1~3F B1~3F 1~4F B1~4F

구조 철근콘크리트,연와조 연와조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경과년수 15년 18년 5년 17년

<표 2> 다가구주택과 다세 주택의 평가사례 선정

식을 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종 자산가격을 

측하기란 쉽지 않다. 단독주택은 건물의 종 자산

가치를 원가법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가격 측이 가

능한 반면, 공동주택은 거래사례비교방식에 의한다

고는 하지만 거래가격을 온 히 따르기보다 개발이

익 등을 고려하여 한 수 에서 평가가 이루어지

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에 한 구체 인 평가방법

은 평가사례와 함께 후술하도록 한다.

3) 개발이익 반 의 불평등 가능성

김윤식(2006)11)은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은 조합원분양가와 시세의 차이  개발사업 시행 

에 비하여 높게 평가된 토지가격으로 나타난다고 

하 다. 하지만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물가격도 

높게 평가된다면 이 한 개발이익이 반 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행 규정에서는 토지의 종 자산평가

시 사업구역내의 표 지를 기 으로 하고 기타요인

을 보정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히 반 하도록 하

고 있는데 반해, 일반 건물의 종 자산평가는 원가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여 개발이익이 반

될 여지가 없다. 다만 구분소유 부동산의 건물부분

과 지사용권은 거래사례비교의 방법으로 일  평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가방식에 의한 산정가

격보다 가격이 높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원가방

식의 가격보다 비교방식의 가격이 높은 이유는 재개

발구역내 거래사례가격에는 미래가치에 한 기

가 반 되어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미래의 기 치

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라고 할 수 있

다. 결국 건물이 집합건물인지 유무에 따라서 종

자산평가에서 개발이익이 평가에 반 될 소지가 있

는것과 그 지 않은 것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개발이익을 토지 평가액에만 반 할 것인지, 

건물 평가액에도 반 될 수 있는지의 논의는 차치하

더라도, 특정 건물에만 개발이익을 반 시켜 평가

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는 

다분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의 차이 때문

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하지만 집합건물의 평가시 

거래사례비교법을 용한 일 평가를 하도록 한 법 

규정은 건물부분과 지사용권에 한 일체 거래의 

성질 때문이지, 집합건물만 개발이익을 반 해야 

한다는 의도는 아닐 것이다. 

2. 평가사례 분석

그러면 집합건물의 평가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사

례는 Ⅰ.2.에서 제시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선정하

고, 집합건물(공동주택)과 일반건물(단독주택)

의 평가사례를 심으로 비교를 진행하 다. 우선 

양자의 평가방식을 확인하기 해 인 한 치에 있

는 다가구주택과 다세 주택 각 2개 동의 실제 평가

11) 김윤식,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의 개발이익 반 여부에 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6, 제12집 제1호,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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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분류 단가×면 - - 최종 평가 액

(A)

토지 3,780,000×165=623,700,000 - - 623,700,000

건물

B1 (640,000×35/50)×94.26=42,228,480

- - 172,113,400

주차 (340,000×35/50)×14.04=3,341,520

1,2F (750,000×35/50)×178.48=93,702,000

3F (690,000×30/45)×65.62=30,185,200

옥탑 (350,000×30/45)×11.4=2,656,200

합계 795,813,400

치 분류 단가×면 - - 최종 평가 액

(B)

토지 3,900,000×192=748,800,000 - - 748,800,000

건물

B1 (590,000×27/45)×82.17=29,088,180

- - 132,714,1201~3F (690,000×27/45)×246.51=102,055,140

옥탑 (350,000×27/45)×7.48=1,570,800

합계 881,514,120

<표 3> 다가구주택의 종 자산평가 (단 : ㎡, 원)

치 분류 토지단가×지분면 +건물단가×건물소유면 1차 가격 ×층별효용비×1.15 최종 평가 액

(C)

토지

+

건물

101 3,780,000×29.14+(750,000×45/50)×62.66 152,444,700 ×100%×1.15 175,300,000

201 3,780,000×26.88+(750,000×45/50)×57.79 140,614,650 ×105%×1.15 169,800,000

202 3,780,000×26.88+(750,000×45/50)×57.79 140,614,650 ×105%×1.15 169,800,000

301 3,780,000×26.88+(750,000×45/50)×57.79 140,614,650 ×105%×1.15 169,800,000

302 3,780,000×26.88+(750,000×45/50)×57.79 140,614,650 ×105%×1.15 169,800,000

401 3,780,000×32.34+(750,000×45/50)×69.54 169,184,700 ×105%×1.15 204,300,000

합계 884,088,000 1,058,800,000

치 분류 토지단가×지분면 +건물단가×건물소유면 1차 가격 ×층별효용비×1.15 최종 평가 액

(D)

토지

+

건물

B01 4,010,000×25.64+(750,000×33/50)×78.06 141,456,100 ×85%×1.15 138,300,000

101 4,010,000×25.67+(750,000×33/50)×69.48 137,329,300 ×100%×1.15 157,900,000

102 4,010,000×25.67+(750,000×33/50)×69.48 137,329,300 ×100%×1.15 157,900,000

201 4,010,000×25.67+(750,000×33/50)×69.48 137,329,300 ×105%×1.15 165,800,000

202 4,010,000×25.67+(750,000×33/50)×69.48 137,329,300 ×105%×1.15 165,800,000

301 4,010,000×25.67+(750,000×33/50)×69.48 137,329,300 ×105%×1.15 165,800,000

302 4,010,000×25.67+(750,000×33/50)×69.48 137,329,300 ×105%×1.15 165,800,000

401 4,010,000×25.67+(750,000×33/50)×52.26 128,805,400 ×105%×1.15 155,500,000

402 4,010,000×25.67+(750,000×33/50)×52.26 128,805,400 ×105%×1.15 155,500,000

합계 1,094,237,301 1,272,800,000

<표 4> 다세 주택의 종 자산평가 (단 : ㎡, 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의 기본 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여기서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

으로 평가된 토지의 종 자산가치를 의미하는 것으

로, 건부증가는 없는 것으로 상정된 가격이다. 건부

증가에 한 논의는 별도로 후술한다.

<표3>  <표4>는 실제 종 자산평가에서 다

가구주택과 다세 주택의 평가방식을 보여 다. 

다가구주택은 토지의 가격과 건물의 가격을 따로 산

정하는데 반해, 다세 주택은 구분소유된 각 호실

별로 토지지분와 건물의 가격을 일체로 표 하고 있

다. 하지만 가격산정방식의 기본구조는 ‘토지단가×

토지면 +건물단가×건물면 ’로서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건물가

격은 용도･구조별로 재조달원가12)를 책정하고 잔

존내용년수를 감안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원가방식

을 용하고 있는데, 다세 주택도 1차가격을 산출

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해서는 원가방식으로 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1차가격

을 산정한 이후에 층별효용비를 용하고 체 으

로 15% 상향조정13)함으로써 최종가격을 도출하

12) 사례의 경우 2010년 한국감정원 발행 건물신축단가표의 등 분류별 표 단가를 용하여 철근콘크리트조 75만원/㎡, 연와조 69만원/

㎡ 등으로 책정하 다.

13) 상향조정값에 해서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거래가격를 감안하여 평가사가 당히 조정한 값이라 추정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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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비 가격이라고 표 하고 있다. 

1) 거래사례비교법 용 문제

법규정에서 집합건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

한 일 평가를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사

례비교법이란 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상물건의 

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 수정, 가치형

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14). 

하지만 사례의 다세 주택 평가에서는 거래사

례에 한 비교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지 토지가격

(공시지가기 법에 의한 가격)에 건물가격( 산가

격)을 더한 1차가격에다 층별효용비와 상향조정값

(15%)를 용하여 최종 평가 액을 도출하고 있

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거래사례와 평가 상물건과

의 개별 인 비교를 통해 가격을 산출하도록 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이다. 

사업구역내 체 다세 주택에 일 으로 

용된 상향조정값 15%를 산출하기 해 거래사례를 

참고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세 주택의 가격산

출과정에서는 어떤 거래사례를 비교 상으로 삼았

는지에 한 언 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

리고 구역내 모든 공동주택에 상향조정값 15%를 

획일 으로 용했기 때문에, 이 값을 개별요인비

교값이라 할 수도 없다. 1차가격이 거래사례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 으로 개별요인을 비교한다

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것은 건물에 한 개별 비

교값이 아니라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리는 혜택에 

불과한 것이다. 

2) 건부증가 반  여부

재의 다세 주택 종 자산가격은 토지와 건

물의 1차가격에 일 으로 상향조정값(15%)를 

용하는 방식으로 평가되는데, 이로써 다세 주택

의 토지지분가격 역시 단독주택의 부지나 나 지에 

비해 15% 가량 높게 평가되는 효과를 가진다. 일각

에서는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다세 주택 부지는 

건부증가15)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

다. 그 근거로 조합원 리미엄16)을 제시하는데, 즉 

각각의 소유자가 리는 조합원 리미엄의 총합이 

다가구주택보다 다세 주택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이것이 종 자산평가에 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필지를 놓고 보면 단독(다가구)주택보

다 다세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효용 극 화의 

에서 더 유리하다. 이는 토지소유자 개인의 입장에

서, 는 개별 필지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단계에

서는 용될 수 있는 논리이다. 하지만 재개발사업 

체의 에서 보면  반 의 결과가 도출된

다. 즉 다세 주택이 단독주택보다 사업 체의 수

익성 에서는 오히려 더 부정 이라는 것이다. 

공동주택을 건축함으로써 조합원이 늘어나고 조합

원 리미엄의 총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업 체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한 조합원의 출자가치를 산

정하는 종 자산평가에서는 사업의 수익성을 떨어

뜨리는 다세 주택이 토지의 유용성을 증가시킨다

고 볼 수 없으며, 종 자산평가에서 다세 주택 부

지에 해 건부증가를 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는 결론에 이른다. 

흔히 개발사업에서 토지상에 노후한 건물이 있

으면 철거비를 감안하여 건부감가하는 것이 일반

이다. 재개발사업 역시 기존 건물의 철거를 제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세 주택에 해서만 

건부증가를 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3) 다가구주택과 평가 액 비교 

 사례  B(다가구주택)와 치, 구조, 규모 

 경과년수가 동일한 가상의 다세 주택(B')을 상

정하고 이 경우의 종 자산평가액을 와 같은 방식

으로 추산해 본 결과, <표5>와 같았다. 이때 토지의 

14) 감정평가실무기  400-3.3

15) 토지상에 건물 등이 있음으로 인해 부지의 유용성이 증가되는 경우를 건부증가라 한다. 이 때 토지의 가격은 나지보다 높게 평가된다. 

(매일경제용어사 ; 네이버 지식백과)

16) 조합원 리미엄이란 조합원 권리 때문에 발생하는 리미엄을 의미한다. 조합원은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조합원분양가를 용받을 수 있으며, 동호수

선택의 우선권, 신규주택에 한 취등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릴 수 있다.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조합원)는 1명인데 반해 다세 주택은 호실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어 조합원이 다수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리미엄의 총합 측면에서 보면 다세 주택의 효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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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다가구주택)
B'(가상의

다세 주택)

토지 면 192㎡

건물 연면 328.7㎡

경과년수 18년

구조 연와조

재조달원가 690,000원/㎡

종

자산

평가

토지 단가 3,900,000원/㎡

토지 가격*① 748,800,000원

총평가액 ②

(토지+건물)
881,514,000원 1,004,881,000원

건물 가격(②-①) 132,714,000원 256,081,000원

건물 평균 단가 404,000원/㎡ 779,000원/㎡

*토지가격은 건부증가가 없는 것으로 평가

<표 5> 다가구․다세 주택의 평가액 비교

가격은 건부증가가 없는 것으로 하 고, 주택유형

간 평가액의 차이는 건물 가격에 반 하 다17). 계

산 결과, 다가구주택의 건물부분 종 자산평가 액

은 132백만원인데 비해 다세 주택의 건물부분 가

격 총합은 256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결국 건물의 

조성원가는 동일하더라도 종 자산평가 액은 다

세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2배 가까이 높게 책정

되고 있는 것이다.

종 자산평가에서 다세 주택의 토지에 건부

증가가 용될 수 없음을 주장했던 상기의 논리와 

동일한 이유로, 단지 다세 주택이기 때문에 건물

부분의 가격을 다른 건물들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4) 거래사례의 반  정도

가격결정의 3방식 에서 원가방식이나 수익

방식으로는 의 B와 B'의 가격이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다만 법규정 로 비교방식을 용할 경우 

주택유형에 따라 실제 거래사례가 다르다면 평가액

도 달리 결정될 수 있는바, 실제 거래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사례지의 종 자산가격은 2009년 사업시행

인가 시 의 가격이지만 실제 평가가 완료된 시 은 

2011년이다. 5년이 지난 지  당시 평가에서 어떤 

거래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근

의 거래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상 인 비교는 가능

할 것이다. 

앞서 제시된 정비구역내 부동산의 거래가격 결

정구조(식1)를 통해 측컨 , 리처분계획수립 

이 까지는 완공후 아 트가격, 조합원분양가격, 

종 자산평가액, 융비용 모두 추정된 값을 용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불확실하고 유동

이다. 반면 리처분계획을 통해 조합원분양가격

과 종 자산평가액은 확정되면 거래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다. 다만, 종 자산평가방식이 이미 잘 알려

져 있고 평가액 한 충분히 측 가능하다고 한다

면 리처분계획 이 과 이후의 거래가격은 큰 변화

가 없을 것이고, 한 시간의 경과와 외 인 여건

변화에 따라 반 인 가격수 에 변동이 있다 하더

라도 특정 건물 유형이나 특정 가격  부동산에만 

특별한 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단된다. 이

를 제로 본 연구에서는 재의 거래사례를 활용하

여 분석을 진행하는데, 종 자산평가액이 거래가격

을 어떻게 반 하고 있는지를 사례별로 비교하는 것

을 그 내용으로 한다.

거래사례는 사업구역내의 다세 주택 4곳을 

선정하 으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분양신청한 

면 은 25평  34평인 경우가 각각 2곳이다. 사례

의 거래가격은 실거래가자료  공인 개사에 문의

한 결과를 토 로 산출하 으며, <표6>과 같다.

사례의 거래가격 비 종 자산평가액의 비율

은 59%에서 93%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한다. 

거래가격이 종 자산평가에 반 되는 비율이 

34%p의 격차를 보인다는 것은 거래사례비교방식

을 표방하는 집합건물의 종 자산가격평가에 있어

서 평가의 성을 의심하게 한다. 즉 거래가격의 

일정률을 반 하여 종 자산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

라 거래가격에 따라서 종 자산평가에 반 하는 비

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다세 주택의 평가과정에서 

(토지+건물)가격에 1.15배를 일 으로 용하

여 비 가격을 책정하는 지 의 평가논리구조와 배

치되기 때문이다. 결국 거래사례비교를 통해 종

자산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토지와 건물의 

합산가격(1차가격)에 한 상향조정치인 15%에 

1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구역의 다세 주택에 건부증가요인이 없다면, 1차가격에서 상향조정되는 차액은 모두 건물가격으로 

귀속된다고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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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D(다세 주택)

201호

E(다세 주택)

B01호

F(다세 주택)

301호

G(다세 주택)

201호

사진

건축연도 1992년 1994년 2003년 2005년

토지 면 25.67㎡ 13㎡ 38.16㎡ 72.977㎡

건물 면 69.48㎡ 37.35㎡ 101.24㎡ 129.01㎡

분양신청평형 25평 25평 34평 34평

거래가격*① 약2억2천만원 약1억5천만원 약3억1천만원 약4억7천만원

종 자산평가액*② 165,800,000원 88,200,000원 262,200,000원 437,100,000원

거래가격반 (②/①) 75% 59% 85% 93%

리미엄(①-②) 약5천4백만원 약6천2백만원 약4천8백만원 약3천만원

*종 자산평가액  거래가격은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것이다.

<표 6> 다세 주택의 거래가격 비교

<그림 1> 종 자산평가액과 거래가격 차이 

한 근거도 거래사례에서 추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는 것이다. 

거래가격을 종 자산평가에 반 하는 비율은 

거래가격이 높을수록 커지고, 거래가격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이는 앞서 제시된 (식1)로써 설명이 가능

하다. 통상 으로 거래가격과 종 자산평가액의 차

이를 리미엄이라 할 때, (식1)을 변형하여 ‘ 리

미엄 = 거래가격 - 종 자산평가액 = 완공후 아

트가격 - 조합원분양가격 - 융비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분양받는 상황에서

는 ‘완공후 아 트가격’과 ‘조합원분양가격’이 동일

하므로, 융비용이 작을수록 리미엄은 커지게 

된다. 한편 융비용은 거래 액에 비례하므로, 결

국 <그림1>과 같이 거래가격이 클수록 거래가격과 

종 자산평가액의 격차( 리미엄)은 어드는 것

이다.

다만 분양받는 주택의 규모에 따라 ‘완공후 아

트가격 - 조합원분양가격’이 달라진다면, 분양평형에 

따라 리미엄 형성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

만  사례에서는 일반분양가격과 조합원분양가격이 

같은 액으로 책정된 구역이므로 분양평형에 따른 

리미엄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며, 단지 거래 액에 

따른 리미엄 차이만을 보여주고 있다.

5) 단 면 당 거래가격

재개발시장에서 일반 으로 다세 주택의 단

면 당 거래가격(단가)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

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집

합건물의 종 자산평가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거래사

례를 반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

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해 구역내의 다세 주택과 

단독주택 사례를 비교․분석해 보기로 한다.

<표7>의 E와 I사례처럼 보통의 다세 주택은 

거래 액이 단독주택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 이 때 

토지단 면 당 거래가격은 E(다세 주택)가 888

만원이고, I(단독주택)은 506만원으로 다세 주택

의 단가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H처럼 거래

액이 작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토지단가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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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다세 주택) B01호 G(다세 주택) 201호 H(단독주택) I(단독주택)

사진

건축연도 1994년 2005년 1958년 1961년

토지 면 13㎡ 72.977㎡ 13㎡ 62.99㎡

건물 면 37.35㎡ 129.01㎡ 6.61㎡ 46.28㎡

분양신청평형 25평 34평 25평 34평

종 자산

평가액*

체 88,200,000원 437,100,000원 55,071,000원 283,095,000원

토지단가① 378만원/㎡ 374만원/㎡ 416만원/㎡ 434만원/㎡

거래

가격*

체 약1억5천만원 약4억7천만원 약1억2천만원 약3억3천만원

건물가격** 3450만원 1억1560만원 216만원 1133만원

토지가격** 1억1550만원 3억5440만원 1억1784만원 3억1867만원

건물단가 92만원/㎡ 90만원/㎡ 33만원/㎡ 24만원/㎡

토지단가② 888만원/㎡ 485만원/㎡ 906만원/㎡ 506만원/㎡

②/① 2.35 1.30 2.17 1.16

*종 자산평가액  거래가격은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합산한 것이다.

**부분 거래가격은 종 자산평가시의 토지와 건물 가격구성비(표4 참조)를 용하여 산출하 다.

<표 7> 단독  다세 주택의 거래가격 비교

<그림 2> 거래 액과 리미엄의 계 

다세 주택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G처럼 거래

액이 큰 다세 주택의 경우는 단독주택보다 토지

단가가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18). 따라서 다세 주

택이 단독주택보다 거래단가가 높다는 일반화는 오

류이며, 상기 사례와 같은 상에 해서도 역시 앞

서 제시한 (식1)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

다. 즉 재개발사업구역내 거래가격은 주택유형에 

상 없이 결정되며, 거래 액이 작을수록 리미엄

은 커지기 때문에 단 면 당 가격 역시 체거래

액이 작을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평가방식은 거래사례에서 나타

나는 이러한 단가의 차이를 반 하는 것이라기보다 

단지 공동주택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평가방법을 달

리하고 평가 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이

론 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

될 수 있다.

Ⅳ. 집합건물 종 자산평가의 개선방안

집합건물의 종 자산평가의 실태를 살펴본 

바, 상기의 내용과 같은 문제들이 발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구분소유부동산의 건물부분에 해서 원

가법을 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평가 행  법규정과 달리 집합건물의 건물부분도 

원가법을 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이론 으로 검

토해보고, 이러한 방법을 용했을 때 상되는 효

과와 문제 에 해서 살펴보자. 

18) 토지종 자산평가액에 한 토지거래가격의 비율(②/①)을 보더라도 다세 주택이기 때문에 토지단가가 높게 책정된다는 주장은 설득력

이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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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가법 용의 타당성

1) 평가목 에 맞는 평가방식 선정

행법에서 집합건물은 평가목 에 상 없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  평가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합건물의 유부분과 

지사용권의 일체성19)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건물의 사용을 염두에 둔 거래처럼 건물의 존

속을 제로하는 일반 인 평가에서는 재의 규정

로 일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에서는 철거되는 건물부분과 지사용

권의 일체성이 구 으로 인정되는 가치가 아니므

로, 일  평가해야한다는 감정평가의 방식도 

일 수는 없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가격 산정시, 

획일 으로 일  평가방식을 용할 것이 아니라, 

평가의 목 과 조건에 맞게 평가의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출자자산으로서의 잔존가치

면개발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사업구역내 

건물은 철거의 상이다. 기존 건물의 재 효용가

치는 철거과 동시에 소멸되기 때문에 재 효용을 

기 으로 종 자산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치 못

하다. 다만 조합원이 건물에 투입한 자 (조성원

가)을 보 한다는 의미에서 잔존가치를 책정하여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보통의 건물이 원가법으로 평가되는 것

은 합리 이라 사료되며, 그 다면 당연히 집합건

물도 건물부분의 종 자산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 규정에서는 집합건물을 거래사례비교법

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도 건물의 

잔존가치를 제 로 나타낼 수만 있다면 상 없지

만, 실제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 로 거래사

례 비교가 이루어지지도 않을뿐더러 건물부분의 가

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지는 왜곡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종 자산평가에서는 

건물유형에 상 없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평가

하되, 건물부분의 가치는 원가방식을 용하여 평

가함이 타당하다. 

3) 개발이익 배제

재개발사업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남

는 상황을 제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개발이익은 

원칙 으로 토지에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

자산평가시에도 토지부분에는 개발이익을 반 하

고 건물부분에는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평가하는 것

이 타당하다.

재개발사업구역내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사업

의 개발이익을 반 하기 마련이다. 집합건물을 토

지와 건물 일체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

은 거래가격에 반 되어 있는 개발이익을 건물부분

에도 귀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종 자

산평가시 구분소유부동산의 건물부분도 거래사례

를 감안하지 않는 원가방식으로 평가하여 개발이익

이 원천 으로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

4) 거래가격과의 차별

다세 주택과 다가구주택에서 나타나는 거래

단가의 차이는 건물유형에 따른 차이라기보다 거래

규모에 따른 융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비

록 매매를 제로 한 거래가격 산정에서는 융비용

을 반 할 수 있다하더라도 이미 보유하고 있던 부

동산을 출자하기 한 자산가치의 평가(종 자산평

가)에는 굳이 융비용을 감안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사업의 에서 보면 출자 액이 큰 조합원

이 사업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고 더 많은 융비용

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에서는 개인투

자자의 에서 결정되는 거래가격에 기인하여 출

자 액이 작은 경우 거래단가가 높게 형성되는 사례

를 반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만약 사업시행인가시 (종 자산평가의 가격

시 )부터 입주까지의 융비용을 반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에 해서는 다세 주택

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밖의 건물과 토지에 

해서도 공통되게 용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이 주장

19)「집합건물의 소유  리에 한 법률」제20조 ①구분소유자의 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유부분과 분리하여 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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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융비용을 

히 제거하지 않은 거래사례를 활용한 평가방법

은 종 자산평가에 치 않으며, 특히 집합건물

에 해서만 거래사례비교를 통한 일 평가를 용

하는 지 의 평가방식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원가법 용의 기 효과

와 같은 이유에서 집합건물의 종 자산평가

시 원가법을 용하는 것이 이론 으로는 더 타당하

다 하겠지만 행법규에는 어 난다. 따라서 정비사

업의 종 자산평가에 해서만큼은 집합건물도 통상

의 건물처럼 원가법을 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원가법 용이 가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종 자산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된다. 공

시지가를 기 으로하는 토지나 원가법으로 평가하

는 통상의 건물은 평가방식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데 비해, 집합건물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되어

야함에도 실제로는 평가방법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

았다. 모든 건물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면 

평가방식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이로써 

종 자산평가액의 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종 자산평가액을 사 에 측할 수 있

게 되면, 정비구역내 부동산에 한 투기심리를 진

정시키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불완 한 시장정

보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고, 종 자산평가액은 정

비구역내 부동산의 거래가격에 미치는 향력이 크

기 때문에, 이를 사 에 상할 수 없다면 투기의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리처분계

획 이 에 종 자산평가액을 왜곡해서 매매를 부추

기거나 이를 잘못 측해서 투자실패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재 집합건물의 

종 자산평가에서는 일 으로 상향조정값이 

용되므로 다른 건물들과 형평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의 합의가 필수 이고 

종 자산평가는 상  가격을 시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 액 차이로 인한 조합원들간의 형평

성 시비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모든 건물을 원가법으로 평가하면 이러한 문제

는 상당히 어들 수 있을 것이다.

3. 평가방식 변경으로 상되는 문제

집합건물에 한 평가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그

에 따른 혼란은 어느정도 견된다. 즉 집합건물의 

평가액이 이 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불

만이 그것이다. 지 까지는 집합건물의 평가액이 

다른 건물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그로인해 거래가

격도 상향조정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집합건

물도 다른 건물과 같이 원가법으로 종 자산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거래가격은 자연스럽게 융비용만

큼의 차이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지 까지의 거래

행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이유로 평가

의 원칙을 바로 잡는다면 거래시장도 자연스럽게 따

라올 것이기에, 변화과정에서의 혼란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종 자산평가에서 모든 건물을 원가법으로 평

가하는 것이 지 까지의 평가 행과 상이하기에, 이 

방법이 공감 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

인다. 하지만 변경되는 평가방식의 내용과 타당성을 

충분히 알리고 이후에 실제 평가에 도입한다면, 변화 

과정에서의 혼란은 히 조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지 까지 행처럼 받아들여져 오던 

집합건물의 종 자산평가방식을 비 으로 검토

해 으로써 합리 인 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를 해 재개발  종 자산평가 련 이론 

검토와 평가 사례 검토를 통해서 행 종 자산평가

방법에 한 문제 을 밝히고, 안으로 제시하는 

방식에 한 타당성을 검증해보았다. 

재 집합건물에 한 종 자산평가방식은 토

지와 건물 일체의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규정되어 있

다. 하지만 정비구역에서 집합건물을 거래사례비교

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순환논증의 오류가 있고 기

가격의 부재로 인해 가격 측이 어려우며 개발이익 

반 의 불평등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음을 문제로 지

할 수 있었다. 한 집합건물의 실제 평가사례로

서 다세 주택을 분석한 결과, 1) 재의 다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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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종 자산가격은 거래사례비교의 방식으로 평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2)다세 주택 평가액을 일

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건부증가도 아니고 거래

사례를 비교하기 한 값이라 보기도 어려웠다. 

한 3)재개발구역내 주택의 단 면 당 거래가격은 

주택유형과 상 없이 거래단 의 크기에 따라 결정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평가방식에서는 단지 다세 주택(집합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건물보다 높은 가격

을 책정하는데, 이는 엄연히 형평의 문제가 존재하

는 것으로 합리 이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집합건

물의 종 자산평가에 해서도 원가법을 용할 것

을 제안하 다. 원가법 용의 타당성은 다음의 4가

지이다. 첫째, 철거를 제로하는 재개발사업에서

는 건물과 지사용권의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으

며, 둘째, 철거 상 건물을 평가하여 출자자산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조합원 투입자 의 보 이라는 의

미로 볼 때, 종 자산평가는 원가방식이 평가목

에 부합한다. 셋째,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원칙

으로 토지에 귀속되어야 하기에 건물부분은 개발

이익을 배제하여 평가해야 한다. 넷째, 보유자산을 

출자하기 한 가치평가에서 굳이 융비용을 포함

한 거래가격를 고려해야할 이유가 없고, 특히 집합

건물에 해서만 거래사례비교법을 용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 난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집합건물의 종 자산평가시 원가법을 용하

면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측력을 높일 수 있

으며 형평성 시비도 어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평가방식의 변경은 그 과정에서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시장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운 의 묘도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사가 아

닌 일반 연구자가 실제 종 자산평가 자료를 확인하

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나마 자료 근이 가능했던 

사례 상지가 있었기에 연구가 가능했으며, 이 지역

의 해당 평가방식이 통상 으로 용되는 방식이라는 

제하에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만으로 기존 종 자산평가방식의 문제를 모두 일

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바, 이에 

한 추가 인 확인 작업은 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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