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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지 못

하게 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개발

제한구역 제도는 이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로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 다음

의 점이 주목돼야 한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으로써 지정된다. 도시계획은 국

토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 특히 건축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법적 규제 수단이다. 행정주체는 전문성과 기

술성을 갖추고 있어 도시계획을 수립할 능력은 있지만, 도시계획

을 수립할 자격은 없다. 헌법에 의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법

률에 근거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데, 법률은 의회만이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력

하게 제한하는 제도이다. 행정주체가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권한

을 법률에 따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이 더

욱 강조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그곳에서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데 따르는 행정주체의 재량이 실질적으로

통제돼야 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하는 수단인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체계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국토계획

법은 다양한 도시계획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들 간에는 체계성이

없다. 입법적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각 도시계획이 대등한 관

계에 있으며, 신법 우선의 원칙이 도시계획에 유추적용된다고 보

아야 한다. 어떤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다른 도시계획이 수립

되면, 전자는 폐지되고 후자만 존재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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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등은 다른 토지 소유자등에

비해 건축(개발)의 자유를 강하게 제한받는다. 이를 건축허용성이

라는 개념을 이용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토지의 건축허용성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 그대로 고정된다. 건축허용성이

없는 토지에는 향후 건축허용성이 부여되지 못하고, 건축허용성이

있는 토지에는 기존 건축물의 규모를 넘는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

한다.

넷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이 가능

하지 않다. 손실보상은 손실을 전보하는 것이다. 손실을 파악할 수

없다면 이를 메울 수도 없으므로 손실보상은 불가능하다. 개발제

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는 절대적 피해와 상대적 피해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이 모두는 일정한 값으로 매길 수 없다. 이는 손실

보상이 아니라, 피해를 입는 토지 소유자등이 개발제한구역을 어

느 정도 개발할 수 있게끔 허용함으로써만 해소할 수 있다.

주요어 :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 국토계획법, 건축허용성, 손실보상

학 번 : 2015-2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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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작가 이호철은 1966년 2월 8일 동아일보에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

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는 1994년 펴낸 소설집에 수록한 ‘작가의 말’에

서 이 제목을 두고 “엄살을 떨었다고 할까”라고 썼다.1) 수도권의 인구

추이를 되짚어 보면, 누구라도 이러한 회고에 고개를 끄덕일 만하다.

6․25 전쟁 직전에 170만이던 서울 인구는 전쟁 중 60만으로 줄었다

가, 1957년 전전(戰前) 수준을 회복했다.2) 작가가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

할 무렵에는 370만이었다. 공식 통계가 집계된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인구는 연평균 3%씩 증가했다. 증가세는 둔화하다가 1991년부터는

전년도에 비해 인구가 줄어든 해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때부터

서울이 덜 ‘북적이게’ 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1980년대 말부터 분당, 일

산 등 수도권에 신도시가 건설되고, 신도시가 서울의 위성도시로 기능하

게 됐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정도인 2,500만여 명

이 국토 면적의 1할 남짓 되는 수도권에 거주한다.3)

인구가 늘어도 늘어난 인구를 도시가 넉넉히 수용할 수 있다면 만원

(滿員)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게 된다. 절대적 주택 부족, 상수도 오

염, 쓰레기 처리, 치안 확보 등의 문제가 불거졌던 6․25 전쟁 직후에는

서울이 그야말로 만원이었다.4) 그러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주택난을

1)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문학사상, 1994), 21면.

2) 이하 서울 인구의 추이에 대해서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참조.

3)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수도권으로 본다면, 2015년 현재 수도권

면적은 국토 면적의 11.8%인데 수도권 거주 인구는 전 국민의 49.4%이다.

국가주요지표, “수도권과 지방현황” 참조.

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

29&board_cd=INDX_001 (최종검색일: 2018. 1. 28.)

4) 전후 서울의 인구 집중과 이에 관해 고안, 실행되었던 대책에 관하여는 손정

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제1권(한울, 2003), 177～2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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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수도권에서 기본적 생활환경이 갖추어지지 못해 문제가 발생

하는 일은 드물어졌다. 그런 의미에서는 수도권은 더 이상 만원이 아니

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 만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 오늘날 별다른 의미가

없다. 오늘날 국민은 기본적 수준의 생활환경을 넘어 ‘쾌적한’ 생활환경

을 추구한다. 비유하자면, ‘만원 버스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이 ‘더 안락

하고 빠른 버스’를 바라는 쪽으로 바뀐 셈이다. 1980년 제8차 개헌 때 처

음 헌법에 들어간 생활환경에 관한 조문은, 모든 국민이 “깨끗한 환경”

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제33조). 1987년 제9차 개헌에서

이 문구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뀐다(제35조 제1항). 생활환경

에 관한 한 더욱 ‘깐깐해진’ 국민에게, 이제는 교통난, 도시화에 따른 대

기․수질 오염, 여가용 녹지의 부족 등이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문제시되고 있다.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조문은 1972년 제7차 개헌을 통해 처음

헌법에 들어갔다(제119조). 조문의 목적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은

1980년 제8차 개헌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으로 바뀌

어(제123조) 현재에 이른다(제122조). 1980년대 초에 이미 국토의 이용․

개발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적 차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기타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

은 지속적으로 심화돼왔다.5)

생활환경의 향상과 국토의 고른 발전 모두 헌법에 관련 조문이 들어

있다. 헌법 개정의 주체인 국민이 두 목표를 동등하게 중시한다는 뜻이

다. 하지만 이들 목표는 상충할 소지가 있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함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예컨대, 인구 과밀에 따른

5) 김영수 외, 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지역 간 발전격차 분석(산업연구원,

2006), 58면 이하. 1,000대 기업과 100대 기업 모두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으며, 수도권의 상장사들이 상장자본 총액의 82.7%를 점하고 있

다. 황영우, “수도권 규제완화의 영향과 부산의 대응”, BDI정책포커스, 제

273호(20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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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난을 해소하고자 도로나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경우, 이는 수도권

의 쾌적한 생활환경에는 기여하지만 국토의 고른 발전에는 반한다. 인구

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합목적적으로 해결하려면, 두 목표를 동시에 이

루거나 최소한 어느 하나의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묘책(妙策)을 고안해

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새삼 주목받을 만하다. 개발제한구

역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 그곳에서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체계를 일컫는다. 박정희 정권이 1971년 수도권 주변의 녹지와

농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됐다. 당초에

는 서울 변두리의 판자촌이 늘어나지 못하게끔 수도권에 ‘울타리’를 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보전된 녹지대로

서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봉사하는 한편,6) 도시의 팽창을 막아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7)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인구의 수도권 집

중 문제를 합목적적으로 푸는 데 적합한 정책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도,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하는 절차에서도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않았다.

71년 6월 12일 오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중략) “그린벨트란 거

있지, 그린벨트.” 영어로 ‘Green Belt’라고 쓴 박정희는 자신이 금방

스케치한 수도권 도로망 외곽에 두 줄로 띠를 두른 뒤 말을 이었

다. / “이렇게 한번 빙 둘러쳐봐. 빨리 계획 짜서 가져와.” 이것이

박정희의 그린벨트와 관련한 첫 지시였다. (중략) 박정희는 김의원

부국장이 며칠 뒤 가져온 초안을 퇴짜 놓는다. (중략) 축척 5만분

6) 개발제한구역은 대기질 및 수질 개선을 가속시키거나 최소한 악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대기질 및 수질이 해제

전에 비해 악화되었음이 확인됐다. 송슬기․이달별․정주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역의 환경적 영향분석”, 국토계획, 제50권 제6호(2015), 33～

51면.

7) 이창수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과천시의 예에 따라 5층 이하의 저층 아파

트 중심으로 개발할 경우 최소 천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어 ‘인구 대폭

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그린벨트 없애면 대재앙 온다”, 시사저

널(199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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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 지도 위에 그린 초안을 훑어본 박정희는 책상 서랍을 열어 뭔

가 유심히 들여다보고는 돌아 앉아 “여기는 왜 뺐어.”라며 일일이

지적했다. / 金부국장이 “집 없는 기자들이 집을 짓겠다고 터를 닦

고 있는데 그린벨트에 포함시키면 난리가 날 겁니다.”라고 조심스

럽게 말하자 “그래도 포함시켜”라고 일축했다.8)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부터 7년에 걸쳐 지정된 이후 다른 정권에 의해서

는 추가로 설치되지 않았다. 김대중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개발제한

구역의 조건부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집권 이후 2000년부터 실제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경제적 효과의 측면에서도 비판을 받

아왔다. 개발제한구역과 인근 도시에서 경제적 이득을 보는 자와 손해를

입는 자가 뚜렷하게 구별됐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가가

폭락했고 인근 도시는 지가가 올랐다.9)10)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주택 소

유자와 인근 도시의 토지․주택 임차인은 경제적 손해를, 주변 도시의

토지․주택 소유자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주택 임차인은 경제적 이득

을 보는 구도가 형성됐다.11)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부(富)의 주요한 원천이며, 임차보증금이 다

른 나라에 비해 고액이어서 많은 사람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은 사람들이 느꼈을 고

8) 특별취재팀, “그린벨트”, 중앙일보(1997. 9. 25.), 5면.

9) “한 달여 뒤 이 사실(수도권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됐다는 사실; 필자

주)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의 땅값이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석우, “대한민국 제1호, 그린벨트”, 조선

일보(2010. 4. 9.).

10) 최막중은 1987년을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서울의 평균 지가가

약 7.5%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최막중, “그린벨트가 서울대도시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국토계획, 제29권 제2호(1994), 97～111면.

한편 김정호는 우리나라의 주택 및 토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원인을

부동산 투기 등 수요 측면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존재라는 공급 측면에

서 찾았다. 김정호, 한국의 토지이용규제(한국경제연구원, 1995) 참조.

11) 한선옥은 그린벨트가 없다면 토지 임대 가격은 현재보다 8%, 주택 임대 가

격은 11% 낮아졌을 것이고, 이를 사회 전체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조 7천억 원의 규모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선옥, “그린벨트 규제의 사회적

비용 추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제3, 4호(1997), 3～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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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은 한층 더 증폭됐을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바깥에서도 계속해서 신도시가 개발되는 수도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오히려 서울과 신도시 간 교통을 어렵게 하는 등 역기능

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 언론인은 ‘도시 뻗

어나가기(urban sprawl)’라는 용어를 써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념이 비슷

한 ‘공지(空地, open space)’ 때문에 도시가 불필요하게 넓게 퍼져나간다

고 지적했다.12) 공지가 있다고 해서 개발 압력이 수그러들지 않으며, 결

국 공지 바깥으로 도시가 팽창함으로써 교통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

용이 공지가 없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보다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제하는 과정에서 대상 지역 주민과 전

문가가 충분히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면,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결

핍됐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경제적

파급력을 파악한 다음 부의 부당한 불균형을 조절하는 방안을 고안할 수

도 있다. ‘도시 뻗어나가기’는 적극적인 균형 발전 정책, 구체적으로 말해

지방 발전 정책으로 풀 문제이지 개발제한구역의 문제는 아니다. 요컨대

이러한 비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주목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문제의식을 품고 개발제한구역 제

도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성질을 법적으로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이 제도는 공익을 위해 사익, 구체적으로 토

지 재산권을 제한한다. 재산권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

되고(제23조), 기본권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근거를 둠으로써만 이를 제

한할 수 있다(제37조 제2항). 이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거 법령

을 대상으로 삼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절차와 재산권 제한의 정

도 등을 분석한다.

12) “How Much Open Space is Enough?", St. Paul Pioneer Press(April 22,

2007),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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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바탕에는 앞서 강조했듯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인구의 수도

권 집중 문제를 합목적적으로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

다. 이 연구는 현행 법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데 힘을 쏟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 40년이 되어가지만, 향후 개발제한구역이 새

로 지정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관점에서 연구는 진행된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제기된 비판을 염두에 두고 현행 법제를 탐구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조명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

성을 언급했지만, 어째서 이 연구가 ‘법적’ 성질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지는 논하지 않았다.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축약된다. 첫째, 개발제한구

역 제도가 시행된 지 40년 넘게 흐르는 동안 수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

다. 대부분은 어떤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인지 아닌지

를 둘러싸고 벌어진 것이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령의 의미가 선명

했다면 이런 분쟁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제도의 취지와 법령의 구조

를 감안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재산권이 얼마나 제한되는지, 다시 말

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

한하는 제도가 향후 적극적으로 시행되리라고 보인다. 개인주의적․자유

주의적 성격이 짙었던 근대 헌법에서 재산권은 절대적 성격을 지녔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 헌법이 단체주의적․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기 시작

하면서 재산권의 절대적 성격은 상대적 성격으로 바뀌었다.13) 경제적 불

평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으며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기도 하다.14) 이러한

13) 성낙인, “재산권보호와 토지공개념 실천법제”, 행정법연구, 제18호(2007. 8.)

504면 참조.

14) 피케티(Thomas Piketty)는 자본소득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이 장기

간 지속되면 부(富)는 집중되고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는데, 18세기

이래 이러한 상황이 예외적인 시기를 빼고 지속됐으므로 경제적 불평등이

구조화됐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누진적 소득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omas Piketty, Capital in the Twenty-F irst
Century(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참조. 이 책의 영문판은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가 출간한 책 중 가장 많이 팔렸으며 불문판, 영문판, 독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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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법적 성질에 대한

분석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거 법령을 분석함으로써 도시계획에 대

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뒤에서 논하겠지만, 도시계획은 국토를 합리적

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이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도

도시계획을 통해 지정되고 해제된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은 연혁이 복잡

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의 종류도 다양하여, 도시계획간 관계가 어떤지

알기 어렵다. 한 지역에 복수의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 각 도시계

획의 법적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견해가 분분하다. 이 연구는 개

발제한구역과 여타 도시계획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도시계획 전반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중문판, 서문판을 합쳐 2015년 1월 기준 150만 부가 팔렸다. 한편 김낙년은

우리나라 부(富)의 불평등 수준은 소득불평등 수준보다 훨씬 높고, 영미 국

가보다는 낮지만 대륙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높음을 밝혀냈다. 김낙년, “한

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낙성대경제연구소,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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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적 성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를 설명한다. 특정 지역에서 개발을 금지시키는 발상이 역사적으로 새로

운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현행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정의하는

지 살핀다. 나아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절차를 탐구한다. 전술했듯이 개

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을 거쳐 지정된다. 토지 재산권의 제한이라는 부

담을 누구에게 지울지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이 무엇인지 살핀다. 현행 국

토계획법 체계에서 다양한 도시계획들이 어떤 관계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가 주된 논점이다.

제3장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내용과 평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재산권이 얼마만큼 제한되는지를 다룬다. 논의는 두 단계를 거친다. 먼저

관련 법령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무슨 행위를 금지하고 무슨 행위를 예외

적으로 허용하는지 분석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내용에 해당한

다. 두 번째 단계로서 이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다른 토지 이용

규제 제도의 내용을 비교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정도가 어떤지, 다시

말해 재산권 제한의 강도가 어떤지 나름대로 판단한다.

제4장 ‘개발제한구역과 손실보상’은 어떤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

정할 때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등에게 금전 보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다. 재산권을 제한받아온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권위

주의 정권 하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헌법재판소가 개소

한 이후 헌법 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했다. 그들은 개발제한구역의 근거

법률이 재산권을 침해하면서도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

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998년 논란을 일단락 지었으나,15) 필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 연구를 통해 그

이유를 제시하고 질문에 대한 바람직한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15)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 9 -

제 2 장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적 성격

제 1 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거나 보안의 목적

을 이루기 위해 지정된 지대로서,16) 이곳에서는 건축을 비롯해 토지의

개발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971년부터 7년에 걸쳐 전국 14개 지

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됐다. 최대의 개발제한구역은 서울 도심에서

반지름 10～25km 사이에 도넛 꼴로 설정된 1566.8km2의 개발제한구역으

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한때 국토 면적의

5.4%를 차지했던 개발제한구역은 2000년부터 일부 해제돼 현재는 국토

면적의 3.8%를 점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의의를 다각도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역사적인 견지에서, 일정 토지에 대해 개발을 금지시켜 주변 도시를 보

완하게끔 하자는 발상이 새로운 것이 아님을 밝힌다. 다음으로 개발제한

구역의 직접적 연원인 영국의 그린벨트를 살핀다.17) 마지막으로 ‘개발제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또는

‘법’이라 한다.)이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본다.

1. 개발 금지의 역사

(1) 개발 금지 구역의 역사

명칭과 세부적인 규율 내용의 차이를 감안하면, 개발 행위가 금지된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참조. 개발제

한구역 지정 목적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한다.

17) 우리나라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자는 아이디어는 박정희가 처음 냈다고

알려져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영국의 그린벨

트 제도를 표본으로 삼았음은 분명하다. 특별취재팀, “그린벨트”, 중앙일보

(1997. 9. 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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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다. 이들 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규

제 내용의 측면에서 다르지만, 도시민의 생활을 조력하는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례만 일별하고자 한다.

구약성서에는 기원전 10세기에서 8세기 경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국에 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한 “성읍의 들”이 있었다는 언급이

나온다.18) 레위(Levi)족의 성을 둘러싸는 폭 1km의 땅이 오로지 주민의

가축과 야생동물의 서식에 제공됐다. 유대교 경전 미쉬나(Mishnah)에 따

르면 이러한 구역은 비단 레위족의 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의 다른

성들에도 있었다.19) 7세기,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의 메디나(Medina)를

둘러싸는 폭 19km의 지역에서는 벌목이 금지됐다.20)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는 1580년 흑사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

치의 일환으로 런던 주변의 폭 5km의 토지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특허권이 판매되어 의도했던 만큼의 실효

성을 거두지는 못했다.21) 1593년에는 의회에서 주택의 분할과 공유지의

사유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런던의 팽창을 막는다는

입법 목적을 명시하고 있었다.22)

산업혁명이 진행되던 19세기 초, 유럽 대륙의 도시는 급격한 팽창을

경험했다. 역사 유적을 보존하고 신시가지의 개발을 도모하고자 도시 내

18)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

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

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

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

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쉼표와 마침표, 밑줄은 필자)” 구약성서

(개역개정판) 민수기 35장 2～5절.

19) M ishneh Torah, Sefer Zeraim, Shemita 13:5.
20) Iqbal, Munawwar, Islamic Perspectiv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Palgrave Macmillan, 2005), p. 27.

21) Halliday, Stephen. Underground to Everywhere(Sutton Publishing

Limited, 2004), p. 118.

22) http://londongreenbeltcouncil.org.uk/history-of-the-london-green-belt (최

종검색일: 2018. 1. 28.)



- 11 -

부의 옛 성곽을 허문 자리에 개발 금지 구역이 설정됐다.23) 이는 그저

큰 가로수길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도시의 기능을 보완

한다는 점에서는 앞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조선 초기에는 도시 개발에 요긴한 자원이었던 목재를 안정적으로 확

보하기 위해 금산(禁山) 제도가 실시됐다.24) 건국 초기 궁궐, 관아, 종묘,

주택 등을 건축하고 왜구에 대비하는 병선을 건조하는 데 소나무가 필요

했다. 왕조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농지 개간이 늘어났고 곧 삼림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태조～세종 대에 걸쳐 중송(重松)정책

이 입안됐고 정책의 핵심에 금산 제도가 있었다. 금표(禁標) 내 소나무의

투작자(偸斫者)는 물론 경작자, 입장자(入葬者), 송전(松田)에 불을 낸 자

에게 중한 형벌을 과함으로써 산지 훼손을 방지했다.25)

오늘날에는 그린벨트의 개념을 개발 금지 구역이라는 소극적인 뜻을

넘어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한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European Union

Framework Programme)은 도시민의 생활수준 향상,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기여하는 데 도시계획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관련 프

로젝트에 ‘녹색 구조물(greenstructure)’과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을 붙였

다.26) 녹지 보전 외에도 구조물 설치, 공간 재배치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웨덴에는 1994년부터 스톡홀름 등 주요 도

시 외곽에 연면적 27km2의 왕립도시공원(Royal National City Park)이

조성됐다. 개발 금지 구역은 오늘날 ‘적극적으로 기획․창설된 녹지대’로

변모하고 있다.

23) 오스트리아 빈(Vienna)의 환상(環狀)도로(Ringstraße)가 대표적 사례이다.

24) 조선시대 금산 정책에 대해서는 한정수, “조선 태조～세종 대 숲 개발과 중

송정책의 성립”, 사학연구, 제111호(2013) 참조.

25) 조선왕조실록사전, “금산” 항목 참조. http://encysillok.aks.ac.kr/Contents/

Index?contents_id=00001061 (최종검색일: 2018. 1. 28.)

26) http://www.cost.eu/COST_Actions/tud/C11 (최종검색일: 2018.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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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그린벨트

산업혁명 이전에는 시민들이 걸어서 통근할 수 있는 거리가 도시의

크기를 결정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곧이어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도시는 급격히 팽창했다. 하워드(Ebenezer Howard)는

1898년 인구 규모를 3만 명 정도로 제한하고 도시 주변의 폭 3km 이상

의 땅을 비워 두는 ‘전원도시(Garden City)’ 구상을 발표했다.27) 1912년

창립된 런던소사이어티(London Society)라는 민간단체는 1919년 자체적

으로 런던 개발계획(Development Plan of Greater London)을 발표해 지

지를 받았다.

런던 도시계획 위원회(Greater London Regional Planning Committee)

가 이러한 구상을 구체화시켰다. 1935년 공공 공지(空地)와 여가 지역을

제공하는 그린벨트를 런던 주변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이를 토대

로 1938년 그린벨트법(Green Belt Act)이 제정됐다. 1947년 제정된 도시

및 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을 통해 그린벨트는 영

국 전역에 지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2000년 이래 줄어들어 왔지만, 영국에

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린벨트가 확대됐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시

행된 기간과 비슷한 1974～2011년의 기간, 영국의 그린벨트는 2.4배가량

늘었다.28) 최대의 개발제한구역이 서울 주변에 지정된 것처럼 영국에서

도 런던 인근에 가장 큰 그린벨트가 지정돼 있는데, 그 면적은 2011년

현재 5,546.7km2로 1971년 지정 당시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전체 면적

(5,397.1km2)과 비슷할 정도이다.

2. 개발제한구역의 연혁과 현황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1월 19일 개정되고 같은 해 7월 20일 시행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근거 조항이 신설되면서 법제화됐다. 1971년 7월

27) 권용우․변병설․이재준․박지희, 그린벨트(박영사, 2013), 17면.

28) 권용우․변병설․이재준․박지희, 그린벨트(박영사, 20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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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건설부고시 제447호가 공고됐

다. 1977년까지 8차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1km2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다. 정부는 “대도시, 도청 소재지, 공

업도시,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도시”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되 “기

존 집단취락지역은 제외”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29) 그러나 개발제한구

역은 실제로는 대부분 수도권에 지정됐고 기존 취락이 포함된 경우도 많

았다.

이후 약 3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은 면적의 변화 없이 유지됐다. 박정

희 정권은 “신성불가침”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개발제한구역을 엄격하

게 관리했다.30)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

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부응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재산권

제한이 부분적으로 완화됐다. 1993년에는 개발제한구역 전역에 대한 실

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31)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말까지 개

발제한구역 제도는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1998년은 개발제한구역의 역사에서 특기할 만한 해였다. 1997년 치러

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대중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보전할 필요 없

는 개발제한구역은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공약했다.32) 1998년 4월 15일

건설교통부장관 산하에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협의회’가 설치됐다.33)

19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29) 권용우․박지희,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변천단계에 관한 연구”, 국토지

리학회지, 제46권 제3호(2012), 364～365면.

30)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과정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과정에

서도 박정희 개인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는 건설부령 그린벨트 관리 규

정을 처음 결재할 때부터 겉표지에 ‘건설부장관이 개정할 수 있으되 개정시

에는 반드시 대통령의 결재를 득(得)할 것’이라고 써놓아 주무 장관의 재량

권을 사실상 봉쇄했다.” “박정희는 또 그린벨트 내 군부대 초소의 기왓장

몇 개 바꾸는 것까지 건설부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했다.” 특별취재팀, “그

린벨트”, 중앙일보(1997. 9. 25.), 5면.

31) 권용우․박지희,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변천단계에 관한 연구”, 국토지

리학회지, 제46권 제3호(2012), 3649면.

32) 권용우․변병설․이재준․박지희, 그린벨트(박영사, 2013) 참조.

33) 지역주민대표 3인, 언론계 2인, 환경단체 2인, 전문가 12인, 공무원 3인, 위

원장 1인 등 총 23인으로 구성됐다. 공저, 권용우․변병설․이재준․박지희,

그린벨트(박영사, 2013)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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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정부에 힘을 북돋

워준 셈이었다.

2000년 시화산업단지를 시작으로 782km2의 개발제한구역이 김대중 정

부에 의해 해제됐다. 7개 중소도시권(춘천, 청주, 전주, 진주, 여수, 통영,

제주)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됐고,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의 개발

제한구역은 환경평가제도를 통해 5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되기 시작했

다.34) 헌법재판소가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주문한 바를 반영한 개발제

한구역법이 2000년 1월 28일 제정됐다.

이후 대부분의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최소한 개발제한구

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654km2, 이명박 정부

에서 88km2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으며, 박근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을 해제하지는 않았으나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제한을 수차례 완화했

다.35)

김대중 정부 이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목적은 ‘주택난 해소’로 요

약된다. 2014년까지 지정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1535.5km2 가운데 80%

에 달하는 1199.6km2가 도시 개발, 주택 용지 확보에 쓰였다.36) 2015년

34) 이창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규제 완화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

1020호(2015), 참조.

35) 이창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규제 완화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

1020호(2015), 참조. 예컨대 국토교통부가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

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① 개발제한구

역 경계에 있는 소규모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역할이 미약하고 토

지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용이하게 하였고,

②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의 무단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정비하

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③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가 확대됐고, ④ 토지 매수 및 주민지

원사업 지원이 확대됐다.

36) 강주형, “”46년째 그린벨트에 내 땅 묶여” vs “녹색축 더는 사라져선 안

돼””, 한국일보(2017. 12. 19.) 참조. 수도권은 인구의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충족과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공급 2백만호 계획 등을 시도

한바 있다. 노무현 정부이래 주택정책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민임대주

택 100만호 계획을 수립 추진되었으며 최근 이명박 정부도 보금자리주택의

공급확대를 천명한바 있다. 이러한 공공주택정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도

권의 그린벨트지역에 공공주택단지를 건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Seong-Kyu Ha, “Suburban Development and Public Housing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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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3,859km 2로 국토 면적의 3.8%가량을 차지한다.

3. 개발제한구역의 법률상 정의

개발제한구역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법조문은 따로 없다. 개발제한구

역법상 조문을 종합해 개발제한구역의 법적 정의를 장황하게나마 추출할

수밖에 없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목적 또는 보안상의 목적에 따라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며 법령에

규정된 행위 제한이 따르는 지역이다(법 제3조 제1항,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은 둘로 나뉜다.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

경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② 보안상 목적이다. 보안상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하려면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법

제3조 제1항). 세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지역은 녹지를 보전함

으로써 도시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자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7)

보안상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은 우리나라 개발제한구

역 제도의 특징이다.38)

목적이 아니라 절차에 집중해 개발제한구역을 다시 정의하면, 개발제

on Greenbelt Zones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한국도시행정학보,

제22집 제1호(2009. 4.), 183면.

37)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목적을 내세운다. ① 자연환경 또는 준(準)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 ② 도시

의 공기 오염을 개선하는 것, ③ 도시민에게 교육․여가의 목적으로 시골을

체험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 ④ 교외의 마을이 팽창하는 도시에 흡수되지

않고 독자적인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www.wikipedia.org/greenbelt (최종검색일: 2018. 1. 28.)

38) 박정희 전 대통령은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부터 안보상의 목

적을 고려했다. “김씨가 (중략) 전해주는 박정희의 그린벨트 안보관. ‘남북

이 다시 맞붙어 불행히도 우리가 서울까지 후퇴했다고 치자. 그러면 (인민

군) 2, 3개 사단을 이 계곡에 몰아넣고 북한산에서 공격하면 섬멸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시가지를 조성하면 안돼.’ 그린벨트에는 일절

예외가 없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이 안보상의 목적으로만 지정된 것은 아

니었다.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대도시의 팽창은 “정부의 골칫거리”였

다. 특별취재팀, “그린벨트”, 중앙일보(1997. 9. 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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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역의 제도로서의 특징이 부각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

계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로 결정한다(법 제3조

제1항). 어느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부르는 이름은 법령에 따로 없다. 이를 ‘개발

제한제(制) 도시계획’이라고 줄여 부른다면,39) 개발제한구역은 ‘어느 지역

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이 세워진 지

역’이다. 어느 지역에 대해 위와 같은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이 세워지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불리는 그 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개발 행

위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거

나 해제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 첫째,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계획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인 개발제한구역법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을

규율하는 전반적인 법령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은 국회가 근거 법률을 제정하기는 했지만 결국 행

정주체가 지정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

할 수 있다.(제37조 제2항). 그 바탕에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입법부

아닌 주체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의 관념이 있다. 행정주체는 법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서

야 비로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거나 규범을 제정할 수 있

으며(법률유보의 원칙), 이 권한을 행사함에 행정주체가 갖는 재량은 무

제한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원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제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상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이하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근거 법률(제

2절)을 살핀 다음 도시계획의 개념과 종류(제3절)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행정주체가 누리는 재량의 통제 수단을

분석한다(제4절). 소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시계획 체계 속에

39) 이러한 칭호는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피데스, 2013)에 따른 것이다. 왜 도

시․군관리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약칭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 17 -

서 조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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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개발제한구역의 법적 근거

1. 개발제한구역법과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도시민의 생활환경이나 안보라는 공익을 위해 개

인의 토지 재산권, 구체적으로 토지 사용권이 제한된다. 헌법 제23조 제1

항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나열하는 공익에 해당하는지는 제쳐두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면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미 언급한 개

발제한구역법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

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에 근거를 두는 특별법이다. 개발제한

구역 제도의 위헌성이 논란됐던 89헌마214등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어

떤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보상

규정의 미비를 지적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이를 반영해 2000년 제정됐

다.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법률상 근거가 국토계획법의 전신인 도시

계획법에 있었다.

요컨대 국토계획법은 1971년부터 약 30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직접적인

근거로, 2000년 이후에는 일반법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의 법적 근거를 따질 때 국토계획법을 빠뜨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하에서는 국토계획법의 의의를 목적과 연혁, 구조의 측면에서 살

펴본다. 한편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을 아울러 ‘국토계획법 체계’

로 부르기로 한다.

2. 국토계획법의 목적과 연혁

국토계획법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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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법률이다(국토계획법 제1조).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의 기본 원칙을 나열하는데, 이는 ‘국토의 합리적 이용’으로 압축된다. 국

토의 합리적 이용은 토지 및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자연

환경의 보전과 개선, 교통․수자원․에너지의 원활한 제공, 주거 등 생활

환경의 개선,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포함한다(국토계획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8호).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추구하는 법규는 명칭과 형식은 달라도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는 ‘국토’ 계획법이 아니라

‘도시’ 계획법인 경우가 많다. 국토 전체가 아니라 도시(都市)에 초점을

맞춰 도시 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꾀하는 법규가 비교법적으로 일반적이

다. 이유는 입법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이 산업화와 도시화

를 겪으며 토지의 무계획적 사용으로 인해 서로 다른 용도의 건물이 혼

재하거나 도로․건축 용지가 부족해지는 등 도시적인 문제에 직면했

다.40) 이에 대한 대증요법으로서 ‘도시’ 계획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국토계획법도 일종의 ‘도시’ 계획법에 뿌리를 두고 있

다. 국토계획법의 연혁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41) 1934년 6월 조선총독

부제령 제18호로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令)이 제정됐다.42) 이

는 해방 후 시가지계획령으로 이름만 바뀌었다가 1962년 구 도시계획법

과 구 건축법으로 나뉘었다. 도시계획법은 두 차례 전문개정을 겪으며

2002년까지 지속됐다. 한편 도시 아닌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추구하는

법률인 국토이용관리법이 30년간 시행되다가 2003년 도시계획법과 통합

됐다. 그렇게 구 국토계획법이 탄생했고, 수차례 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토계획법의 연혁에서 다음 두 가지 점을 주목할 만하다. 첫째,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된 근대적 도시 계획법은 조선시가지계획령이었다.

40) 김종보,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공법연구(2000. 11), 509～529 참조.

41) 국토계획법의 연혁에 대해서는 김종보,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행정

법연구, 제11호(2004. 5.) 참조.

42)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대해서는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일지사,

1989), 17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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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대적 법령들과 마찬가지로 도시 계획법 또한 일제(日帝)에 의해

강제적으로 도입됐다. 둘째, 목적은 같지만 규율 대상이 도시와 비(非)도

시로 달랐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계획법으로 통합됐다.

도시 안팎의 국토가 별개의 법률로써 규율되다가 2003년부터 하나의 법

률로 규율되기 시작한 것이다.

3. 국토계획법 체계의 규율 방식

(1) 국토계획법의 목적과 법령의 한계

국토계획법은 국토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규

율하는가? ‘국토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군

가 국토를 이용하고자 할 때 그러한 이용이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인지를 또 다른 누군가가 판단해야 한다. 만약 그렇다고 판단하면 그

러한 이용을 허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령은 사실상 그러한 판단자(判斷者) 역할을 할 수 없다. 국

토를 이용하는 행위는 종류와 모습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

다. 비단 건물이나 도로,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뿐 아니라 벌목, 채굴,

취수, 유적 보전, 지역의 정체성 보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이 모두

국토의 이용 행위에 포함된다.43) 한편 국토는 면적이 비교적 고정적일

뿐 이용 관계가 시시각각 변한다. 결국 국토를 이용하는 행위를 법령에

나열한 다음 국토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규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국토계획법의 규율 수단으로서 도시계획

결국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을 통해 목적을 이루는 전략을 채택했

다.44) 강학상 도시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의 일종으

43) 국토계획법 제3조 참조.

44) 국토계획법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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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토를 구획한 다음 구획된 토지의 성격을 규정한다. 어떤 지역을 주

거용 또는 상업용에 국한시키는 식이다. 국토계획법은 국토를 적절하게

쪼개 성격을 정하는 일은 행정청에 맡기고, 어떤 성격의 국토에 어떤 행

위가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지를 정할 뿐이다. 예컨대 도시계획에 의

해 주거용으로 분류된 공간에 들어서는 건축물은 건폐율이 70%를 넘어

선 안 된다(국토계획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그런데 도시계획에 의해 토지의 성격이 한정됨은, 도시계획의 수립 주

체인 행정주체가 토지 권리자의 토지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약함을 뜻한

다. 재산권의 제한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

다(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따라서 먼저 행정청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법률상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도시계획은

토지 사용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립되게끔 통제돼야

한다. 이에 입법자는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두어

도시계획을 통제하고자 했다.

종합하면, 국토계획법은 ①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청

에 수권하고 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를 통제하는 조항과 ② 도시계획에 의

해 결정되는 국토의 성격에 따라 그곳에서 어떠한 행위가 허용되거나 허

용되지 않는지를 정하는 조항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은 개발제한구

역법도 마찬가지다. 개발제한구역법은 ①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항(제3조 내지 제9조)과 ②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규

율하는 조항(제12조)으로 구성된다.

(3)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비교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의 구조는 국토 이용에 관한 또 다른 대

표적인 법률인 건축법과 비교할 때 특징이 부각된다. 건축법은 공익을

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등 다양한 ‘계획’이 등장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이들을 일단 통틀어 ‘도시계획’이라 칭한다. 왜 ‘국토계

획’이 아니라 ‘도시계획’이라고 칭하는지, 각 도시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

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한다. 일단은 도시계획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국토계획법의 구조를 큰 틀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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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토지 사용권 중에서도 건축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국토계획

법, 개발제한구역법과 같다. 그러나 건축법은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려는 법으로서 국토의 합리적 이용에는 관심이 없다. 예시

를 들어 말하면, 국토계획법은 고궁과 학교 사이의 땅에 고층 호텔을 짓

는 것보다 “더 좋은 활용 방안”이 없는지에 관심을 둔다.45) 그러나 건축

법은 어디에 어떤 용도와 형태(규모, 모양)의 건축물이 들어서든 그것이

건축물인 한 그로 인한 위험을 막고자 할 뿐이다.

목적의 차이는 규율 방식의 차이로 드러난다. 첫째, 건축법에는 도시

계획과 같은 법률 이외의 수단이 등장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어디에 어

떤 형태로 들어서든 그것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도시계획이 필요 없다.46) 둘째,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요건은

도시계획으로써 정해진 특정 토지의 성격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의 건축허가요건은 내진(耐震) 구조를

요구(제48조 제1항)하거나 소방 계단을 의무화(제49조 제1항)하는 것처

럼 위험 방지와 관련된 것이다.47)

(4) 소결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의 법적 근거인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

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어떤 규율 체계를 갖추었는지 살폈다. 국토

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게끔 국토의 이용을 규제하는 국토계획법은 도시계

획과 맞물려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의 특별법인 개발

제한구역법 또한 국토의 합리적 이용의 관점에서 어떤 지역의 개발을 막

을 필요가 있을 때 도시계획의 일종인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을 세우도록

45) “더 좋은 활용 방안”이라는 말을 “더 합리적인 국토의 이용 방안”으로 바꾸

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선민, “경복궁 옆 대한항공 땅, 더 좋은 활용 방

안 없나”, 조선일보(2015. 8. 31.).

46) 다만, 건축법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들어가야 마땅한 내용의 조문이 몇몇 존

재한다. 건축법 제71조의 특별건축구역의 예외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47) 예컨대,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

(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

다.”거나(건축법 제48조 제1항) 고층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

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식이다(건축법 제50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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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다음 절에서는 법령의 구조가 아니라 도시계획이라는 수단에 집중

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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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계획

1. 도시계획의 개념

도시계획은 국토의 일부를 떼어내 그 토지의 성격을 규정하는 계획이

다. 도시계획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모두 일정한 토지를 계획 대상으

로 삼으므로 도시계획은 지도의 모습을 띤다. 도시계획은 행정청이 수립

하므로 행정계획의 일종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따라 구속적 도시계

획과 비구속적 도시계획으로 분류된다.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에 따라 개

발제한구역 내 토지 권리자는 개발제한구역법상 행위 제한 규정(제12조)

의 구속을 받는다.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은 행정계획, 그중에서도 구속적

도시계획의 하나이다.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는 외부에서 도입된 개념을 비판적으로 소화하지

못할 때 어떤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용어는

다음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수입됐다.48) 일본은 1919년 도시계획법을

제정하며 영국의 타운 플랜(Town Plan), 미국의 씨티 플랜(City Plan)

등을 도시계획으로 직역했다. 1934년 일본 도시계획법과 시가지건축물법

을 혼합해 만든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도시계획이라는 용어가 들어있었고,

이후 지금껏 도시계획이라는 용어가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사용됐다.

그런데 ‘도시’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 생소한 것이다. 일례로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도시’라는 단어가 세종 대부터 등장하기는 하나 고종 대까

지 28차례밖에 나오지 않았다.49) 도시와 의미가 비슷한 ‘성읍(城邑)’이 60

번, 서울을 뜻하는 ‘도성(都城)’과 서울이나 작은 도시를 지칭하는 ‘도읍

(都邑)’이 각각 1,446번, 84번 쓰인 데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도시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만 어디는 도시이고 어디는

도시가 아닌지 누구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한다. 이는 우리 선조들부터

48) 도시계획 용어의 도입 과정에 대해서는 김종보,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

성”, 행정법연구, 제11호(2004. 5.), 243～272면 참조.

49) 조선왕조실록 참조.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최종검색일:

2018.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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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정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른다.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없었음이 보인다. 입법

자는 2011년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며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

획이라는 용어를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바꿨다. 이들 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대해 수립될 수 있는데(국토계획법 제2조), 명칭만 보면 군(郡)에

대해서는 수립될 수 없어 보여 저렇게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라

는 단어로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를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는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생활상으로도 명백한 개념이 아

니다. 도시의 개념에 행정 구역으로서 군이 포함되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만을 도시로 묶는 것이 당연하

지도 않다. 굳이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군’을 집어넣

고 싶었다면, 도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를 의미한

다는 정의 규정을 넣었어야 했다. 그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이 단어가 애

매모호한 뜻으로 사용됨을 인정하고, 이미 익숙해진 ‘도시계획’이라는 용

어를 바꾸지 않았어야 했다.50)

이런 뜻에서 이 글에서만큼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개정 전 용어인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50)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바꾸는 바람에 가뜩이나 ‘도시계획수립절차’, ‘도시계

획시설결정’,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같은 복합명사들로 인해 복잡해진

국토계획법이 더 읽기 힘들어졌다. 도시를 그냥 수식어로 볼 필요가 있었

다. “도시계획에서 ‘도시’는 추상적으로 계획(plan)을 묘사하는 하나의 명칭

일 뿐,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의 기능과 목적이다. 그러므로 개념정의만 잘

한다면 도시계획이라는 명칭 대신 ‘관리계획’이라고 불러도 좋고, ‘지역계획’

이라고 불러도 좋다.”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피데스, 2013),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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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구속력 유무에 따른 도시계획의 분류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은 무엇이며 강학

상 도시계획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은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51)의 관할 구역에 대

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제2조 제2호).

도시기본계획은 위의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

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제2조 제3호). 도시관리계획은 위의 관할 구역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

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이다.

국토계획법이 내리는 정의를 보면, 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

리계획으로 나뉘며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위 계획으로서 구체성이 가장 높을 도시관리계획이 수범

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는 법적 구속력

이 없는지는 법조문만을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다. 바꿔 말해 국토계획

법에는 “도시를 개조하고, 건축을 규제하기 위한 ‘공학적 수단’으로서 도

시계획의 종류만이 거칠게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52)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알기 위해서

는 국토계획법의 전신인 도시계획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

법에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포괄하는 도시계획과 같은 상위

개념이 없었다. 그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이 있어 전자는 현행법상

51) 여기서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

52) 김종보, 건축법의 이해(피데스, 2013), 194면. 이는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의

연원인 일본 시가지건축물법과 도시계획법을 주도적으로 제정한 사람들과

연관돼 있다. “일본 도시계획법과 시가지건축물법의 제정을 주도했던 것은

건축사, 도시계획가 등이 주축이 된 도시연구회였으며, 관동대지진 이후 일

본 시장을 역임했던 (後藤新平)고토 신페이의 정치적 지지가 절대적인 것이

었다.” 고지사와 아키라 저, 윤백영 옮김, 동경의 도시계획(한국경제신문사,

1998), 2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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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과 같이, 후자는 현행법상 도시관리계획과 같이 정의됐다

(도시계획법 제3조 제1호, 제3호). 한편 전자는 행정 내부적인 것으로, 후

자는 수범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으로 해석돼왔다.

결국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내부적 계획이고 도시관리계획만이 구속적 행정계획에 속한다.53)

앞서 강학상 도시계획을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행정청이 수립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국토 일부의 성격을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

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만이 강학상 도시계획에 속한다.

개발제한제 도시계획도 법률상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이다(국토계획법 제2

조 제4호 나목,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 제1항). 이하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을 도시계획이라 일컫는다.

3. 도시계획의 종류

(1)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은 오랜 기간 동안 대표적인 도시계획이었다. 우

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법인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된 때부터

1971년 국토계획법의 전신인 도시계획법에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이 삽입

될 때까지,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후술할 도시계획시설계획

뿐이었다. 현행 국토계획법도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수립 관련 조항, 토

지의 성격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를 규율하는 건축허가요건, 건축

허가절차로 이뤄진 얼개에 다른 도시계획 관련 조항을 덧붙인 것이다.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가목).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국토를 합리적

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동법 제2조 제15

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54) 시장은 용도지역제 도시

53) 판례도 그렇게 해석한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9311 판결 등.

54) 국토계획법상 대도시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 28 -

계획으로써 국토 일부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

역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

지지역 가운데 어느 하나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

획관리지역 가운데 어느 하나로 구분해 지정해야 한다(동법 제36조).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16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도시

계획으로써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방재지구․보존지

구 등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동법 제37조).

한 지역을 여러 개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국토계획법 제2

조 제15호), 하지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한 지역에 중첩적으로 지정

해 토지 이용을 다양하게 통제할 수 있다. 한편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은

어떤 지역을 어떤 용도지역·용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 지역의 토지 사용권은 국토계획법

제6장에 의해 제한된다.

(2)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된 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이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장황한 이유보다도, ①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기

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에 수립된다는 점과 ② 도

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일부’에 수립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징은 지구단위계획의 연원에서 비롯된다. 지구단위계획 제도

50만 이상의 도시를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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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신은 1991년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에 규정된 ‘상세계획구역’ 제도였

다.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규율 밀도가 낮아 국토의 이용 행위를 통제하

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입법자는 용도지역․용도지구보다 작은 면적을

계획 대상으로 삼고자 했다. 이러한 발상은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다.

1980년 일본도시계획법에 도입된 지구계획제도(일본 도시계획법 제12조

의5)를 모방한 것이며, 그 기원은 독일의 지구단위계획(B-Plan)에 있었

다.55)

한편 도시계획법과 별개로 1980년 건축법 제8조의 2에 ‘도시설계제도’

가 도입됐다. 법제화되기 전에도 이미 잠실지구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서

울 테헤란도 일대에도 비슷한 방식의 도시설계가 이루어졌다.56) 그런데

1991년 도시계획법에 신설된 상세계획구역제도가 도시설계제도와 겹치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됐고, 입법자는 2000년 도시계획법으로의 전문개정

과정에서 양 제도를 합쳐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시켰다.

지구단위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의 대상 지역이

어딘지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내용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나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은 어느 지역을

특정 용도지역·용도지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만 이

루어져 ‘지도’의 형태임을 앞서 지적했다. 지정된 곳에서 토지 이용이 어

떻게 제한되는지는 국토계획법이나 개발제한구역법의 행위 제한 조항에

따른다. 이와 달리, 지구단위계획은 수립 주체가 대상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내용까지 정해 이를 계획에 포함시킨다. 국토계획법은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갈 내용의 목록만 제시할 뿐이다(국토계획법 제52조).

(3) 도시계획시설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부터 등장하는, 용도

지역제 도시계획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계획이다.57)

55) 김종보, 건축법의 이해(피데스, 2013), 312면.

56)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이야기, 제3권(한울출판사, 2003), 204면.

57)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의미”, 공법연구(1997.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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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계

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은 적극적으로 정의되지 못하고

있다. 도로, 공원,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학교, 하천, 하수도 등 사회

간접자본(SOC)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국토계획법상 기반

시설이다. 결국 도시계획시설계획은 기반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에 관한 도시계획이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제4장 제3절이 도시계획시설계획에 대해, 제7장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규정한다. 도시계획시설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계획의 대상

지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어떤 토지

이용 행위가 기반시설의 설치 목적에 반하지 않을 때 허용될 따름이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추후 수용(收用)되는 것이 통

상적이다.

도시계획시설계획은 보통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 포함돼 결정된다. 하

지만 도시계획시설계획은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구별되는 엄연한 도시

계획이다. 국토계획법이 양자를 도시계획의 종류로서 따로 제시하고 있

기 때문이다(제2조 제4호 가목, 다목) 그렇게 볼 때 도시계획시설예정부

지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이해돼야지 용도지역의 하나로 파악돼서는 안

된다.58)

(4) 기타 도시계획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도시계획시

설계획, 지구단위계획 외에도 도시자연공원제 도시계획, 시가화조정제(市

街化調整制) 도시계획, 수산자원보호제 도시계획, 입지규제최소제 도시계

획,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제 도시계획 등을 도시계획의 종류로 제시한

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58) 김종보, 건축법의 이해(피데스, 2013),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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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타 도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제 도시계획을 제외하

고는 모두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제 도시계획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즉 도시계획의 내용은 어느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따

라서 지도의 형태를 띤다. 어느 지역이 위의 구역들 가운데 하나로 지정

되면, 그 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6장에 규정된 행위 제한의 내용이 수

범자를 구속한다.

4. 도시계획의 상호 관계

(1) 체계 없는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는 도시계획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

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각 도시계획은 도입된 시기와 과정, 목적이

각양각색이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는 다양한 도시계획을 별

도로 체계화하기보다는, 도입 시기, 용어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나열하

고 있을 뿐이다. 이는 도시계획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낳

는다. 한 지역에 복수의 도시계획이 거듭 수립될 수 있는지, 그럴 수 없

다면 어떤 도시계획이 우선하는지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도시계획의 상호 관계를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

바깥의 일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국한하면 다음 두 가지가 특히 문제된다.

첫째,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한 각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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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문제된다. 둘째, 대표적인 도시계획인 용

도지역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문제된다. 현

재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은 녹지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도 지정돼 있

다. 이러한 현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도시가 확산되면서 용도지역

제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이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59) 현행법상

한 지역이 용도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구역제(制)의 의미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나목은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도시자연공원제

도시계획, 시가화조정제 도시계획, 수산자원보호제 도시계획을 한데 묶어

제시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들어, 이들이 각각의 도시계획이 아니라, ‘용

도구역’이라는 새로운 공간 획정의 개념을 일정한 지역에 지정하는 하나

의 도시계획의 하부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60) 다시 말해 용

도구역이 용도지역·용도지구와 유사한 공간 개념으로서 새로운 도시계획

의 기법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국토계획법 제4장 제2절의 제목이 “용

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이라는 점도 근거로 든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다음과 같이 지정된다. 어떤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규정하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 지역은 주

거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정하는 ‘용도구역제’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된다는 것이다. 행정청이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주거지역, 상

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 하나를 선택하듯이, ‘용도구역제’ 도시계

획을 수립할 때에도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잘못된 견해라고 보인다. 첫째, 각종

구역은 목적과 규율 내용이 서로 전혀 다르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59)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피데스, 2013), 203면.

60) 서원우, 부동산 공법(박영사, 1991), 141면; 김동희, 행정법Ⅱ(박영사, 2017),

464면; 석종현, 신토지공법론(삼영사, 2016), 313면 등. 이들은 구역제 도시

계획을 지역․지구제와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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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녹지지역은 도시의 대표적 기능을 표상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

구역 상호간에는 이와 같은 공통점을 끌어낼 수 없다. 둘째, 각 구역은

도입 시기도 다르다. 개발제한구역이 1971년, 도시자연공원구역이 2005

년,61) 시가화조정구역이 1981년,62) 수산자원보호구역이 1982년 각 도입

되었다.

결론적으로,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도시자연공원제 도시계획, 시가화조

정제 도시계획, 수산자원보호제 도시계획은 별개의 도시계획이다. 각각의

도시계획에 의해 지정되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

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상호 관계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관계처럼

이해할 것이 아니다.

(3) 개발제한제 도시계획과 용도지역의 관계

개발제한구역과 다른 ‘구역’의 관계와 별도로, 개발제한구역과 용도지

역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관계는 어떠한가?

개발제한제 도시계획과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정

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과 상호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도시계획으로 설계됐다고 해석해야 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에서 용도지역제 도시

계획과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이 각각 가목과 나목에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둘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행위 제한 규정과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제한 규정이 서로 다른 곳에 있었다. 개발제한구역법이 제정되기 전 개

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에 들어있

었다. 한편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은 2000년 도시계획

법 전문개정 전까지 건축법에 있었다.

결국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별개의 도시계획

61) 이정석․조세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 분석”, 한국조

경학회지, 제39권 제3호(2011. 6.) 참조.

62) 김종보,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행정법연구, 제11호(2004. 5.),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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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양자는 대등한 위상을 지닌다. 그리고 만약 어떤 지역에 둘 중 어

느 하나가 수립된 이후 나머지 하나가 수립된 경우, 전자가 폐지되고 후

자가 수립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물론, 양자가 대등한 위상을 지니더

라도 같은 지역에 양자가 중첩적으로 수립될 수 없다는 결론이 자동적으

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른바 신법 우선의 원칙

(Lex posterior derogat priori)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한

지역에 복수의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고 하면, 수범자인 토지 사용

권자로서는 자신의 토지 사용권이 얼마만큼 제한되는지 파악하는 데 어

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술했듯이 현재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은 녹지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7년 이후 새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인 지역에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 중복 수립된 것이다. 앞

서 논의한 바를 적용하면,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 수립

된 경우, 기존의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은 폐지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확장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계획 또한

여타 도시계획과 대등한 도시계획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계획

시설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시설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 개발제한

제 도시계획은 폐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한편 도시계획시설계획은 아니

지만 어느 지역을 추후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설 부지로 설정하는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이 수립된 지역(도시계획시설예정부지) 또한 다른 도시계획

과의 관계에서만큼은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취급돼야 한다. 따라서 개발제

한구역이 도시계획시설예정부지로 지정된 경우, 그 지역에 대한 개발제

한제 도시계획은 폐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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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개발제한구역과 계획재량의 통제

1. 재량 통제의 필요성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되지만, 어떤 지역이 일단 개발제한구역

으로 지정되면 그곳의 토지 이용권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개발제한구역은 법률상 근거에 따라 지정돼야 하

고, 또 합리적으로 지정돼야 한다. 다시 말해 개발제한구역은 그 지정 목

적은 실현하면서도 국민의 재산권은 최소한도로만 침해하도록 지정돼야

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획득되거나 침해되는 공익과 사익은

비교하기는커녕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

째, 도시 기능의 보완과 안보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계량화하기 힘들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이해관계자는 도

시민과 개발제한구역 주민 등으로서 그 규모가 크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제도로써 침해되는 사익의 범위가 모호하다. 예컨대, 건축 금지로 인한

고통 같은 직접적 피해 외에, 지가의 하락 또는 지가상승률의 상대적 감

소 등을 침해되는 사익에 모두 포함시킬 것인가? 결국 국민의 재산권을

최소한도로만 침해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형편에서,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의 수범자는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자체에 대해 헌법상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적법성을 다투기는

어렵다. 대신 계획 주체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하는 데 따르는 재량을 적

절하게 행사하게끔 유도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되도

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밖에는 없다. 이 점을 고려해, 입법자는 개발

제한제 도시계획 수립의 주체나 절차에 관한 법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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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의 절차적 통제

행정계획의 수립 절차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조문은 없으며, 개별

행정계획의 법률상 근거에 계획재량을 통제하는 절차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 대개 ①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회의 조사·자문·심의, ② 관계

행정기관 간의 조정·협의, ③ 상급 행정청의 조정·승인, ④ 주민·이해관

계인의 참여, 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참가, ⑥ 행정계획의 공고 등

이 이에 포함된다. 이하에서는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수립에 따르는 재량

을 통제하는 개발제한구역법상 수단을 살펴본다.

(1) 입안권자와 결정권자의 분리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은 입안권자(立案權者)와 결정권자(決定權者)가

분리돼야 한다(법 제4조 제1항).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은 해당 도시지

역63)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토계획법상 국가계획이나 광역

도시계획에 관련된 경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입안

할 수 있다.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법 제8조 제1항).

많은 도시계획에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통상적으로 분리된다.64) 결

정권자는 입안권자가 낸 안(案)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행정 내부적으

로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을 통제할 수 있다. 한편, 지금껏 개발제한제 도

시계획을 ‘수립’한다는 표현이 여러 번 사용됐는데, 이는 개발제한제 도

시계획의 입안과 결정을 포괄하는 의미임을 밝힌다.

(2) 의무적 기초조사

입안권자는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 기초조사를 거

쳐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기초조사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

경, 토지 이용, 기후·지형·자원 및 생태 등 자연적 여건, 기반시설 및 주

63)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을 뜻한다.

64) 김종보,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행정법연구, 제11호(2004. 5.), 2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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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수준의 현황과 전망, 풍수해·지진 및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당해 개발제한제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당해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조사하거나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6조 제1

항,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3)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입안권자는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

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당해 개발제한제 도

시계획안(案)에 반영해야 한다. 단, 국방부장관이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

고 요청한 사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법 제7조 제1항, 제5항). 입안권자가 주민의 의견을 들으

려는 경우에는 당해 안(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

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4) 결정권자의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을 결정하려는 때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법 제8조 제2항), 국토계획법 제106조

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8조 제3항). 이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방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생략될 수 있다(법 제8조 제4항). 결정된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사전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

칙이다(법 제8조 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관

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서류를

관계 행정청에 보내 이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법 제8조

제6항).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결정은 고시를 해야 그 날부터 효력이 발

생한다(법 제8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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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는 ① 개발제한구역 관

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 ②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 ③ 개발제한구

역의 토지 이용 및 보전 방안, ④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시설, ⑤ 개발

제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⑦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⑧ 주민지원사업,

⑨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공작물의 설치 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취락지구의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 개발제한구

역을 관리할 때 관리계획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1조 10항).

결국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계획 대상 지역의 토지 사용권을 직접적으

로 제약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관

리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도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와 마찬가지로 관계 행정청의 의견을 듣고 국토계획법상 지방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11조 제5항).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에

관한 계획이므로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의 계획재량을 직접 통제하는 수단

은 아니다. 하지만 시·도지사는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

서, 향후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해당 지역에 개발제한구역관

리계획을 세워야 함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을 수립할 의무는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의 계획재량을 간접적으로 통

제한다.

(6)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에 따르는 의무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은 어느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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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과 기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는 도시계획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국토계획법 제38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 제1항). 개발

제한구역법은 특별한 절차를 마련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데

따르는 계획재량을 통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개발제한구역을 계획 없

이 함부로 지정 해제하지 못하게끔 한다.

입안권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을 입안

하는 경우,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

안을 당해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해제 지역이 아

닌 지역으로서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의 훼손된 지역65)의

복구 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 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

(법 제4조 제4항). 복구하기로 한 훼손지는 해제 지역의 개발사업자가 복

구해야 하고 복구에 드는 비용도 그가 부담해야 한다(법 제4조 제5항).

65)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돼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의

기능을 발휘하기 곤란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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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결

이 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연원과 연혁을 개괄적으로 살핀 다음, 우

리나라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어떻게 법제화돼 있는지 분석했다. 구체적으

로 개발제한구역의 법적 정의와 근거,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의

규율 방식, 도시계획의 의의와 종류, 계획재량의 절차적 통제 수단이 검

토됐다. 이상의 논의에서 다음 세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으로써 지정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적

성격을 띤다. 도시 기능의 보완이나 안보라는 공익을 위해 사인의 토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이 제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며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어느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지, 다시 말해 누구의 토지 재산권을 제

한할지 실제 결정하는 주체는 법률을 제정하는 의회가 아니라 법률이 수

권(授權)한 행정청이며 그 수단은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이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적 성격은 개발제한구역의 본질적 속

성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는 수단이 도시계획이어야 할 필연

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토 면적의 5%남짓에 불과

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자연히 어느 곳을 개발제한구역

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

래서 민주적 정당성은 없지만 전문성․기술성을 갖춘 행정주체가 개발제

한구역을 설정하게 되었다. 만약 전 국토에 대해 개발을 원칙적으로 제

한하고자 했다면, 법률로써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66)

우리나라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소규모로 지정된 까닭, 즉 도시계획으로

써 지정된 까닭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개

발제한구역 제도는 6·25 전쟁 이후 급격히 진행된 인구 집중에 대한 대

책으로서 고안됐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등 인구가 밀집하는 지역이 아

66) 물론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불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개발이 예외

적으로 허용된 지역을 일컫는 명칭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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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곳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 우

리나라에서는 토지 이용에 관한 한 ‘원칙적 자유, 예외적 제한’이라는 패

러다임이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보인다.67) 이러한 조건에서, 전

국토를 원칙적으로 개발이 금지된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아이디어는 ―

제아무리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적 성격은 그 자체가 문제시될 것은 아

니다. 경찰국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직능국가로 날로 변화하는 현대

국가에서, 행정계획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해서라도 공적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더욱 각광 받을 것이다. 이 흐름 속에서 행정계획 자

체의 정당성만큼이나 본격적으로 논쟁돼야 할 것은 계획재량을 적정하게

통제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이 장은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수립에 따르는 행정주체의 계획재량을 통제하는 수단을 검토했다.

셋째, 어느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제하는 내용의 ‘개발제

한제 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의 일종이다. 국토계획법상 도시

계획에는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외에도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

획, 도시계획시설계획 등이 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의 종류에 관해

체계성을 결여하고 있어, 도시계획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

을 낳는다. 법령의 구조와 연혁 등을 고려할 때,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들은 서로 대등한 도시계획으로 설계됐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어떤 도

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다른 도시계획이 또다시 수립된다면, 전자는 폐

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현행법에 부합한다.

67) 이는 한국인의 토지 관념에 관한 문제로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대법원이 건축허가를 일관되게 기속(재량)행위로

보는 점만 봐도 이러한 추측에 개연성이 있음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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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내용과 평가

제 1 절 서론

행정주체는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함으로써 어느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제 개발제한구역으로 불리는 그 지역의

토지 권리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자신의 토지 재산권을 제한받는다. 바

꾸어 말하면,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은 어느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

정하는 내용의 ‘지도’일 뿐이다. 개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제한

되는지는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이 아니라 법 제12조에서 확인해야 한

다.68)

개발제한구역에서는 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② 공작물의 설

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죽목(竹木)의 벌채, ⑤ 토지의 분할, ⑥ 물건

을 쌓아놓는 행위, ⑦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 금지된다. 다

만,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69)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구조는 여타 도시계획의 경우와 비

교할 때 특이하다.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역에서는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이 용도 및 규모(용적률, 건폐율) 측면에

서 제한될 뿐이다. 이에 비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기

타 시설의 설치는 물론,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

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광범위한 토지 이용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68) 용도지역제 도시계획도 마찬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에 지구단위계획은

그렇지 않아서, 지구단위계획에는 ① 어떤 지역을 그 지구단위계획의 대상

으로 한다는 내용과 ② 그 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이 모두 들어 있

다.

69) 건축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라고 이해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재량행위로 분류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905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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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을 예로 들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

계없이 일단 건축이 금지되고, 일부 예외적인 건축물만이 건축될 수 있

다.70)

이 장은 앞서 일별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특징을 체계적

으로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제2절에서는 ‘건축허용성’이

라는 개념을 이용해, 건축허용성의 유무로써 개발제한제 도시계획과 기

타 도시계획의 차이를 부각시킬 것이다. 제3절에서는 다양한 개발 행위

에서 주된 지위에 있는 건축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얼마만큼 제한되

는지 분석한다. 제4절에서는 건축 행위 외의 개발 행위가 개발제한구역

에서 제한되는 모습을 살핀다.

70)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제한은, 대상을 건축물의 건축에 국한할 때, 오히려 독

일의 ‘외부영역(Außenbereich)’과 모습이 비슷하다. 외부영역은 “(독일 연방

건설법전) 제30조 제1항의 상세계획영역 및 내부영역 중 상관성 있게 건축

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하며 1990, 1991년 현재 구 서독 지역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외부영역에서는 법률이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건축물

의 건축만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기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하는 것

이 허용되지 않는다. 김종보, “도시계획의 수립절차와 건축물의 허용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도시계획법제와 독일의 연방건설법(BauGB)제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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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건축허용성과 개발제한구역

1.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의 분류

개발제한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 제12조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제1항 본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다

음과 같이 나열한다. 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죽목(竹木)의 벌채, ⑤ 토지의 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⑦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이 가운데 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② 공작물의 설치, ④ 죽목

(竹木)의 벌채,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평균적 일반인이 그 내용과

성격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⑤

토지의 분할, ⑦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은, 문언만으로는 무

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게다가 전자의 행위는 ‘개발’

이라는 개념으로써 묶기에 적절한 행위이지만, 후자의 행위는 그 자체가

곧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토지의 형질변경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

획사업의 시행은, 전혀 별개의 행위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지역에 ‘건축허

용성’을 부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편 토지의 분할은 건축

허용성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러나 분할된 토지가 형질변경이나 도

시계획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 또한 건축허용성의

부여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부과되는 규제는 ①

건축물의 건축 등 ‘눈에 보이는’ 개발 행위 금지와 ② 어떠한 지역에 건

축허용성을 부여하는 행위 금지로 대별되는 셈이다.

이 절에서는 건축허용성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제한의 구조를 보다 간명하게 파악하고, 둘째,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과 여타 도시계획의 차이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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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허용성의 개념

(1) 건축허용성의 의의

건축허용성이란 “개별 필지 또는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단위(대

지)로 상정할 때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공법적 지위로서

이를 승인하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해 확정된다.”71) 어떤 토

지에 건축허용성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등은 지상에 건축물을 세울 수 있

다. 건축허용성 없는 토지의 재산권자가 지상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이 그 토지에 건축허용성을 부여하게끔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축허용성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한다면, 행정청이 어떤 토지에는

건축허용성을 부여하면서 다른 토지에는 건축허용성을 부여하지 않는 행

위는 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행위를 달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

다. 행정주체는 국토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의 내용에 따라 토지 소유자등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

예컨대, 도시계획에 따라 어떤 토지에는 주거용 건축물만을 지을 수 있

고,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도 일정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초과하는 건축물

은 세울 수 없다. 헌법 제23조를 인용하면, 도시계획은 “재산권”의 “내용

과 한계”를 이룬다.

그런데 도시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건축허용성이라는, 법률에 등장하지

않는 개념으로써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법률상 도시계획이라

고 이름 붙은 것 중에도 정작 어떤 땅의 건축허용성 유무를 확정짓지 못

하는 이름뿐인 도시계획이 존재하고, 도시계획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어떤 토지에 건축허용성을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확정적인

도시계획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양자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어떤 토

지에 명목상 도시계획밖에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

에 확정적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만 토지 소유자등의 건축

71) 김종보, “건축허용성의 부여와 반영”,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2012.

8.), 148면.



- 46 -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의 재분류

국토계획법상 다양한 도시(관리)계획 간에 체계성이 없음을 앞서 지적

했다. 본 연구는 일단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

다고 보고, 신법 우선의 원칙을 유추적용하여 한 지역에는 하나의 도시

계획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축허용성의 개념을 이

용하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들을 어떤 토지의 건축허용성 유무를 결

정짓는 확정적 도시계획과 그러지 못하는 도시계획으로 구별할 수 있다.

건축허용성 유무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사항이다. 도시계획

을 이렇게 구별하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다듬을 수 있다.

결론부터 제시하면, 도시계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용도지역제 도시계

획은 어떤 토지의 건축허용성 유무를 결정짓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완전

한 성격”의 도시계획이다.72)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은 예컨대 500필지의

땅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어떤 필지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필지의 재산권자가 지상에

상업 시설을 건축할 수는 없다. 지적법상 지목(地目)이 대(垈)여야만 비

로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목이 대지가

아닌 토지 소유자등은 그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바꾸는 내용의 토지형질

변경허가(국토계획법 제56조 제1장 제2호)를 받아야 한다.73)

72) 김종보, “건축허용성의 부여와 반영”,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2012.

8.), 151면.

73)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에 대지가 아닌 땅에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는 내

용의 규범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범이 존재하고 관철되는 까

닭은 지적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지적은 일제에 의해 도입된 개

념이다. 토지의 기능에 맞는 액수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일제는 한반도의

땅을 조사하여 대지, 농지 등의 지목을 설정했다. 건축물이 들어섰거나 들

어설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이름붙이고 농지에 비해 높은 세금을 물렸던

실무가 변형되어 대지가 아니면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는 규범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김종보, “도시계획의 핵심기능과 지적제도의 충돌”,

행정법연구, 제16호(2006.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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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제 도시계획 등은 그

계획이 수립된 토지의 건축허용성을 확정짓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시

계획이다.74) 후술하겠지만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또한 토지의 건축허용성

을 봉쇄한다는 점에서 확정적인 도시계획이다.

(3) 실질적 도시계획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이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무수한 행정행위 가운

데에는 실질적 의미의 도시계획으로 분류될 만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명칭과 실질의 괴리는 마땅히 문제시돼야 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없어

져야 한다. 그래야만 토지 소유자등이 자신의 재산권이 어떤 절차에 의

해 얼마만큼 제한되는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토지

의 건축허용성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실질적 도시계획으로 분류될 수

있는 행위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첫째, 토지형질변경허가와 이것이 반영된 지적법상 지목이다. 판례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하는 행위”라

고 하고,75)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이를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

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이라고 설명하여(제

51조 제1항 제3호), 토지의 형질변경은 토지의 물리적 형상을 바꾸는 행

위로 이해된다. 하지만 실제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건축 행위의 법적

요건의 하나로 기능한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垈)가 아닌 토지에는 건축

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지 아닌 땅에는 건축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법률 조항은 없다. 하지만 실무는 이러한 규범 하에 작동하고 있다.76)

둘째, 도시계획사업을 승인하는 행위이다. 도시계획사업이란 “일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또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국

74) 김종보, “건축허용성의 부여와 반영”,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2012.

8.), 164～165면.

75)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64 판결.

76) 대법원은 행정청이 지목을 대로 바꾸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발급함에는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가상적인 계획”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

원 1990. 11. 27. 선고 90누2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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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계획법 제2조 제11호)77) 행정청이 도시계획사업을 승인하면, 그 법률

효과로서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지의 물리적 형상을 변형할 수 있고, 사

업대상지는 공동주택용지․단독주택용지․상가용지 등으로 구분된다. 이

와 동시에 지목은 전․답․임야 등에서 대지로 바뀐다.78)

셋째,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승인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법 제15조 제1항). 주택건설사업은 크게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

사업으로 나뉘는데, 어떤 경우든 사업계획승인이 발급되면 대상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바뀐다.79)

3. 소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법 제12

조 제1항 본문).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

다.80)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계

획사업도 금지된다. 도시계획사업의 승인이 실질적 도시계획으로서 토지

의 형질변경을 수반함은 위에서 이미 논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은, 달리 표현

하면 어떤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이후 그 토지에는 건축허

용성이 부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축허용성의 봉쇄는 개발제한구역만

77) 김종보, “건축허용성의 부여와 반영”,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2012.

8.), 155면.

78) 김종보, “건축허용성의 부여와 반영”,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2012.

8.), 156면.

79) 김종보, “건축허용성의 부여와 반영”,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2012.

8.), 163면.

80) “일정한 경우”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와 각호에 규정되어 있

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원, 도로, 군사시설,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

설, 물류창고 등 일정한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경우, (동

항 제1호 및 제1호의2), ② 영농을 위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동항 제4호),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

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 중 일부의 경우(동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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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은 아니다. 앞서 소개한 도시계획시설계획 또한 대상 토지의 건

축허용성을 박탈한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계획은 특정한 도시계획시설

의 입지로 예정된 비교적 좁은 면적의 토지에 수립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발제한제 도시계획과 다르다. 도시계획시설계획의 대상 토지는 도시계

획시설이 설치될 예정이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지목이 대(垈) 아닌

땅에 건축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없다.

토지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건축물을 짓는 것만큼 수익적인

방법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없다. 이 점을 상기하면, 개발제한제 도시계

획의 수립․시행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등의 권리를 수인한도

이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

헌 심판 대상이 된 주된 까닭은, 다름 아닌 건축허용성의 봉쇄에 있다.

건축허용성의 추가적 부여 가능성이 봉쇄된 상황에서, 법 제12조 제1

항 단서가 주목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토지의 형질변경이 예외적

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 토지 소유자등은 이를 가능한 한 넓게 해석

하고자 할 것이고 행정주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고려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려고 할 것이다. 예컨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주민의 주

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라면 토지의 형질변

경이 가능하다(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어떤 시설까지 이에 포함

시킬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강

력한 재량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다.81) 개발제한구역법이 토지의 형

질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토지의 형질변경이 실질적 도시

계획으로서 토지의 건축허용성을 결정짓는 의미를 지니는 점, 건축허용

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과 직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

원의 입장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건축허용성의 지나친 봉쇄는 개발제

한구역의 토지 소유자등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81) 이러한 견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형질변경행위를 다른 지역보다

넓게 해석하여, 토지의 형상을 일시적이 아닌 방법으로 변경하는 일체의 행

위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 1995. 3. 10. 선

고 94도3209 판결.



- 50 -

요컨대, 건축허용성이 부여되는 예외적인 범위를 슬기롭게 정하는 데에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헌성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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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개발제한구역과 건축

1. 건축물과 건축의 의미

(1) 정의 조항의 부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법 제12

조 제1항). 그런데 동법은 건축물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면서도

건축물과 건축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양자의 의

미가 사회생활상 명백한 축에 속하므로 별다른 정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당장 동조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가 구별된다는

사실로써 반박된다. 동법에 대해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국토계획법에도

건축물과 건축의 정의는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법인 조선시가지계획

령이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으로 분화되면서 두 법의 역할이 명쾌하게 나

뉘지 않았던 점에서 연유한다. 하나의 법을 양분한 것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건축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방지’라는 상이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건축법에는 국토계획법적 조

항이 다수 들어있다. 단적으로 건축법 제1조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

여 건축물의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로 인한 위험 방지’보다는 ‘국토의 합리적 이용’이라

는 목적에 더욱 가깝다.82)

결국 국토계획법상 의미가 불명확한 규정은 일단 건축법을 참고해 해

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토계획법상 건축물과 건축의 개념에도 현재

로서는 건축법과 그 부속 법령상 정의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82) 이러한 예는 훨씬 더 많다. 과거 용도지역에서 행위 제한 규정은 건축법에

있었다. 반면 반대 경우, 즉 건축법에 규정돼야 할 건축물의 위험 방지를

위한 규범이 국토계획법에 들어있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연혁적

으로 건축법이 도시계획법상 건축허가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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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건축법상 정의가 반드시 국토계획법상 개념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건축법상 정의를 국토계획법의

해석에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래야 한다.

(2) 건축물의 의미

건축법은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

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

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으로 정의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부속 시설물, 지하나 고가에 설

치하는 사무소 등, 그리고 기타 건축물을 제외하면, 동법은 건축물의 요

소로 ① 토지 정착성, ② 지붕, ③ 기둥 또는 벽을 제시한다.

동법의 목적이 건축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

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④ 사람이 머물 수 있을 것’이라는

요소를 이에 추가해야 한다. 또 동법이 부속 시설물과 지하·고가에 설치

하는 사무소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킨 것을 보면, ‘전통적인’ 건축물의 요

소에는 ‘⑤ 자체로서 독립성을 가질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83)

이러한 정의는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에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은, 대지의 이용 관계를 변동시킴으로써 궁

극적으로 국토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목표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건축법상 건축물은 일정 면

적의 토지를 반드시 차지하게 되어 있고,84) 게다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대지의 이용 관계를 변동시키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는 국토계획법에 적용되고 국토계

획법의 하위 법률인 개발제한구역법에도 적용된다.

83) ④, ⑤에 대해서는 김종보,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행정법연구,

제12호(2004. 10.) 참조.

84) 토지를 차지한다는 점은 고가도로, 지하도로 또한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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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의 의미

한편 건축법은 건축을 건축물을 신축(新築)․증축(增築)․개축(改

築)․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건축 행

위를 적극적으로 정의하는 대신 건축 행위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건축

법 제2조 제1항 제8호). 각각의 건축 행위는 동법 시행령이 정의하고 있

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신축․증축․개

축․재축과 건축물의 이전을 뜻하는 이축(移築)이 나온다.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상 다양한 건축 행위의 정의를 개발제한구역법을 해석함에 받아들

여도 괜찮은지 문제된다.

우선 건축법이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않는 건축 행위의 정의를 동법의

목적을 감안해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 건축법은 건축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동법상 건축 행위는 ‘위험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뜻한다. 건축물의 정의에 들어

맞지 않는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는 동법상 건축 행위가 아니다. 건축물

을 만드는 것과 관련은 있지만 건축물을 직접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 행

위도 동법상 건축 행위가 아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완성된 건축물을 유

지·관리하는 행위, 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85)

건축법상 건축 행위를 이처럼 정의하면, 동법이 건축 행위를 필요 이

상으로 자세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법상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은 이렇게 정의된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86)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

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 부속 건축물

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

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함.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

85) 김종보,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공법연구(2010. 11.) 참조.

86) 건축물의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의가 없다. 건축물의 개념과 구성 요소

를 고려할 때 이는 “기존 건축물을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것”이

다. 이렇게 본다면 건축물의 이전은 신축과 비슷하지만 축조하는 대상이 신

규 건축물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신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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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87)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

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건축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모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증축과 그 밖의 건축 행위는 건축 대상 토지에 이미 건

축물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구별되기는 하지만, 증축이든 그 밖의 건축

행위든 그로써 새로운 위험 요인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는 같다. 더구나

신축, 개축, 재축은 모두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행

위로서, 건축법의 관점에서는 구별할 필요 없는 건축 행위이다.

단적으로 말해, 건축법상 건축의 정의 조항은 전형적인 국토계획법적

조항이다. ‘건축물로 인한 위험 방지’가 아닌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고

려할 때 비로소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의 구별이 수긍되기 때문이다. 예

컨대, 신축과 개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서는 같지만, 토지 이용 관계와 관련해서는 별개의 행위이다. 어떤 건축

물이 신축되면 그 대지의 이용 관계는 급변한다. 이에 반해 어떤 건축물

이 개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고 신규 건축물이 축조되는

동안을 제외하면, 기존의 토지 이용 관계가 비교적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건축법상 건축의 정의가 국토계획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해서

이를 국토계획법이나 개발제한구역법에 곧장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법상 건축의 정의를 받아

들이는 조항이 국토계획법이나 개발제한구역법에 있지 않다. 둘째, 건축

법상 신축․개축․증축의 개념이 건축법에 들어가기에는 불필요하게 상

세하지만 그렇다고 국토계획법에 적용하기에는 부정확하다.

결국 개발제한구역법과 부속 법령상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의

87) “일부”란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결

국 기존 건축물의 구성 요소의 ‘거의’ 전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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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법령의 문언과 구조는 물론 ① 국토계획법이 상정하는 건축 행

위의 의미,88) ② 건축법상 신축․증축․개축․재축의 정의, ③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 ④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구조를 종합적으

로 참작해 파악해야 한다.

2. 개발제한구역과 건축 행위의 종류

(1) 개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상 모든 건축 행위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 행위는 행정주체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법 제

12조 제1항).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 행위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별

표1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 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특정 건축물은 신축할 수 있고,

② 특정 건축물은 신축은 금지되나 증축 및 개축이 가능하고, ③ 특정

건축물은 신축과 증축은 금지되나 개축은 허용된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행위가 어떻게 제한되는지 그 전모

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신축․증축․개축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

확히 이해해야 하고, 나아가 신축, 증축․개축이 각각 허용되는 건축물의

목록을 알아야 한다. 이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2) 건축법상 건축 행위의 의미

개발제한구역법과 그 부속 법령은 신축 행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으므

로 일단 건축법 시행령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신축(新築)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88) 건축법상 건축이 ‘위험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행위’라면 국토계획

법상 건축은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행위로서 토지의 이용 관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행위’이다. 이렇게 본다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 요소를 구비

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물론 모두 국토계획법상 건축에 포함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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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로서 개축과 재축을 제외한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

호).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가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신축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신축 행위

의 보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89)

개축(改築)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다시 건축물을 축조

하는 행위 가운데, 다시 축조되는 건축물의 규모가 기존 건축물과 같거

나 기존 건축물보다 작은 경우만을 일컫는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

호).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축물은 용도나 종류가 같을 필요는 없다. 기

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기존 건축물보다 규모가 큰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행위는 개축이 아니고, 신축 행위의 보충성에 따라 신축

에 해당한다.

재축(再築)은 기존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

우, 그 대지에 원칙적으로 연면적 합계, 동(棟)수, 층수 및 높이가 종전

규모 이하인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건축법 시행령 제

2조 제4호). 재축은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지칭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철거된’ 경우에 관한 개축과 구별된다. 개축과 마찬가지로 신규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가 같을 필요는 없다.

증축(增築)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

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인 신축·개축·재축과 달리

기존 건축물의 현존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한편, 증축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에 덧붙여지는 부분이 그 자체로서도 건축물이어야 하는가? “증축

은 건축 행위의 개념을 확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념”이지 “건축물의

개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추가되는 시설물 자체가 건축물

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요건을 요구한다면,

이는 증축의 개념을 너무 좁히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90)

89)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피데스, 2013), 328면.

90) 김종보,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공법연구(2000. 11.), 5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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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제한구역법상 건축 행위의 의미

개발제한구역법상 건축 행위의 개념은 일차적으로는 건축법상 같은

개념의 정의를 참고해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과 개발제

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구조 등을 참작해 개발제한구역법상 건축 행

위의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상 건축 행위를

해석함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1) 신축과 증·개축의 관계

뒤에서 본격적으로 분석될 내용이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은 제한

적인 범위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증·개축은 비교적

널리 허용된다. 증․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증․

개축으로써 토지 이용 관계가 신축의 경우처럼 급변하지는 않는다. 그럼

에도 증․개축마저 신축처럼 일반적으로 금지된다면,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기득

권을 인정하고 존속(存續)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증·

개축은 신축에 비해 쉽게 허용된다.91)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증․개축의 개념은, 이것이 신축

에 비해 널리 허용되는 취지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파악돼야 한다. 다시

말해, 엄격히 제한되는 신축과 비교적 널리 허용되는 증․개축의 차이가

부각돼야 한다. 이 말은, 증․개축과 신축을 구별하는 기준인 ‘기존 건축

물’의 의미가 증․개축의 개념 요소로서 강조돼야 한다는 뜻이다.

2) 증축의 의미

먼저 증축에 관하여는, 기존 건축물이 전면 철거되거나 혹은 잔존하더

라도 남은 건조물만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91)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451 판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311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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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대지에 어떤 건조물을 세우는 행위를 증축이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92) 세우는 것이 건축물의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면 그 행위는 공작

물의 설치이다. 세우는 것이 건축물의 요소를 갖추고 규모가 기존 건축

물의 범위에 있다면 그 행위는 개축이다. 세우는 것이 건축물의 요소를

갖추었으나 규모가 기존 건축물보다 크다면 그 행위는 신축이다. 이렇게

어떤 행위인지 판단한 다음 법 시행령 별표1을 통해 그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3) 개축의 의미

한편 개축 행위도 증축과 마찬가지로 ‘기존 건축물의 존재’라는 요건

을 부각시켜 이해해야 한다. 만약 기존 건축물과 이를 철거한 후 다시

축조한 건축물 간에 ‘사회 관념상 동일성’이 없다면, 신규 건축물을 축조

한 행위는 기존 건축물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존속을 보장하기 위한 행위

라기보다는 신축 행위에 가까울 것이다.93)

예를 들어, “한 대지 안에 있던 두 개의 건축물을 하나로 합해 전체

면적이 같은 규모로 건축물을 세우는 행위 또는 대지의 일부에 치우쳐

92) 김종보, 건축법의 이해(피데스, 2013), 330면.

93) “도시계획법령 및 도시공원법령에서 규정하는 신축, 증축, 개축은 구 건축법

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신축, 증축, 개축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새로이 축조된 이 사건

교회건물은 기존건축물인 이 사건 철거대상건물 18동보다 층수가 많고 높

이가 높은 건물로서 구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축조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철거대상건물 18동을 비롯한 이 사건 임야상에 있던 50여 동의 건

축물은 대부분이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상 각각 독립된 건물로서 등재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각 구조, 기능,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

념상 위 50여 동의 건축물 전체가 1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이

사건 철거대상건물 18동 전체가 1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상의 이 사건

철거대상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상에 이 사건 교회건물을 새로이 축

조하는 것은 구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신축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지 이를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증축 또는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개축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3112 판결.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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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건축물을 사회 관념상 동일한 장소라 할 수 없는 동일 대지 안의

제3의 장소로 옮겨 짓는 행위는 동일 규모의 건축이라 해도 개축에 해당

하지 않는다.”94) 이러한 행위는 신축 행위의 보충성에 의거해 신축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축조한 건축물이 법령에 따라 신축 가능한 건축물

인지 따져야 할 것이다.

4) 증축과 개축의 구별

한편 증축과 개축도 상호간에 엄밀히 구별돼야 한다. 증축은 기존 건

축물이 현존하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전

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은 증축을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개축을 기존 건

축물의 ‘규모’의 범위에서 신규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개축에서의 ‘규모’는 증축에서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에

비해 모호하다. 증축과 개축을 엄연히 구분하는 법의 취지상, 개축에서

말하는 ‘규모’는 증축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신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

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기존 건축물보다 증가하면 이는 개축이 아니

다. 이러한 신규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가 증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

으면 ‘신축 행위의 보충성’에 따라 신축으로 분류될 것이다.95)

5) 이축의 의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일정한 건축물의 이축(移築)이 허용된다(법 제

1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2).96) 이축 행위는 건축법도 정의하고 있

지 않은데, 다만 동법상 건축 행위의 종류 가운데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이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94) 김종보,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공법연구(2000. 11.) 참조.

95)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피데스, 2013), 330면 참조.

96)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0471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

8128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누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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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 가능한 건축물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자세히 소개되나, 단적으로

말해 공익사업이나 재해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건축물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건축물의 존속을 장소를 바꾸어서 보장하기 위해

이축이 허용되므로,97)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 건축물의 규모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해야 한다.

사실 이축은 다음 이유에서 신축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첫째, 이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이다. 이축은 기존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기는 하나 대지를 옮겨 짓는 것으로서, 설

령 신규 건축물의 대지에 어떤 건축물이 존재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

물과 신규 건축물은 무관하다. 둘째, 이축은 개축이나 재축도 아니다. 기

존 건축물을 ‘대지를 옮겨’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98)

실제로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과정에서 이축 가능한 건축물의 상당수

는 신축 가능한 건축물의 목록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여전히 공익사업으

로 인한 이축, 취락지구로의 이축 규정이 잔존하고 있어, 동법은 “통일성

을 잃고 있다.”99) 어떤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다면, 그 건축물이 이축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지지 않아도 된다.

3. 개발제한구역과 특권적 건축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물의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법 제12조 제1항 본문).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어서 지

상에 건축물을 세울 수 없는 토지를 대지로 바꿀 수도 없고, 나아가 대

지인 토지에도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제한이 개발제한구

역의 행위 제한의 요체를 이룬다. 이러한 제한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등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가할 수 있고, 이러한 재산권의

97)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두2878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

두403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987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두953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0567 판결.

98) 결론적으로 만약 신규 건축물의 규모가 기존 건축물보다 크다면, 그러한 건

축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이축의 다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신축으로 분류

돼야 한다.

99)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피데스, 2013), 3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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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는 헌법에 위반된다(제37조 제2항).

법은 제12조 제1항 단서와 이에 수반하는 법령에서 일정한 건축물과

공작물을 신축 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행

위 제한의 강도(强度)를 고려하면, 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야말로

‘특권적 건축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권적 건축물의 범

위가 적정하게 정해지면,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그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토지 소유자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끔 운영될 수 있다.

법 시행령 별표1이 특권적 건축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는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물론,

별표라는 규정 형식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여기

나열된 특권적 건축물의 종류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열거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열거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신축이 불가

능하고 이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도 물론 불가능하다.

다만 어떤 구체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특권적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발급 주체인 행정청에게

재량이 부여돼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제한은 다른 도시계획에 의한

행위 제한에 비해 두드러지게 강도가 세다는 점에서, 행정청은 특권적

건축물의 의미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새겨서는 안 된다. 법원도 행정청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행정청이 특권적 건축물의 의미를 필

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해석했는지를 고려 사항에 포함해야 한다.

4. 개발제한구역과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포기하고, 건축물을 다

른 용도로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100)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면 바뀐

용도에 맞는 위험 방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뜻에서 건축법101)

제19조 제1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

100)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피데스, 2013), 336면.

101) 국토계획법이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함에 비해 건축법은 건축물

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앞에서 여러 차례 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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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용도변경이 건축법에만 관련된 것

은 아니다. 어떤 용도의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에서 용도변경을 규율할 수도 있

다.102) 요컨대 용도변경을 필연적으로 건축법에서 규율할 필요는 없다.

여러 번 논했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현

상을 초과하는 수준의 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권적 건축물의 종류와 건축의 범위도 법령에 제한적으로 나

열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불

편함을 겪지 않을 수 없다.103) 법은 이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부분적인

타협을 시도”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용도변경의 제한적 허용이다.104)

법 제12조 제1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동항

제8호에서 일정한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고, 시

행령 제18조에서 그 여지가 구체화되었다. 예컨대, 주택은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으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공장은 근린생활시설,

연구소 등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특

권적 건축물은 상호간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재량행위라고 본

다.105) 그리고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근

102) 건축법 제19조 제7항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국토계획법 제54조가

준용되는 점도 용도변경의 국토계획법적 성격을 보여준다. 동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

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103)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누4326 판결.

104)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피데스, 2013), 336면.

105)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

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

기 위하여 지정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이나 그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

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재와

문언상 분명한 한편,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예외적인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에 틀림이 없으므로, 이는 그 법률적 성질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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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생활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생활상 불편을 덜어주는 데 있다는 이

유로, 용도변경의 목적이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용도변경 허가는 위법하다고 판단한다.106)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타당한 면이 있지만 지나치

게 경직적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재산권은 이미 재산권을 상당히

제약당하고 있다. 특권적 건축물의 의미를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해석

해서는 안 되듯이, 용도변경 역시 과도하게 억제돼서는 안 된다.

5. 개발제한구역과 형태 제한

(1) 형태 제한의 필요성

건축에 대한 법적 제한은 제한의 목적에 따라 ‘건축법적 제한’과 ‘국토

계획법적 제한’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건축물의 위험 방지를 위한 제

한이요, 후자는 건축물과 주변 토지와 관계를 고려하여 그 건축물에 부

과하는 제한이다. 후자는 다시금 용도 제한과 형태 제한으로 나눌 수 있

다. 전자는 특정 토지에 특정 용도의 건축물만을 건축하게 함으로써 국

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려는 제한이고, 후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

률 등을 조정함으로써 역시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제한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위

에서 분류한 건축에 대한 제한 또한 원칙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건축물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유무를 그 대상으로 한다.”

106)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누4326 판결.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용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

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의 신축 등이 금지됨으로써 개발제

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겪

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

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위

락객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 용도변경 허가제도의 취지

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허

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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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이른바 특권적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등은 특권적 건축물의 종류와 허용되는 건축 행위의 범위에 촉각

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가능한 한 이 종류와 범위를 넓게 해석함으로

써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행정주체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취

지를 들어 이러한 시도를 막고자 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역시 건축에 대한 제한을 가능한 한 명확

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건축에 대한 제한 중에서도 특히 ‘국토계획법

적 제한’이 상세하게 규율돼야 한다. 건축법적 제한은 개발제한구역과 개

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 사이에 다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법 시행령

별표는 특권적 건축물의 종류와 허용되는 건축의 범위를 제시하여 이러

한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는 있다.

(2) 입법의 누락

현재의 법령은 건축물의 형태 제한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입법의 명백한 흠결이다. 법 시행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관

한 규정은 도시계획법에 들어있었다. 1976년 4월 2일 건설부2령 제169호

로 전문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4조에 처음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형태 제한 규정이 삽입됐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은 132제곱미터

2.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107)은 100분의 60, 건축연면적의 대

지면적에 대한 비율108)은 300%이내

3. 토지형질변경면적의 건축바닥면적에 대한 비율은 2배이내, 다만, 다른

법령에 건축물과 관련하여 따로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

치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년 6월 28일 건설교통부령 제244호로 일부개정된 도시계획법 시

행규칙(제9조)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형태 제한 규정은, 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도시계획법

107) 건폐율을 말한다.

108) 용적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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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이 전문개정되면서 삭제됐다. 당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지

구단위계획이 새로운 도시계획 기법으로 도입됐고, 이에 발맞춰 지구단

위계획에 관한 세칙을 규율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도 전문개정됐

다.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형태 제한에 관한 규정은, 따로 기록

에 만한 이유 없이 삭제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누락은 “아마도 개발제한구역이 녹지지역과 중복지

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녹지지역의 형태 제한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109) 그러나 앞서 논증했듯이 한 지역이 녹지지역인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일 수는 없다. 녹지지역은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인

데, 두 도시계획은 서로 대등한 도시계획으로서 이른바 신법 우선의 원

칙이 유추적용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독립적인 형태 제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관한 급선무이다.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단

은 현행법상 녹지지역의 형태 제한 요건이 개발제한구역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10) 여기에는 논리적인 근거는 없다. 과거 개발제한구

역이었던 곳의 상당 지역에 용도제한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녹지지역으

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상의 근거만이 있을 뿐이다.

109)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피데스, 2013), 337면.

110)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피데스, 2013), 3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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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기타 행위 제한

1. 죽목의 벌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죽목(竹木)의 벌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벌채 면적 500m2 또는 벌채 수량 5m3 이상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15조). 이

를 해석하면, 위 규모 미만의 벌채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으며, 위 허가

는 문언의 구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한다고 보인다.111)

헌법재판소는 법이 허가를 요하는 벌채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일정한

면적 및 수량 이상의 죽목 벌채의 경우 행정청의 허가를 받게 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112)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법

제12조 제1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모래, 자갈, 토

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

품, 드럼통, 병 등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를 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17조). 죽목의 벌채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물

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 역시 재량행위에 속한다.

한편, 물건을 1년을 초과해 한 곳에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게 규율되는

가? 법문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령은 물건을 1년을 초과하여

한 곳에 쌓아놓는 행위를 물건의 적치가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

작물의 설치로 보고 있다.

111)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3구합14055 판결.

112)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35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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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찬성론자 가운데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 개발이 제한된다는 부정적인 어감을

지우고 그린벨트(green belt)처럼 제도의 긍정적인 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그린벨

트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제도를 구상하고 시행한 권위주의 정

권이 영국의 그린벨트를 모방하고자 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명칭이 적어도 제도의 본질을 명확하게,

나아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 장에서는 개

발제한구역의 행위 제한의 내용이 분석됐다. 어떤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으로 지정되면, ① 건축허용성이 없었던 토지는 건축허용성을 새로이 부

여받을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없어지고 ② 건축허용성이 있었던 토지에서

는 현상 유지를 위한 개발만이 가능해진다. 요컨대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토지 이용의 형태와 정도를 1970년대 수준에 묶어두겠다는 발상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과정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과정에도, 행정주체의 재량이 광

범위하게 행사됨이 이 장에서 확인됐다. 법은 일정한 건축물의 신축, 이

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허용 여부를 결

정할 권한을 행정청에 주었다. 행정청은 어떤 건축물이 특권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용도변경의 목적이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지, 심지어

죽목의 벌채와 물건의 적치를 허용할지 말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등은 자신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근

거와 강도 모두에 대해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는 물음을 품게 됐다. 권

위주의 정권이 교체된 이후 이 물음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기 시작했

다. 다음 장에서 다룰 손실보상의 문제도 이 질문이 헌법 문제의 모습으

로 변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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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개발제한구역과 손실보상

제 1 절 서론

어떤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애초에 건축허용성이 없었던

토지는 건축허용성을 새로이 부여받을 가능성이 없어지고 건축허용성이

있었던 토지에서는 현상 유지를 위한 건축만이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

역 지정이 가져오는 이 같은 법률효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가 하락과 주

변 도시의 지가 상승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낳았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정이 더해져, 권위주의 정권이

교체된 이후 권리 구제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권리 구제의 요청은 다양한 모습을 띠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의 완화를 요구하거나 각종 처분의 취소

를 청구113)하는 등이었다. 대종을 이룬 것은 금전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

였다. 자기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받

는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전보할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1998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비추어볼 때 이 요구가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물이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

은 개발제한구역법이다.

이 장은 개발제한구역과 손실보상의 문제를 다룬다. 어떤 지역을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 국가는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등에 대해 손실보

상을 해야 하는가를 따진다. 제2절에서는 손실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연

혁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추적한다. 제3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

도가 헌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 조항에 위배될

113) 서울고등법원 선고 89구1928 판결과 대법원 선고 89누770 판결 모두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자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그 건축물에 대

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받은 후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대집

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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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인지를 논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은 헌법 제23조 제3항과는 무관하고, 제37조 제2항 위반 문제만이 불거

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제4절에서는 손실보상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구분하여 후자가 전자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논의를 개발

제한구역에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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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손실보상 문제의 연혁적 검토

1.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개발제한구역법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등은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개소하면서부

터 손실보상 요구는 헌법의 틀에서 재구성됐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그

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또한 법률로써 지급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청구

인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이 조항이 말하는 재산권의 제한이므로, 정

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의 근

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주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

렸다.114) 그러다가 1998년 12월 24일 개발제한구역의 근거 규정이었던

구 도시계획법 제21조가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고 이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115)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재산권을 침해받는 토지 소유자에 대

해서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취지를 반영해 2000년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법이 제정됐다.

2. 매수청구와 협의매수 제도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해 법에 토지매수청구(제17조)와

토지협의매수(제20조) 제도를 포함시켰다. 토지매수청구는 “종래의 용도

대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법 시행령 제28조). 그러나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매수청구에 따른 토지 수용이 이루어진

114)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마174 결정,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자 89헌마46 결정 등.

115)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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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한 번도 없다.116)

토지협의매수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등을 매

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의 토지협의매수 현황은

표1과 같다.117) 토지 매수 신청 금액 대비 26.4%의 토지에 대해서만 매

수가 이루어졌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는

4,975억 원을 투입하여 22.3㎢의 개발제한구역을 매수했으나, 매수 수요

는 증가하는 데 비해 예산은 부족하여 신청의 24%만 매수했다.118)

연도

매수 신청 매입 매수율

필지
면적

(천m2)

공시지가

(억 원)
필지

면적

(천m2)

매수금액

(억 원)

면적

대비

금액

대비

계 1,834 24,383 5,207 401 4,802 1,375 19.7% 26.4%

2009 455 5,885 1,007 114 1,563 366 26.6% 36.3%

2010 377 4,815 994 100 910 319 18.9% 32.1%

2011 380 5,627 1,304 92 1,127 398 20.0% 30.5%

2012 622 8,057 1,902 95 1,202 292 14.9% 15.4%

표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협의매수 현황 (2012년 12월 말 기준)

116) 이창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향후 과제”, 이슈와 논

점, 제748호(2013) 참조.

117) 이창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향후 과제”, 이슈와 논

점, 제748호(2013) 참조.

118) 전경련, “개발제한구역 제도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규제개혁 시리즈 

15-05(2015.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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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위헌성

1. 헌법 제23조 제3항과 관련성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손실보상이 따라야 한다면 그 헌법적 근거는 무

엇인가? 이와 관련해 헌법전(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조항은 제23

조 제3항이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발제

한구역의 지정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

당된다면, 국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가? 헌법재판소가 1998년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119)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 소

유자등에게는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데,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키는 재

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구성하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그들에게 법률에 의

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논리의 전제는 이른바 경계이론이다. 위 견해를 설명하면서 ‘특별

한 희생을 발생시키는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이 공공필요에 의

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구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특별한

희생과 공공필요는 그 자체 서로 연관되지는 않는다. 희생(犧牲)이 의미

상 이타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공공(公共)에 기여하는 성

격을 갖지 않을 수도 있고, 특별하지 않은 희생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

에 필요한 것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경계이론은 다음과 같이 의제(擬

制)한다.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 재산권

자에게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킨다면 이는 곧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119) 예컨대 박윤흔, “계획제한과 손실보상”, 고시계(1995. 8.), 135면; 김철용,

“계획제한과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고시연구(1996. 1.), 126면; 김동

희, 행정법Ⅱ(1995), 5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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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사용 또는 제한이다.”

경계이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처럼 의제하는 까닭은 뚜렷하다. 공공

필요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어떤 요건이 갖추어지면 재산권

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이 공공필요에 의한 것이 되느냐는, 따져보면

볼수록 명확하게 답하기 불가능한 문제이다. 누군가 귀책사유 없이 자기

아닌 자에게 도움이 되게끔 피해를 입는 것이 ‘희생’이라고 한다면, 특별

한 희생이 곧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서 비롯된다는 발상은 언

뜻 보기에 획기적이라고까지 보인다.

하지만 경계이론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공공필요의 개념을 ‘특별한

희생’으로 갈아 끼워도, 특별한 희생 역시 공공필요 못지않게 애매모호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기

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내세워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독일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과 재산권 규정이 유사한데, 과거 경계이론에 입각해 있었

던 독일 법원은 국가 작용 가운데 어떤 것이 단순한 재산권의 사회적 제

약인지 아니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인지에 대해 “거의 사전에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명확한 윤곽을 상실”하였다.120)

경계이론에 입각한 해석은 헌법 제23조의 구조와도 들어맞지 않는다.

법률 해석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해석함에도 문언의 사전적 의미와 함께

조항 간의 관계와 규율에 관한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헌법 제23조는 세

개의 항으로 이뤄져 있다. 문언의 길이, 어의(語義)의 상세함의 정도 등

을 고려할 때, 제1항과 제2항은 한데 묶어 재산권의 보장과 행사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등’에 법률에 의한 보상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국

가에 주문하는 조항으로서, 앞의 두 항에 비해 구체적, 기술적, 예외적인

조항으로 읽힌다.

정도가 지나친 재산권의 제한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 문제

120) 정하중,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체계에 있어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서강법

학연구, 제5권(2003),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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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야기한다기보다는, 통상의 경우와 ‘질적으로 다른’ 재산권의 제한이

비로소 제23조 제3항과 연관된다고 봐야 한다. 질적으로 다른 재산권의

제한이란, 이를테면 도로 등 공물(公物)을 설치하기 위해 사인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사인의 가금류를 살처

분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재산권 제한의 목적이 뚜렷하고 중대하며, 사

안이 시급하고 예외적이며, 재산권 제한의 대상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소

규모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통상의 경우와 질적으로 다른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가?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제 도

시계획으로써 지정되는데 도시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고 비교적

변함없이 장기간 시행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라는 재산권 제한에 시

급성이 없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은 도시의 확산 방지, 환경

보전, 안보 등으로서 앞서 제시한 예에 비해 모호하다. 셋째, 개발제한구

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이해관계자가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그 규모가 크며 유동적이다.

결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헌법 제23조 제3항과는 관련이 없다.

개발제한구역의 법률상 근거인 개발제한구역법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

2항에 따라 재산권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1998년 결정

에서 이러한 취지로 결정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

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인바,”121)

2. 과잉금지원칙 위반과 조절적 보상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헌법 제23조 제3항이 무관하다면, 개발제한구역

121)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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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토지 소유자등은 헌법의 틀 안에서 어떤 논리를 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일단 헌법 제23조 제3항의 직접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유추적용을 주

장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논한 바와 같이 헌법 제23조 제3항

이 제1항, 제2항에 비해 구체적, 기술적,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면, 유추적용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

이다. 게다가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

용 또는 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제약 수

단을 포괄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유추적용까지 인정하는 데에는 지극히

조심스런 태도를 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논리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헌법에 불합치하

며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토지 소유자등에게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고 결정했다. ① 토지 재산권은 특성상 다른 재산권에 비해 강하게 제한

될 수 있으나, 토지 재산권을 제한함에도 과잉금지원칙은 적용된다. ②

예외적인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는 참을 수 없는

가혹한 부담을 받으며, 이 부담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이 침해된

결과이다. ③ 입법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 보상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합헌성을 회복하기 위

한 규정이다. ④ 반드시 금전보상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자는

지정의 해제 또는 토지매수청구권 제도와 같이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도입할 수도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수인한도를 넘는 부담을

받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다음 두 가지가 제시됐다. 첫째는 나대지

(裸垈地)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지목이 대지이나 지상에 건축물

이 없는 토지 소유자등은, 자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동

시에 그 토지를 대지로서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법 제12조에 따라 건

물의 신축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수의견은 “토지관련 공부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에 대지로서 토지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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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법적 권리가 발생하였고 지정 당시 이미 나대지 상태로 형성되

어 있어 현실 이용 상태 또한 지목과 일치한다면, 그 용도에 관하여 당

해 토지소유자에게는 보상 없이는 박탈할 수 없는 재산권적 지위를 인정

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된 경우이다. 농지로 사용돼왔

던 토지가 주변 지역의 오염, 수로 차단 등으로 인해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었다면, 토지의 이용 상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황에

고정되므로, 결국 그 토지의 재산권자는 토지를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

황에 처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토지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 농지

를 다른 용도의 토지로 전환할 수도 없는 것이다(형질변경의 금지).

헌법재판소의 논리와 그에 따라 도출된 결론은 단적으로 말해 독특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과는 무관한 문제로 인식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개

발제한구역 지정이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의 제한’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까지 압도적 다수의 학자들이 경계이론에 입각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음

을 볼 때, 헌법재판소는 1998년 결정을 통해 그러한 주장을 묵시적으로

하지만 뚜렷하게 배척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결론적으로 손실보상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조절적 보상의 수단으로서 금전보상 아닌 다른 수단의 가능성도 언급했

지만, 결정문을 읽어보면 지정 해제나 토지매수청구권 등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금전보상의 대안들은 오히려 금전보상의 필요성, 불가피성을 부

각시킨다.

헌법재판소가 굳이 과잉금지원칙에 입각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합헌

성을 따지고, 조절적 보상을 요구하는 등 번거로워 보이기까지 하는 논

리를 채택한 까닭은 무엇인가? 헌법 제23조 제3항이 요구하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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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완전한 보상’을 뜻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된다.122)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완전한 보상의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던 것인

가? 더욱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등이 입

는 피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를 완전히 보상할 수 있는가? 다음

절은 이 질문, 즉 손실보상의 가능성의 문제에 집중한다.

122) 한편 보상이란 금전보상(compensation)을 의미한다(영문 헌법 제23조 제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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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손실보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1. 손실보상의 의의와 전제

손실보상이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재산상 희생을 당

한 자에 대해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국가가 재산적 손실을 전보하는 행

위를 말한다.123) 전보(塡補)란 부족한 것을 메워서 채움을 뜻한다. 그러

므로 손실보상을 함에는 먼저 손실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야 한다. 손실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은 불완전한 보상이며, 손실에 넘치

는 보상은 보상이 아니라 시혜(施惠)이기 때문이다.124)

손실을 파악하는 일이 손실보상의 선행 조건이라면, 손실을 파악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실보상도 불가능하다. 물론 손실보상이 불가능하다

고 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위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

다.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누군가 귀책사유 없이 피해를 입었다

면, 국가는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행위를

해야 한다. 이는 돈을 지급하는 행위일 수도 있고 사과를 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이 행위를 사회생활상 ‘손실보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몰

라도, 이는 법적 개념으로서 손실보상은 아니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손실보상의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행위는 법적인 의미에서 손실보상이 가능한

행위인가? 다시 말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대상 지역의 토지 소

유자등이 입는 손실을 파악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의 1998년 결정 이

전까지 압도적 다수의 학자들이 특정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

123)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08), 622면.

124) 민법상 손해배상도 손해를 ‘전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손실보상과 다르

지 않다. 손해를 파악하는 일이 손해배상의 전제가 되고, 민법학에서는 손

해의 개념에 관해 차액설, 평가설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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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를 ‘특별한 희생’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았고, 헌법 제23조 제3

항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앞서 확인했다. 이들

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손실보상의 가능성 즉 손실 파악의 가능성을 미쳐 따져보지 않았

을 것이다.

(2) 건축의 제한과 지가의 상대적 하락

결론부터 말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

자등은 재산상 피해를 입지만, 그 피해는 성질상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에서 손실보상의 가능성이 없다.

제3장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제한에 관해 살펴보았다. 개발제한구

역에서는 토지 이용의 형태와 정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즉 1970

년대의 상태에 고정된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등은 건축의 자유

를 제한받고, 건축이 가장 대표적인 개발 행위라는 점에서 재산상 피해

를 입는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절대적인 피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토지 소유자등이 입는 피해는 상대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한다. 우

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급속한 산업화의 길을 걸었고 이는 수도권 등 대

도시권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개발제한구역은 대도시권 주변에 주로 설

정됐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등은 건축의 자유를 제한받는 절대

적인 고통에 더해 ‘지가(地價)의 상대적 하락’이라는 상대적인 고통을 받

게 됐다.

한편, 건축의 제한이라는 절대적 피해와 지가의 상대적 하락이라는 상

대적 피해에 대해, 이러한 피해가 토지 재산권에 내재한 사회적 한계 내

의 것으로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재산

권의 사회적 구속성이 비교적 강력하다는 견해에서 비롯된다.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125) 이 연구는 제3장에서 분석한 바에 기반을 두어, 개발제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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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토지 소유자등이 받는 부담은 사회적 구속성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고 전제한다.

(3) 손실 파악의 불가능성

거듭하여 말하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등은 수인할 수 없는 가

혹한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은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손실보상

이 불가능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의 제한’은 토지 사용권의 제한

에 속하는데, 이로 인한 손실은 토지 수용의 경우와 달리 금전으로 산정

하기 어렵다. 토지 수용에 의해 토지 소유자가 입는 손실은 그 토지의

매매가액이다. 하지만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용도 밖으로 사

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 소유자등이 입는 손실은 얼마인지 매길 수

없다.

더욱 선명한 분석을 위해 토지를 세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① 건축물이 존재하는 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개축을 하더

라도 기존 건축물과 용도를 달리하거나 기존 건축물보다 규모가 더 큰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더 큰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됨으로써 토지 소

유자등이 입는 피해는 돈으로 얼마인가? ② 나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토지 소유자등은 지상에 건축물을 세울 수 없다. 건축이 불

가능하게 됨으로써 얼마의 피해를 입는가? ③ 대지가 아닌 토지, 예컨대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로 형질변경할 수는 없지만, 그

곳에서 농사짓기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 토지의 재산권자는 손실을 입는

가? 형질변경을 통해 건축허용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다고 하

더라도 이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가?

둘째,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상대적 하락 또한 금전으로

파악하기 불가능하다. 어떤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토지

125)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에 관하여는 김문현, 사회․경제질서와 재산권(법원

사,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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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격은 하락하고 주변 도시 지역의 토지는 상승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가가 주변 토지의 지가와 얼마만큼 차이가 나야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구역지정 이후 비교적 최근에 토지를 구입한 자에 대하여는

‘매입 이후의 손실'만을 보상할 것인가 또는 ‘구역지정 이후의 모든 손실

'을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손실보상이 대물적

인 것인가 대인적인 성격을 갖는가에 의존하는 문제이다.”126)

지가의 상대적 하락을 어떻게든 금전으로 보전한다면 그 대상은 보전

당시의 토지 소유자일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소유자와

보전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면, 애초의 토지 소유자는 낮은 가격

에 토지를 매도했을 것임에도 그 피해를 보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지가의 상대적 하락을 금전으로 보전한다고 하면, 한번 손실보상이 이루

어진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한, 시간이 흐르

면 손실보상 문제가 다시금 불거질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더라도 개발제

한구역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손실보상액은

토지 가액을 넘을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토지 사용권의 제한이

어서, 토지 소유권의 박탈보다 제한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은 한 번 지정되면 언제 해제될지 알 수 없으므로, 토지 소

유자등의 피해는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입는 피해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결국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에 따른 손실보상이 토지 소유권자에게 만족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

다.

(4) 소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 이용을 제한받게 된 자들이 입은

고통은 단순화할 수 없다. 그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126) 김종보, “계획제한과 손실보상논의의 재검토”, 행정법연구, 제2호(1998. 4.),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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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 이상으로는 활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한 고통(건축의

제한)은 주변 도시 지역의 개발과 이에 따른 지가 상승에 의해 한층 더

증폭됐다(지가의 상대적 하락). 이 거듭된 고통의 책임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공권력에 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은 공익에 관한 것이므

로, 이들의 고통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반드시 손실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손실보상

은 손실을 전보하는 것이므로, 손실이 파악될 수 있어야 손실보상이 가

능하다. 손실보상의 필요성에 앞서 이 점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 개발제

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등이 입는 피해는 성질상 그 정도를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다. 설령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가액을

한도로 하는 손실보상은 토지 소유자등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998년,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헌법 제23조 제3항과 무관

하다고 결정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법적인 의미의 손실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타당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입법자가

손실보상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손실보

상은 서로 친하지 않은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단은 잘못되었

다.

헌법재판소는 손실보상의 대안으로서 ‘지정의 해제’와 ‘토지매수청구권

제도’를 제시했다. 이는 손실보상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손실보상이 행

정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견지에서 나온 판단으로 보

인다. 헌법재판소가 정책적 견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거듭 강조하듯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손실보상으로써 그

위헌성이 해소될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방안들은 손실보상

의 대체재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등이 입은 고통을 위자(慰藉)하고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손

실보상 이외의 방법’으로 이해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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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소결

공권력의 행사에 따라 사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권력 행사에

불법성이 있다면 국가배상이 문제되고 그러지 않다면 손실보상이 문제된

다. 실제에서는 공권력 행사의 불법성 유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대

부분이다. 결국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양

자는 피해의 원인에 차이가 있을 뿐, 피해를 전보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

리고 전보의 의미를 감안하면, 손해 또는 손실을 금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비로소 배상 또는 보상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대상 토지 소유자등은 재산권을 제한 받

는다. 그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나, 본 연구는 개발제한제 도

시계획과 여타 도시계획의 비교에 터 잡아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

가 마땅히 감내해야 하는 수준 이상의 제한을 받는다고 판단했다. 하지

만 그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개발

제한구역과 손실보상은 친하지 않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헌법 제23

조 제3항의 손실보상 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과 헌법재판소의 1998년 결

정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등이 입는 사회적

구속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통은 어떻게 해소돼야 하는가? 먼저, 헌법

재판소가 제시했고 이를 수용해 입법자가 제정한 개발제한구역법상 매수

청구권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협의매수 제도가 예산 부족

으로 활발히 이용되지 못한다는 점, 이미 지가가 하락해버린 상황에서

매수가 이루어진들 토지 소유자등이 만족에 이를 수 없다는 점 등을 두

루 고려할 때, 이 역시 타당한 방안이 아니다.

결국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등이 입는 피해는, 사회적 구속성의

한계를 넘어 발생하는 피해에 한해, ‘개발을 일정 정도 허용함’으로써만

이를 없앨 수 있다고 본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한 토지

소유자등은 그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계속하여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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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시적인 금전 지급으로는 계속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메울 수 없는

것이다.127)

헌법재판소는 1998년 결정에서 나대지와 사정변경이 생긴 토지의 소

유자등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는다며 이들에 대해 보상입법을 요

구했다. 보상입법을 주문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잘못되었지만, 저 두

경우에 놓인 토지소유자등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는다는 판단만을

일단 받아들인다면, 이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금전

지급이 아니다. 나대지 소유자등에게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하고, 환경오염으로 농지를 못 쓰게 된 농지 소유자등이 예외적으

로 건축허용성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27)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안에 대해, 시각장애인에

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설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

라는 공익을 위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과도

하여 헌법에 반한다면, 비시각장애인에게 일정 액수의 금전을 지급해서는

결코 기본권 침해를 해소할 수 없다. 비시각장애인이 안마사로 일할 수 없

어 생기는 피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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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

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제도로서, 오늘날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

는 개발제한구역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법적 수단인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을 분석하고(제2장),

개발제한구역에 부과되는 행위 제한의 내용을 파악하고 정도를 평가한

다음(제3장),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하는지를 논했다

(제4장). 연구한 바를 종합하면 다음의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으로써 지정된다. 도시계획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 특히 건축의 자유를 제한

하는 공법적 규제 수단이다. 행정주체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고 있어

도시계획을 수립할 능력은 있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근거해

서만 제한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37조 제2항), 도시계획을 수립할 자격은

없다. 법률로부터 그 권한을 수여받아 행사할 뿐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이 더욱 강조돼야 하고 같은 맥락에서 행정주체의 재량이 더욱 적

극적으로 통제돼야 한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수단인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은 국토계

획법상 도시계획 체계 속에서 이해돼야 한다. 국토계획법은 다양한 도시

계획을 나열하고 있으나, 그 도시계획들은 국민의 건축의 자유를 제한하

는 정도, 목적, 도입 시기가 다 달라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입법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각 도시계획이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또 수범자로서 건

축의 자유를 제한받는 국민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법 우선의

원칙이 도시계획들 간에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어떤 도시계

획이 수립된 지역에 다른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전자는 폐지되고 후자만

존재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등은 다른 도시계획 수립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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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등에 비해 건축(개발)의 자유를 두드러질 정도로 강하게 제

한받는다. 두드러지게 강한 제한이란, 토지의 건축허용성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 그대로 고정됨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허용

성이 없는 토지에는 향후 건축허용성이 부여되지 못하고, 건축허용성이

있는 토지에는 기존 건축물의 규모를 넘는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한다.

한편, 건축허용성이라는 개념은 도시계획을 분류하는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다. 건축허용성에 변동을 초래하는 도시계획을 실질적 도시계획으

로, 그러지 못하는 도시계획을 명목상 도시계획으로 분류해야 한다.

넷째,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이 가능하지 않

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라는 재산권 제한이 사회적 구속성의 범위를 넘

는 제한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써 재산권을 침해받는 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에게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손실보상의 필요성에 앞서 그 가능성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 손

실보상은 손실을 전보하는 것이다. 손실을 파악할 수 없다면 이를 메울

수도 없으므로 손실보상은 불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절

대적, 상대적 피해는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

로, 일정한 액수로 산정할 수 없다. 이 피해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피해

를 입는 토지 소유자등이 개발제한구역을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게끔

허용함으로써만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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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egal study on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Lee Jongjun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Today, overcrowding in the metropolitan area of South Korea makes 

it difficult to maintain comfortable living conditions and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henceforth “DRZ”) should be revisited as it can 

contribute to solving both problems. Some points are to be spotlighted 

concerning the legal character of DRZ.

First, a DRZ is designated by a City Plan. A City Plan regulates the 

freedom of construction for rational utilization of national soil. The 

administration abundant in information and means has the ability to 

establish a city plan, but lacks the capacit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it is because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only, which is enacted only by the 

National Assembly. DRZ strongly limits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Even though the administration is endowed by Act with the 

authority to establish a DRZ,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on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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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materially controlled.

Second, the City Plan establishing a DRZ should be examined with 

other City Plans in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Various 

City Plans are listed in the act, but they are not systematically 

organized. They are on an equal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nd the 

rule of Lex posterior derogat priori(A later law repeals an earlier law.) 

should be analogically applied to City Plans. Plural City Plans cannot be 

practiced in one area simultaneously.

Third, the freedom of construction is severely limited in a DRZ. In 

terms of Construction Allowance, it is fixed as it was when a land is 

designated as a DRZ. In other words, a land without Construction 

Allowance cannot be granted it afterward; in another land with 

Construction Allowance, no building exceeding the size of the existing 

building is permitted.

Fourth, compensation cannot be granted to land owners of a DRZ. 

Compensation means making up for a loss. If it is impossible to clearly 

grasp a loss, it cannot be filled up. The losses caused by designation of 

a DRZ cannot be assessed in figures. They can only be relieved by 

permitting land owners of a DRZ to develop their land in a certain 

extent, not by compensation.

keywords : Development Restriction Zone(DRZ), City Plan,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Construction Allowanc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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