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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중 공공성과 영향

력이 높아 기본적으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의 절차

를 거쳐 설치하는 시설이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 전반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구체

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

고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그 후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완료한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즉

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구체적인 정의 규정은

국토계획법 내에 없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도시

계획시설사업이 집행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시

설들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 시설 중에는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보다 장기미

집행 상태에 놓여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수가 많은데 이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는 원인에는 행정주체

의 재정 부족 및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행해진 무분별한 도시계

획시설결정 등이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설 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는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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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나대지인 토지 소유

자에 대해 보상 규정 없이 토지매수를 장기간 지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된

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

해 국토계획법에서는 실효제도, 매수청구제도,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

청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이 신설되었다.

그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20년 동

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실효제는 도입 당시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 이전

미집행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2020. 7. 1.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 실효시점을 미루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특히 공원시설의

대량 실효를 앞두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둘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에 대한 대응방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대응방법은 토지소유

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추후 토지소유자

들이 권리구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주요어 :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시설 실효, 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

학 번 : 2016-2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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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인구가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 도시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는 생활에 필수적인 교통시설, 통신시설, 보건위생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시의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기능을 위해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시장원리에 따라 쉽게 공급되기 어렵다. 도시계

획시설이 갖는 이러한 특성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도시를 관리할 책

임을 부담하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이를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으로 연결된다. 이 때문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약칭인 국토계획법이라 칭하기로 한

다)은 기반시설을 정의하면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으나 재정

부족, 도시계획시설 수요 예측의 어려움, 무분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대

형 도시계획시설 우선집행 등으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절차

에 바로 착수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받은 상태가 존속 중인

도시계획시설들이 많다. 이러한 시설들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

다. 그 중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

80년대부터이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 소

유자들의 문제제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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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

설 내 나대지인 토지 소유자들에 대해 보상규정 없이 토지매수를 장기간

지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2000년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소유자

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신설하였다. 그 중 하나가 도

시계획시설 실효제도이다. 국토계획법상 실효규정에 따르면 2020. 7. 1.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상당수는 실효된다. 도시계획시설의 광범위한

실효에 따른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들은 실효를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 제시하는 방안들은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막

는데 집중되어 있어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다.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의 효과에 대한 대응책이 다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

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근본 원인 및 신설된 법제도들의 내용과 효

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량 실효가

2020. 7. 1.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취하고 있는 대응방법들을 검토해보고 그 문제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취하고 있는 방안들의 위헌·위법성을 검토

하고 추후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이 취할 수 있는 권리구제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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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문제에 접근하기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의 명확한 개념정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을 규명하고 유사한 다른

개념들과의 차이점을 살펴본 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절차에 대해 구체적

으로 개관한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이 어떤 법적 상태의 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개념을 조명해본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

획시설에서 장기의 시간적 범위를 규정한 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누적된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

를 검토해본다. 또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

해 국토계획법에 신설된 제도들의 내용과 효용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 신설된 제도 중 도시계획시설 실

효제에 따르면 2020. 7. 1.에 도시계획시설이 대량으로 실효될 것을 예정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대량 실효에 대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

의 대책들을 살펴보고 그 대응방법들의 문제점 및 토지소유자의 권리구

제방법들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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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예비적 고찰

제 1 절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의의

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계획의 개념

1. 도시계획의 법적 정의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이다. 도시계획이란 단어 그대로 여러 시민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계

획하는 것이다. (구)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을 행정내부적인 도시기본계

획과 국민에게 구속적인 도시계획으로 구별하고 있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었다. 그

런데 2003년 국토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도시계획 체계 내 개념에 수정을

가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총괄하는 상위개념으로 도시계획

을 새롭게 규정하였다(국토계획법1) 제2조 제2호). 즉 기존 도시계획법상

구속적인 도시계획의 명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은 도

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포괄하는 것으로 법적 구조를 바꾼 것이

다.2)

한편 도시계획의 용어는 2011년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또 한 차례 변

화를 겪게 된다.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용어를 도시·

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수정한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종래 용어

1) 이하에서는 국토계획법을 인용할 시 “법”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2)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피데스, 2018), 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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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이

러한 표기의 정리는 표기의 용이성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주로 검토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의 용어 통일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

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제4호)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규정만으로는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

획의 구체적인 개념징표를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도시관리계획의 정의규정은 도시관리계획에 속하는 계획들을 단

순히 나열하는 형태에 그칠 뿐이어서 도시관리계획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를 계획하

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 관점에서 다른 법령들의 행정계획도 포괄할 수 있다는 특성

을 고려하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용도

지역 및 기반시설과 건축단위를 설정하며 각 건축단위의 건축 허용성 및

건축허가요건을 정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3)

2.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계획시설계획

(1) 행정계획의 처분성

강학상 행정계획이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3) 김종보, 앞의 책, 192-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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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관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일정한 질

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 또는 그 설정행위이다.4)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행정행위설, 입법행위설, 독자성설, 혼합행위설, 복수

성질설의 견해가 대립하는데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에 따라 법적성질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수설인 복수성질설이

타당하다.

행정계획은 행정에 대한 장래의 방향만이 제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

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속적 행

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분류는 행정소송법상 행정계획의 처분성에 대한 논

의로 연결된다.

(2)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종류는 분류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리될 수 있다. 도

시관리계획을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의 정의 및 도입시기에 따라 분류

해보면 크게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5)

그 중 도시계획시설계획은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때부터 이미 도시

계획법 내에 포함되어 있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은 도로, 공원 등 도시의

기반시설을 위해 지역의 위치와 면적을 정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도시

계획시설계획이 결정·고시되면 그 지역은 기반시설이 설치될 것이므로

4)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12063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판결.

5) 도시계획은 도입시기별 분류 이외에도 밀도별 분류, 대상지역의 규모에 따른 분류, 일

반적 공간계획과 부문별계획, 적극적 계획과 소극적 계획 등의 분류방법에 따라 나누

어 볼 수 있다. 김종보,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행정법연구 제11호(2004. 5.),

249-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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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해당 영역은 건축이나 형질변경이 금지된다.(법 제95조) 다

만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 건축 등이

허용된다.6)

도시계획시설계획을 수립하면 공행정주체는 공공시설용지를 효율적으

로 확보할 수 있으며 장래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미래에 대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

할 수도 있다. 현재의 단기적인 시설수요에만 맞춘다면 장래에는 시설용

지의 부족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부작용이 발생된다. 이러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도시

계획시설계획을 통해 장래에 필요한 용지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7)

도시계획시설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용도지역·용

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

는다.(법 시행령 제83조) 또한 추후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토지, 건축물

등이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약칭인 토지보상법이라 칭하기로 한다)이 준용되어 도시계

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 법률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법 제96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

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

도할 수 없다.(법 제97조)8)

6) 김종보, 앞의 책, 199면.

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보성각, 2016), 362-363면.

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위의 책, 363-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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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1.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요소로서 기반시설

(1) 기반시설의 의의

도시계획시설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지역에는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

설이 설치된다. 기반시설은 사회구조가 근대화, 산업화됨에 따라 도시의

인구집중 현상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인구가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 그 도시에 필요한 교통시설, 통신시설, 보건위생시설 등이 효

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데9) 도시의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기능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은 시장원리에 따라 쉽게 공급되기 어렵다. 기반시설

이 갖는 이러한 특성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등 도시의 공공성을 유지·관

리할 책임을 진 행정주체가 이를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으로 연결된다.

이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는 정의규정에서 기반시설을 설명하면서 공행

정주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0)

기반시설의 공급은 도시계획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인데 국토계획법에

서도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

고 있다. 결국 시설의 공공성, 설치의무의 부담주체, 도시 밀집에 따른

공통 수요 시설의 필요성 등의 기반시설 특징들을 종합하면 기반시설이

란 “도시에 많은 사람이 모여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행정주체가 설

치의무를 지는 도로, 상하수도, 시장, 학교 등 정주활동에 기본적으로 필

요한 물리적 시설”이라 정의할 수 있다.11)

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앞의 책, 353-366면.

10)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 행정법연구 제34호(2012. 12.), 321-322면.

1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앞의 책, 제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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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특성 및 종류

현재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상 도로 ᆞ·철도·ᆞ항만 등 교통시설, 광장·ᆞ공원
등 공간시설, 수도·ᆞ전기·통신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 ᆞ운동장·공공청사 등

공공· ᆞ문화체육시설, 하천·ᆞ유수지 등 방재시설, 화장장·공동묘지 등 보건

위생시설, 하수도 ᆞ·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

는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기반시설의 종류를 보다 세

분하고 있다.12)(법 제2조 제6호). 기반시설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성이

다.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도시 내 인간의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공

급되어야 하지만 시장에 의한 공급이 어렵고, 공공성과 외부경제성이 크

기 때문에 시설의 입지결정이나 설치 및 관리에 있어 공공의 개입이 필

요하다. 즉 기반시설은 그 공공성으로 인해 도시관리계획인 도시계획시

설결정에 의하고 그 설치의무도 행정주체가 지며 비용도 행정주체가 부

담한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공공성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고 하더라도 기

반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국가만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

니다.

오히려 시장경제를 기본적인 체제로 인정하는 사회에서 국가의 개입은

기반시설이 정상적인 시장에 의해서는 조성될 수 없거나 정상적인 시장

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보다 현저히 더 큰 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경우

에만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의 재정적 한계와 기반

시설의 시장성 확대로 기반시설로 분류된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도 증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반시설의 의미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13)

12)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 행정법연구 제34호(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12), 321-322면,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수용권”, 행정법연구 제30호(행정

법이론실무학회, 2011. 8), 321-322면.

1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앞의 책, 제3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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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설치자가 행정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은 그 필

수개념 요소인 공공성을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영리목적으로 운영된다

는 이유만으로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조성하

는 행정계획 영역에서 행정주체가 가지는 광범위한 재량, 현대 도시생활

의 복잡·다양성과 질적 수준 향상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시설이

기반시설에 포함되려면 국토계획법령에서 나열하고 있는 기반시설들 중

하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이 다수 일반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

하는 데 보탬이 되는 기반시설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시설에 대한 일반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이 보장되는 등 공공필요성의 요청이 충족

해야 한다.14) 공공성이 내재되지 않은 시설은 비록 형식적으로 국토계획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 중 하나라고 할지라도 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도시계획시설의 의의

(1)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도시계획시설 역시 관련 법령에서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

고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이라는 이름 아래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시설들만 나열함에 그치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열거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 종류만으로 그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출해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쉽

지 않다.

결국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역시 도시계획시설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

괄하여 정리될 수밖에 없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이며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도시구조의 골격을 형

14)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두4841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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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류

교통시설(8)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시설(5)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9)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8)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8)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성하는 동시에 도시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기본 시설로서 국토계획 법령에

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정주체에 의해 설치된다.15) 이러한

개념 요소들을 종합할 때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

반시설 중 공공성과 영향력이 높아 원칙적으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

다.16)

(2)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을 46개 시설로 규정하였는데 각 시설은

기능별로 다시 교통시설 · 공간시설 · 유통 및 공급 시설 · 공공·문화체

육시설 · 방재시설 · 보건위생시설·환경기초시설 등 7종으로 분류된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전체 면적 중 교통시설의 면적(33.6%)이 가

장 크다.

<표1> 도시계획시설의 종류17) (단위:개)

15) 전병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문제점”, 도시문제 32권 346호,(대한지방

행정공제회, 1997. 9), 10-12면.

16) 김종보, 앞의 책, 331면.

17) 국토교통부, “2018 도시계획현황”,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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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시설(3)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5)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도시계획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에서는 ‘시설규칙 ’이

라 한다)에서는 국토계획법상의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념이나 결

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46개의 기반시설 중 시설의 정의가 위 시

설규칙 내 포함되어 있는 시설은 광장, 유원지, 공공공지, 연구시설, 유수

지, 저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등 8개 시설에 불과하다. 공동구는 국토

계획법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그 밖의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들은 그 개

념을 각 개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공원, 녹지, 수도공급, 공공직업훈련,

저수지, 방화, 하수도 등 7개 시설은 그 결정기준조차 개별법에 위임되어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구체적인 구조 및 설치기준이 되는 시설규칙에 모

든 도시계획시설의 정의와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이 포함되지 않은 채

개별법에 위임한 것은 각각 시설의 전문성, 필요성, 특수성을 감안해 개

별법에서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 주체, 감독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

율하여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

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18)

한편 국토계획법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치도

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용도지역 및 각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

해서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

다.(법 제43조 제1항) 즉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일부 기반

시설들은 설치될 수 있는 것인데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설

치된 시설들을 특별히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 시설로, 민간

1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앞의 책, 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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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의해서 공급 가능한 시설이면서 개별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설

치할 수 있는 시설을 임의적 시설로 부르기도 한다. 결국 기반시설은 의

무적 도시계획시설과 임의적 도시계획시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의무적 시설들은 도로 등

상대적으로 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

공재적 성격을 많이 지닌 시설들이다. 이에 비해 임의적 시설은 상대적

으로 시설 규모가 작거나 민간에 의한 공급이 가능한 요금재나 민간재적

성격을 지닌 시설들이라고 볼 수 있다.19)

(3) 도시계획시설의 특징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인구 집중현상이 발생하면서

도시 시민들의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들

이다. 도시계획시설들은 민간에 의해 설치가 어렵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충족될 수 없으며 공공의 수요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0) 도시계획시설

은 도시의 일반생활과 사회 경제활동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공공시설로

서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며, 쾌

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도시계획 시설

의 양은 도시발전의 척도와 주민생활의 질적인 편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21)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지역내에 기반시설의 설치목적에 맞지 않은 건

축물의 건축 또는 형질변경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기반

1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앞의 책, 361면.

20) 김종보, 행정법입문(피데스, 2016), 372면.

21) 전병국, 앞의 논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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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설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가 허용된다.(법

제64조) 또한 도시계획시설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난개발 및 환경오염의 우

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시설은 영향범위가 넓어 도시 계획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시설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엄격하고 신중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설치하고 비용도 조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86조, 제101조). 공공성을 갖춘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설치되는 경우 그 시설은 통상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헌법이 말하는

공공필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수용권도 부여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시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적 시설들이자 도시

공공시설로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간계획체계 내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특

히 도시전체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각종 도시공공시설계획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도시계획

시설 중 일부 시설은 별도의 개별법이 존재하는데 해당 도시계획시설은

주로 각 개별법에 의해 설치, 관리된다.

예를 들어 공원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개별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2)이며 도로의 경우 개별법은 도로법이 된다. 그런데 도

시계획시설은 오로지 개별법 만에 의해 설치,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예

를 들어 공원, 도로는 도시계획에 따라 설치되기는 하지만 토지구획정리

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심지 재개발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과

같은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설치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도시

22) 이하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약칭인 공원녹지법이라 칭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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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이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관리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그 외 개별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서, 용지취득과 재원

조달 등 도시계획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것은 토지수용법 및

민간투자법에서 각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23)

(4) 도시계획시설의 구성

도시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기능을

위해 봉사하는 하나의 시설일 뿐이다. 도로, 공원, 하수도시설 등은 모두

도시 시민들의 문화적, 사회적 생활의 영위를 위한 하나의 목적에서 설

치된 물적 시설인 것이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내부를 더 자세히 들여

다보면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은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총체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원이라는 도시계획시설 안에는 공원부지인 토지가

있고, 공원부지에 건축된 건물도 있으며, 주차장도 있고, 식당도 존재한

다.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은 그 자체로서 일정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의 구성요소별로 시설들 상호간에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24)

도시계획시설은 주로 도시계획결정을 통해 설치되는 주된 시설에 초점

을 맞추고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기반시설로서 주된 시설이 작동하기 위

해서는 그 시설을 보조해주는 추가적인 시설들도 필요하다. 결국 도시계

획시설은 주된 시설인 기반시설과 그에 부대해서 설치되는 부대시설로

구성되며,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에 따라서는 편익시설도 그에 포함될 수

있다.25)

23) 이병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분석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

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8. 2), 11면.

24)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 행정법연구 제34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12), 322면.

25) 김종보, 앞의 논문, 3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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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도시계획시설제도의 연혁

Ⅰ. 외국 도시계획시설제도의 기원

근대화·산업화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 내

주거지역 집중을 초래하게 되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

여 살게 됨에 따라 도시에서는 도시기능상의 필요를 위해서나 시민들의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의 시설들이 필요하게 된 것

인데 대표적인 것이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은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리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공공

의 필요와 관련을 맺고 있어 이를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설치

할 필요성이 높은 특성을 지닌다.26)

이와 같은 사회구조의 근대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시작은 1848년 영국

의 ‘위생법’과 1891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적용되었던 ‘용도지역제’라고

볼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산업혁명이후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

를 해결하는 방안이었다. 영국의 ‘위생법’은 도시의 위생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독일의 ‘용도지역제’는 혼합적 토지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용도 규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위생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도시 및 인구밀집지역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또

한 새로운 효과적인 시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전반적인 감독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도시 및 지역의 수도 공급, 하수설비, 배수설비,

시가지의 청소 및 도로포장 등을 단일한 지방정부의 행정관리기구가 관

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적 하에 제정되어, 도시의 기반시설을 설치

관리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근대 도시계획시

26)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법적의미”, 공법연구 제25집 제4호(한국공법학회, 1997. 6.),

6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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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일본의 법체계 속에도 스며들게 되었다. 일본 최초의 도시계획제도

라 할 수 있는 동경시구개정조례(1888년)는 빈발하는 화재와 전염병 등

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주로 도로, 하천, 교량, 철도 등

의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27)

Ⅱ. 우리나라 도시계획시설 제도의 발전

일본의 도시계획 법제는 우리나라 도시계획시설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시설은 하나의 법령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것이 아니고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정 이후 1

0여 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최초의 23개 시설에서 현재 46개 시설

로 확대되었다.28)

이러한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기반시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관

련법이라 할 수 있는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도로를 포함한 23개 시설이 지

정된 이후 1962년 주차장, 녹지, 유원지, 학교, 도서관 등 5개 시설, 1971

년 자동차정류장 등 11개 시설, 1992년 청소년 수련시설 등 4개 시설이

추가되었다.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는 관망탑이 제외되고, 체육시설

과 납골시설이 추가되었으나, 2009년 다시 납골시설과 삭도가 제외되고

봉안시설과 자연장지가 포함되었다. 이후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는 도서

관이 연구시설에 통합되고 교통시설에서는 운하가 하천에 통합되었으며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이 제외되었다. 또한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

운동장이 체육시설로 통합되었고 보건위생시설에서는 화장시설, 공동묘

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이 장사시설로 통합되었다. 환경기초시

설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명칭을 변경하

였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거쳐 2020

2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앞의 책, 353면 참조.

28) 이병준, 앞의 논문, 1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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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교통 공간
유통 및

공급

공공문화

체육
방재

보건

위생

환경

기초

조선시가지

계획령

(34.6.20)

23

도로

철도

궤도

운하

항만

비행장

광장

공원

시장

수도
운동장

하천,

방화시설

저수지,

방사시설

방풍시설

방수시설

방조시설

도장

묘지

화장장

하수도

진개

및

오물처리장

도시계획령

(62.1.20)

28

(+5)

주차장

공항

(비행장)

녹지

유원지

학교,

도서관

사방시설

(방사시설)

도살장

(도장)

도시계획법

(71.1.19)

39

(+11)

자동차

정류장

삭도

고속철도

관망탑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공동구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용의

청사

방풍설비

(방풍시설)

방수설비

(방수시설)

사방설비

(사방시설)

공동묘지

(묘지)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진개 및

오물처리장)

시행령

(71.7.22)

44

(+5)

통신시설

변전시설
연구시설 유수지시설

종합의료

시설

시행령

(73.3.21)

43

(-1)
(변전시설)

시행령

(81.9.23)

45

(+2)

자동차검사

시설
문화시설

시행령

(82.10.23)

46

(+1)

사회복지

시설

시행령

(88.2.16)

47

(+1)

공공직업

훈련시설

시행령

(92.7.1)

48

(+1)
(고속철도) 열공급설비

폐기물처리시

설,

수질오염방지

시설(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시행령

(92.12.31)

52

(+4)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

원

자동차 및

중기검사

청소년

수련시설

방송통신

시설

(통신시설)

방조설비

(방조시설)
장례식장 폐차장

년 현재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8종, 공간시설 5종, 유통· 공급시설 9종,

공공·문화체육시설 8종, 방재시설 8종, 보건위생시설 3종, 환경기초시설

5종 등 총 7개 종류 46개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29)

<표2> 도시계획시설 종류의 변천30) (단위:개)

2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앞의 책, 353-356면.

30) 국토해양부 “2018 도시계획현황” 을 기준으로 저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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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동

차 검사

시설)

도시계획법

(00.1.28)
52

공공청사

(공용의청

사)

도시계획법

(00.7.1)
52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중기검사시

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

전학원(자

동차 및

중기운전학

원)

국토계획법

(03.7.1)

53

(+1)
(관망탑) 체육시설 납골시설

시행령

(08.5.26)

54

(+1)

봉안시설

자연장지

(납골시설)

시행령

(09.11.2)

53

(-1)
(삭도)

시행령

2016. 2.

11.)

52

(-1)
(도서관)

국토계획법

(17. 12. 26.)

46

(-6)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

전학원)

(운동장)

장사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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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절차 개관

도시계획시설사업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

시계획시설계획은 건축허용성만을 규율하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는 달

리 개발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에 의해 입안되고 행정청

의 실시계획 인가를 필요로 한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의 일종

이지만 물적시설을 직접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도시관리계획과

달리 도시계획시설계획 및 결정 부분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및 사업

시행 부분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을 구체적

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다.

도시계획시설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격인 공공재적 성격, 시민 복지적

성격, 서비스의 효율적 생산과 공평한 배분 등의 성격으로 인해 도시계

획시설사업에는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설의 설치에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

시 수반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에는 다양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여하게 되므로 개별적인 시설에 따라 집행 과정을 일률적으로 설명하

기 어렵다. 사업계획 수립 주체와 사업 집행 주체가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도 그 각각의 단계에서 집행주체가 다를 수

있다. 결국 절차가 집중적이지 못한 까닭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기

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장기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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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별도 당면한 시급한 사업들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게 된다.

Ⅱ. 도시계획시설계획 결정과 고시

1.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시설을 처음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등이 결정·고시하

는 도시계획결정이 필요하다(법 제30조, 제2조 제6호, 제7호). 이를 도시

계획시설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부른다. 도시계획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하나의 행위를 관점에 따라 달리 표현하는 용어라도

할 수 있다. 즉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적 관점에서는 도시계획시설계

획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을 실현하는 집행절차적 관점에

서는 도시계획시설계획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실현되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도 표현할 수도 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

설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와 면적을 확정하고 후속하는 실시계획에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절차이다.31)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국방상 또는 국가 안전 보장 상 기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30조). 도시

계획시설계획을 입안하려면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면 필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반영해야 한다(법 제28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지형도

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는데 해당 지형도면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어야 한다(법 제32조, 제33조).

3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3누9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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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1)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의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지역에 있어 당해 도

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행정청의 내부계획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결

정이 있는 구역에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강학상

행정규칙에 가까운 것이라고 본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지면 도

시계획시설 부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진 후 장기간 도시계

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토지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

게 된다. 이러한 지나친 소유권 행사의 제한을 막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

행시기를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정문제로 인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오랜 미집행으로 인해 사인

의 소유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1981년 구 도시계획법의 개

정과정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법률에 포함되었다.

이후 연차별 집행계획은 2000년 구 도시계획법 전부개정과정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수용되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적 집행계획제도를 도입함으로서 행정청은

미집행 시설의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미 결정된 도시계

획시설이라 하더라도 사후적인 사정에 따라 그 설치필요성이 소멸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에 대한 효율적인 재검토를 할 수 있다. 단

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곧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이 인가될 예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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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집행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를 예고하여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 시설정비측면에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확정된 이후 재원조달, 보

상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을 폐지하거나 다른 시설로

용도를 변경함으로서 부족한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할 수도 있다. 도시정

책 측면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도시계획시설용지 토지의 일시적 사용 등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

할 수 있다.32)

(2) 단계별 집행계획의 내용

단계별 집행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

안한 도시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

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도 청취해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

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조

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정비법 등의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

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법 제8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

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

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중 3년 이

3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앞의 책, 479-4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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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법 제8

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고도의 공공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공행정주체가 시행자가 된다. 즉 특별시장· 광역시

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구역 내 도시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여러 관할구역에 걸

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법 제86조 제1항 내지 제4

항).

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반드시 행정주체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공행정주체가 아니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법

제86조 제5항).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은 특정인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사업자

지정 처분은 사업시행자 지정 내용의 고시와 별도의 처분이므로 반드시

고시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주체 등과 달리 사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

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86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이와 같

은 규정을 둔 취지는 사인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공성을 보



- 25 -

완하고 사인에 의한 일방적인 토지 수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

서 국토계획법상 토지 소유비율 및 토지 소유자 동의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시행자로 지정되었다면 그 사업자 지정의 하자는 중대하다고

보아야 한다.33)

Ⅲ.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

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법 제88조). 이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및 시행기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법 제88조 제5

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려

면 이를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

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등의 소

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대도

시 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

토교통부장관 등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

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

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다른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가 의제된다(법 제90조, 제92조, 동법

3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499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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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7조).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

획을 작성,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이 고시

된 경우 인·허가가 의제된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도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법 제91조, 제92조).

2. 사업 시행 및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는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마치면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나 대

도시 시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

를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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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도시계획시설과 공공시설 및 국·공유지와의

관계

Ⅰ. 도시계획시설과 공공시설

1.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과 공공시설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과 별도로 제2조 제13호에

서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도로, 공

원 등 공공시설에 포함되는 종류만을 단순히 열거함에 그치고 있어 법령

해석만으로 도시계획시설과 공공시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

은 어렵다.

개발사업법34) 상에서는 개발사업과정에서 무상귀속, 무상양도 등의 법

적 규율을 위해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다. 개발사업법에 속하

는 법률들이 공공시설을 규정하는 방식은 크게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개념 및 규율방식을 전부 준용하는 방법, 공공시설의 개념 규정은 국토

계획법을 준용하되 독자적인 규율방식을 갖는 방법, 개념규정을 별도로

두면서 독자적인 공공시설에 관한 규율방식을 가지는 방법이 있다.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의 개념 및 규율방식을 모두 준용하는 법률에는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이 있고 개념규정을 준용하나 독자적인 규율방식

을 갖춘 법률에는 도시개발법이 있으며 개념규정도 별도로 두고 독자적

인 공공시설 규율방식을 갖추고 있는 법률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이하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있다.

34) 도시의 확장과 도심의 정비를 위해 제정된 법률들로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

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이 대표적이다. 김종보, “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의 법적 지위”,

행정법연구 제57호(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9. 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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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서는 공공시설을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등으로 정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항만, 공항, 운하 등과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처럼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모두 시설 종류는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념을 정

의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 제2조에서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을 별도로 규정하고 그 종류를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시

설들은 별개의 개념인 점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과 공공시설의 구별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과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

항들을 다수 두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시행자는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항들을 근거로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수용할 수 있다. 반면에 공공시설에 관하여 국

토계획법은 사업시행자 종류에 따른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에 관한 조항만

을 마련하고 있다. 결국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은 국토계획법상 무상귀속

과 무상양도의 범위 내에서 한정되어 기능할 수밖에 없다.

공공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은 규율하는 평면이 다르지만 구체적인 시설

종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설들이 겹친다. 예를 들어 도로, 공원, 하천

과 같은 시설들은 공공시설이면서 도시계획시설이다. 하지만 공공시설

종류와 도시계획시설 종류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도시계획시설

이면서 공공시설이 아닌 시설도 있을 수 있다. 가령 학교시설은 도시계

획시설이지만 공공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주차장, 저수지, 화장

장은 행정청이 설치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일 수 있으나 행정청이

설치하지 않은 주차장, 저수지, 화장장은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35)

35) 김종보, “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의 법적 지위”, 행정법연구 제57호(행정법이론실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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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은 법적 효과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사

업시행자는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을 수 있는 반면 신설

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킨다. 반면 도시계획시설은

무상양도, 양수와 별개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이 부여되고

수용권을 기초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Ⅱ 도시계획시설과 정비기반시설

1. 공공시설과 정비기반시설

개발사업 중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낙후된 주

거지나 도심지를 정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사업과정에서 구역

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원,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업 과정에서 일부 시설들은 폐지되어야 하며 다른 일부

시설들은 새롭게 설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폐지되거나 새롭게 설치되

는 시설들의 소유권 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내에서는 정

비기반시설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직접 무상 양도, 귀속 조항을

두어 정비기반시설을 규율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을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

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무상양도, 귀속 조항에 따라

폐지되어야 하는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되는 시설의 범위 내의 시설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36)

회, 2019. 5.), 13-14면.

36) 김종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유상매입부관의 공정력과 한계”, 행정판례연구 제14-2

집(박영사, 2009. 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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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법상 일반법으로 기능하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정비기반시설와

유사한 개념으로 공공시설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과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은 실제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주거지나 도심지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특성상 도시정비법

의 정비기반시설에는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항만,

공항, 운하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2. 도시계획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의 구별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의 절차를

거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정비기반시설은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신설되어야 하는 국

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소유의 시설들을 가리킨다. 즉 도시계획시설과 정

비기반시설은 그 시설 종류가 대부분 겹칠 수 있지만 별개의 영역에서

논의되는 개념들이고 이 둘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

기 어렵다.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여 반드시 정비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여 반드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된다고 간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정비기반시설은 폐지되는 시설과 신설되는 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인데 정비구역 내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도시계획시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비기반시설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지 않은 사실상 도로나 공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은 도시계획시설은 아니지만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에는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정비법상 규정에 따

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신설 정비기반시설

은 모두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보아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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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법원은 정비기반시설의 유상매입부관 불이행에 따른 변상금 부

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비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

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이라고 판시하여 정비기반시

설은 도시계획시설이어야 한다고 본 바 있다.37)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

이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계획결정을 받은 도시계획시설 뿐만 아

니라 사실상 도로와 공원 같은 도시계획결정을 받지 않은 시설들도 포함

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판례의 입장에는 문제가 있다.38)

Ⅲ. 도시계획시설과 국공유지

1. 도시계획시설과 국공유지의 구별

국공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뜻한다. 우

리나라 국토의 30%가 넘는 토지는 국공유지이다.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같은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법으로 국유재산법이 있고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한 토지와 같은 공유재산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법으로는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

류되는데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어야만 이를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기반시설의 종류를 의미하는 반면 국공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

유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과 국공유지는 명확히 구분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겹치는 경우가 많다. 즉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

고는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가 많은

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그 도시계획시

설부지는 국공유지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이 설

3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38) 김종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유상매입부관의 공정력과 한계”, 행정판례연구 제14-2

집(박영사, 2009. 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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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된 부지는 동시에 국공유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2.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국공유지의 처리

국공유지는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

정 후 실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그 시설 부지는 국공

유지를 당연히 포함할 수밖에 없다. 결국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지 내 국공유지가 존재하는 경우 이 국공유지를 어떤 절차에 따

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국공

유지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일

정시점에 국공유지로서의 지위가 소멸되고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가 된

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국

유재산법상 사용수익의 허가가 의제된다(법 제92조 제1항 제6호). 즉 현

행 국토계획법상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해 시행자가 국

공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

지고 난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국공유지의 취득에 대해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민간시행자 지정

에 대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3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1/2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으로

하고 있고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관리계

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로는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법

제97조)을 두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국공유지를 양도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9)

39) 김종보, “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의 법적 지위”, 행정법연구 제57호(행정법이론실무학

회, 2019. 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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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

Ⅰ.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의 논의 필요성

도시계획시설에는 다양한 종류의 시설들이 있는데 그 중 공원은 도로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중 특히 공원을 따

로 정리하는 것은 뒤에서 살펴볼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문제 중 공원의

장기 미집행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실효로 인한 문제발생 가

능성이 가장 높으며 현재까지 미집행에 대한 논의 및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들의 대응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결

국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시

설인 공원의 장기미집행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의 법적 체계 및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으

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Ⅱ. 공원의 법적 지위와 체계

1. 공원 제도의 구조

현행 법체계에서 공원은 크게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약

칭인 공원녹지법이라 칭하기로 한다)상 도시공원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

한다.(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라

공원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과 법 제38조의 2에 따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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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공원녹지법 제2조 제3

호) 한편 국토계획법에서는 공원을 기반시설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으

며(법 제2조 제6호 나목) 기반시설로서의 공원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의 절차를 거쳐 설치되는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된다.

국토계획법 및 공원녹지법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은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에 포함된다. 하지만 공원녹지법상 도시공

원은 용도구역상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

설로서의 공원과 동의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

원은 모두 도시공원에 해당하지만 도시공원이라고 하여 반드시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공원은 아닌 것이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실시계획의 절차를 거쳐 설치된 후에는 국토계획법과 공원녹지법이 함께

적용되어 관리되고 정비된다. 공원녹지법에서는 도시공원을 종류와 기능

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활권

공원은 도시 시민들의 주거지 내에 설치되는 공원으로서 근린공원, 어린

이공원, 소공원이 여기에 해당한다(공원녹지법 제15조, 제17조). 한편 공

원녹지법에서는 국토계획법상 실효규정과는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도시관리계획결

정의 효력을 잃도록 하는 실효규정을 두고 있다.

2. 도시공원의 현황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은 2018년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1,835.9㎢) 다음으로 큰 면적(926.6㎢)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공원 면

적(926.6㎢) 중 34.2%(316.9㎢)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부터 2017년까지는 공원 면적 중 18.3㎢가 줄어들었으나 2017년부터 201

8년까지는 다시 2.7㎢로 소폭 상승하였다.40) 용도구역으로서의 도시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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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구역은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173개소 280.49㎢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충청남도에 가장 많은 도시자원공원구역(36개소)이 위치하고 있고

경상남도 가장 넓은 면적(45.32㎢)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위치하고 있

다.41)

Ⅲ. 우리나라 공원 제도의 변화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국가는 도시확장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도시

화 억제 정책도 펼쳤다.42)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1962년 제정된 구

도시계획법에서는 공원이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토지구획정

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하도록 정하였다. 이때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국가(국토건설청장)가 결정권한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도시화 억

제정책의 일환으로 1967년에는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법을 제정하였다. 당

시 제정된 공원법에서는 공원의 종류를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공원으

로 나누었다. 해당 법률에서는 국립공원 유지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

담하고 기타 공원들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당시 국립공원은 건설부 장관이,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각각 지정·관리하

고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 ·관리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반면

도시공원의 설치 및 결정은 공원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따라 이루어졌

다.43)

이후 1980년 공원법은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나누어져 소관부

처도 이원화되었다. 당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서는 도시공원의 면적

40) 국토교통부, “2018 도시계획현황”, LH, 37-38면, 281면.

41) 국토교통부, “2018 도시계획현황”, LH, 173-174면.

42) 오창송, “도시공원 법제도의 변천과 쟁점 – 1934년∼2017년 국내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학위논문, 2018), 27면.

43) 최희선 외 6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대응방안”, KEI

연구보고서(2018. 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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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관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으

로 설정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주민 1인당 3㎡이상으로 정하였다.

2000년 도시공원법 개정에서는 시장·군수가 도시공원 결정 후 10년 동

안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결정효력을 실효시키는

제도를 부칙에 신설하였다. 또한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에서는 도시공

원의 소관부처를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하고 결정하는 단일체제로 통합되었다.

2005년에는 도시공원법에서 공원녹지법으로 법률 명칭이 바뀌었다. 법

률명칭 변경 사유는 녹지를 도시공원과 동등한 위치에 배치하고 소외되

었던 녹지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기 위함이었다.44) 2005년 공원녹지법으

로 법률 명칭이 변경되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도 신설되었다. 도시자

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법 제38조의 2)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

도구역의 한 종류로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에 대한 엄격한 행위제한

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였다.45)

Ⅳ. 국토계획법상 공원과 공원녹지법상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설치절차에 따

라 설치된다. 즉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내려지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도시계획시설공

4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7476호, 2005. 3. 31.] 중 제정·개정 이유.

4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7476호, 2005. 3. 31.] 중 제정·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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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시행하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 설치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도

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집행 이전에 먼저 공원조성계획

을 입안하여 공원시설 종류, 위치, 범위, 배치 등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시공원 설치절차가 완료되면 도시

공원의 관리와 유지는 국토계획법과 공원녹지법이 함께 기능하게 된다.

2005년 공원녹지법 제정 당시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가 신설하면서 기

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자동 전

환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즉. 2005년 당시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09. 12. 31.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

원은 2010. 1. 1.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규정

을 둔 것이다. 그러나 도시공원으로서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아무런 검

토 없이 기존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자동 전환하는 것은 국

민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2009년

공원녹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기존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

역 자동전환 규정을 삭제하고 임의 전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현재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공원 중 도시자연공원구

역 지정을 받은 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임과 동시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의 공원이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별도로 받지 않은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의 성격만을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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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과

장기미집행

제 1 절 서설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설치 결정에 따른 도시계

획시설사업이 즉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내려진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단계적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절차가 진행된다.(법

제8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집행계획도시계획시설 설치

결정이 고시된 이후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미집행이라고 하며 미집행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미집행이라고 한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의 면적은 2018년 기준 총 1,114.7㎢이다. 도시계획시설이 집행

되지 않은 것은 재정 부족, 도시계획시설 자체의 예측적 속성, 집행가능

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미집행에 따른 문제점들은 1980년 대 이후부

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문제점 지적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부지 소유자의 건축행위 등 재

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을 정리하고 현재 장기미

집행 상태인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자세히 살펴본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이 가장 문제되는 시설인 공원시설의 장기미집행 문제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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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장기미집행의 의의

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1. 사업의 집행과 미집행의 구별기준

국토계획법이나 다른 개발사업법에서는 집행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

이 별도로 없다.46) 결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있어 집행과 미집행의 개념

을 국토계획법 등 개발사업법령 자체에서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개발사업법 내에서의 집행의 의미는 집행의 법률적 개념을 차례대로 검

토하여 정의내릴 수밖에 없다. 집행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시행함’,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이다.47) 이런 의미에

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이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정해진 도시계획

시설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라는 표현 역시 국토계획법에서 별

도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규정의 해석

을 통해 그 의미를 추론해 볼 수밖에 없다. 국토계획법상 전반에서 시행

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물리적 개발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결국

개발사업의 하나인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시행이란 사업의 기획, 토지소

유권 확보 등 개발사업의 진행, 자금의 조달 등을 진행하는 일체의 행위

라고 볼 수 있다.48)

46)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해

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이라고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념 정의는 도시계획시

설결정의 실효고시 규정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전체에 통용

되기 어렵다.

47)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48) 김종보, “시행과 시공의 구별”, 행정법연구 제26호(2010. 4.),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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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며

자금조달계획을 확정하는 시행이자 집행의 첫 단계는 바로 실시계획인가

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에 이르러서야 도시계획시설사업시

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

지고 사업 인정·고시가 의제됨에 따라 토지 수용권을 부여받으며 시행자

가 실제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법 제88

조, 제96조 제2항).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미집행과 집행의 구분

기준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여부 즉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49)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의와 유형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면 설치를 위한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며 실시계

획을 인가하고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법 제85조, 제86조, 제8

8조, 제91조, 제98조). 설치가 결정되어 바로 구체적인 집행절차에 착수

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황적, 재정적 사유로 인해 구체적인 집행 절차에

바로 착수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받은 상태로 존속 중인 도시계

획시설들이 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집행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

은 시설들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에 따라 아직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고 설치, 정비 등의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미집행

49) 마상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 중점정책연구(2012. 12.),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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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따라 완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일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50) 완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집

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계획시설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 수

익이 불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완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비록

도로나 공원 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실시계획인가나 설치 공사 등의 집행절차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에 도로로 이를 통행하거나 공원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반면 일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부 시설부분에 대해서만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도시계획시설 집행 절차에 나아감으로서 일부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시설로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 결

정 후 도로나 공원시설 일부만 집행되었다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

분 중 이미 집행된 일부 범위의 도시계획시설은 이를 통행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나 집행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은 사용, 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Ⅱ. 미집행과 장기미집행의 구별

1. 시간적 요소의 개념 정의 필요성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대

한 토지의 사용, 수익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져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용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실제 도시계획시설사

업이 집행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

5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의 계획과 관리 5(보성각, 2000),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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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그 기간의 대소를 불문하고 모

든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이 도시계획시설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행정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도

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면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 결과 국토계획법에

장기미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이 입법화되지 못했다. 결국 장기

미집행과 그로 인한 권리침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

시설결정 이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집행행위에 나아가지 못한 시설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이 토지 소유자가 수인할

수 있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범주를 넘어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미집

행시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장기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국토

계획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명확한 기

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논의

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하는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

다.

2. 장기미집행의 시간적 요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장기”의 시간적 범위가 어느 정도의 기

간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크게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

년”동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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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동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먼저 1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견해의 경우 ① 국토계획법 제88조 제7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고 정하고 있고, ②

국토계획법 제47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

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③ 국

토계획법 제48조의2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소유자

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

거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

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본

다.51) 현재 국토교통부도 이 견해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52)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견해

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48조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

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

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

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

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

은 시설을 가리킨다고 본다.53)

51) 박용강,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재원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16호, 93면; 정회근, “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토지공

법연구 81권 1호(2018. 2.), 4면; 마상열, 앞의 논문. 45면; 김남욱,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에 관한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79권(2017. 8.), 151-152면.

52)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도시정책과

-2357호(2018. 3. 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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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검토주기에 따라 장기를 정해야 한다는 견해의 경우 국

토계획법 제23조, 제34조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모두 5년

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점을 근거로 5년마다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현행 국토계

획법상 도시계획의 행정체계를 고려할 때 5년 단위로 단기, 중기, 장기의

미집행 시설로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5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경

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

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미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재산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55) 즉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

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내린바 없으나 도

시계획시설의 10년 이상 미집행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에 비추어 재산권 보장과 연결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시설이라

고 보고 있는 듯하다.

생각건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토지 소유의 구제방안은 대

부분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간적 기준에 따르는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

설 문제 해결의 통일적 관점에서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구 도시계획

법(법률 제6243호)에서 10년 이상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그

53) 이재룡·선권수,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과 관리”, 도시정보,(1996. 7.), 4면; 박진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2면; 김용철,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에 관한 고찰”, 한국

토지행정학회보 제12권 1호(2005. 12.), 52면.

5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앞의 책, 2000. 222-223면.

55)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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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었고 도

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들을 20년 단위로 정책방향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위 규정들이 모두 삭제되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

다. 즉 도시계획의 행정체계가 5년 단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검토 주기만을 기준으로 장기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것도 미흡하

다고 본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규정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

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도시계획결정 실

효 규정상의 시간적 기준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다시 미집행이

초장기(20년)로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최후적인 수단인 시설결정 실효를

위해 20년이라는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효 규정만을 근거

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난

시설이라고 정의하게 되면 미집행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도시계

획시설들의 법적 통제근거가 약화될 우려도 있다. 실제 도시계획시설 부

지의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 및 구제계획의 실효성

마련을 위해서는 10년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분류

하여 미리 장기미집행의 해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미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동

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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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의 상황

Ⅰ. 장기미집행 면적 현황

전국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18년 기준 총 1,114.7㎢인데 그 중 10

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35.1㎢로 전체 도

시계획시설 중 74.9%를 차지한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

설 중 공원이 446.7㎢로 전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40%에 달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가 316.4㎢로 28.3%를 차지하고 있어 공

원과 도로가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68.3%에 이르고 있다.5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2008년 이후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 하

지만 2008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1,515.6㎢이었던 데 반해 2018

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1,114.7㎢으로 약 400.9㎢가 감소함에 그

치고 있어 여전히 많은 면적의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시설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

시계획시설은 2008년 1,038.49㎢에서 2018년 835.1㎢로 그 감소폭이 작은

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의 관심에 비해 그 면적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57)

56) 국토교통부, “2018 도시계획현황”, (LH,2019), 575면.

57)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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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나라지표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
n/EachDtlPageDetail.do?idx_cd=1202)

(단위  : ㎡, %)

도시명
결정현황

집행면적ⓑ 집행비율ⓒ
=ⓑ/ⓐ*100 미집행면적

 개소  면적 ⓐ
 총계 361,925 7,127,337,120 6,012,642,858 84.36 1,114,694,262

서울특별시 20,308 395,710,268 331,439,711 83.76 64,270,557

<표 3>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

Ⅱ. 광역시·도별 현황

광역시·도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신도시인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광역시·도의 도시계획시설 집행비율은 인천, 전라남도, 광주,

경기도, 충청남도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울산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

다. 면적기준으로는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 순으로 집행면적

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이 집행율과 마찬가지로 집행면적에서도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표 4> 광역시도별 미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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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15,543 217,744,940 157,021,511 72.11 60,723,429

대구광역시 14,424 138,368,639 108,062,464 78.10 30,306,175

인천광역시 16,363 276,834,416 253,364,006 91.52 23,470,410

광주광역시 9,557 125,169,077 109,384,375 87.39 15,784,702

대전광역시 10,032 109,294,198 86,929,779 79.54 22,364,419

울산광역시 9,749 137,629,202 86,887,415 63.13 50,741,787

세종특별자치시 3,979 100,396,602 98,559,443 98.17 1,837,159

경기도 85,060 1,436,329,797 1,236,165,636 86.06 200,164,161

강원도 19,174 555,894,262 476,413,219 85.70 79,481,043

충청북도 17,955 429,903,836 355,638,014 82.73 74,265,822

충청남도 21,273 438,858,062 377,416,152 86.00 61,441,910

전라북도 17,946 391,245,942 327,917,366 83.81 63,328,576

전라남도 26,691 731,694,195 644,234,489 88.05 87,459,706

경상남도 32,794 680,882,454 559,147,356 82.12 121,735,098

제주특별자치도 5,758 120,006,037 98,772,818 82.31 21,233,219

출처 : 국토교통부, LH「2018 도시계획현황」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의 원인 중 하나는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재

원 부족인데 실제 광역시·도별 집행율과 미집행 면적을 확인해보면 집행

율이나 집행면적과 각 광역시·도별 재정자립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

계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58) 예를 들어 2018년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가 전라남도(26.42%)보다 높은 울산광역시(65.99%)의 도시계획시설 집행

비율(63.13%)은 오히려 전라남도 집행비율(88.05%)에 비해 현저하게 뒤

쳐진다.59)

경기도(약 44조원)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이 가장 큰 만큼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데 추정되는 사업비 역시 가장 크다. 다음

으로는 경상북도(17조 원), 강원도(약 15조 원) 순으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추정 집행사업비가 높다. 추정사업비와 재정자립도는 각 지방자

치단체들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

58) 최희선 외 6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대응방안”, KEI

연구보고서(2018. 9.), 15-16면.

59) 지방재정 365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

ongsi/item/sd002_tg002.xml&year=2019&ix_code=A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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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별

미집행면적

10년미만 10년이상

소계:ⓐ+ⓑ 국공유지ⓐ 사유지ⓑ 소계:ⓒ+ⓓ 국공유지ⓒ 사유지ⓓ

총계 279,551,768 126,020,830 153,530,938 835,142,494 265,875,350 569,267,144

서울특별시 4,178,971 1,679,191 2,499,780 60,091,586 21,228,530 38,863,056

부산광역시 6,243,916 1,779,825 4,464,091 54,479,513 21,554,006 32,925,507

대구광역시 1,457,629 273,673 1,183,956 28,848,546 7,832,970 21,015,576

인천광역시 2,799,885 1,045,175 1,754,710 20,670,525 10,800,102 9,870,423

광주광역시 1,914,757 355,040 1,559,717 13,869,945 1,851,410 12,018,535

대전광역시 4,529,345 1,116,820 3,412,525 17,835,074 3,818,362 14,016,712

부에 관한 큰 지표가 될 수 있다.

Ⅲ. 국공유지 현황

한편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국공유지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권자

이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침해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앞

서 본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포함된 국공유지라고 하여 별도의

취득절차 없이 당연히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편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

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국공유지의 면적 역시 실제 미집행 도

시계획시설 범위에서 제외될 수 없다. 다만 국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로는 이를 매각

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법 제97조)을 두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게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국공유지를 양도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전체 10년 미만의 도시계획

시설 미집행면적 중 사유지 면적 비율은 약 54.9%에 이르며 10년 이상

의 미집행 면적 중 사유지 면적 비율은 약 68.1%에 이른다. 국가나 각

광역시·도는 도시계획시설 중 사유지의 면적 및 비율, 사유지 매수 등의

추정 사업비 등을 토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책이나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표 5> 광역시도별 미집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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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6,647,841 930,468 5,717,373 44,093,946 6,718,325 37,375,621

세종특별자치시 490,798 112,723 378,075 1,346,361 239,197 1,107,164

경기도 78,876,226 38,636,662 40,239,564 121,287,935 46,041,814 75,246,121

강원도 26,198,254 14,279,978 11,918,276 53,282,789 19,075,166 34,207,623

충청북도 24,084,501 11,307,000 12,777,501 50,181,321 19,816,737 30,364,584

충청남도 23,553,161 10,889,907 12,663,254 37,888,749 6,409,089 31,479,660

전라북도 15,711,209 8,233,889 7,477,320 47,617,367 8,785,530 38,831,837

전라남도 21,953,296 6,322,992 15,630,304 65,506,410 18,796,234 46,710,176

경상북도 29,923,483 11,646,929 18,276,554 106,162,606 28,712,400 77,450,206

경상남도 25,897,169 14,909,131 10,988,038 95,837,929 39,152,858 56,685,071

제주특별자치도 5,091,327 2,501,427 2,589,900 16,141,892 5,042,620 11,099,272

출처 : 국토교통부,LH「2018 도시계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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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장기미집행 공원의 양상

Ⅰ. 장기미집행 공원의 정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공원의 장기미집행이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공원 설

치를 위한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원시설

을 말한다. 2018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된 공원 면적은 926.6

㎢에 이르는 데 그 중 미집행되고 있는 면적은 446.7㎢로 전체 공원 면

적의 48.1%에 이른다. 미집행되고 있는 공원 면적 중 10년 이상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면적은 406.1㎢로 전체 미집행 공원

면적 중 90.9%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미집행 공원

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Ⅱ. 장기미집행 공원 누적의 주요원인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비

율이 74.9%인 점을 감안하면 공원의 장기미집행 비율은 다른 도시계획

시설들에 비해 유독 높은데 이와 같이 공원의 장기미집행 비율이 유독

높은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첫 번째로 공원을 설치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비용과 자원의 투입이 필요한데 이를 결정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원

의 설치가 지연되는 것이다. 즉 2000년 구 도시계획법 개정 이후 도시공

원의 지정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도시공원 조성에 필요

한 사업비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

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 비율은 높지 않고 공원 시설사업에

앞선 우선순위의 예산집행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시설 설치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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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은 계속하여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과도한 도시공원 지정 문제이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시 1인당 6㎡의 공원면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4조)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공원녹

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추이를 기준으로

공원 면적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이미지

를 고려하여 현실성 없는 과도한 인구 유입 및 증가 예상치를 제시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이상적인 예상 인구수치를 근거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나친 공원 지정결정이 남발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공원설치 및 변경에 대해 법적 통제

장치의 미비 문제이다. 도시공원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범위에

속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공원 설치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 그런데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간이 단기간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드

러나는 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가시적이고 단기간에 완료되는 사업을 우

선 집행할 경우 대규모의 장기적인 공원시설 설치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추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려 해도

공원 해제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여론이 악화되고 특혜시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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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장기미집행의 재산권 침해와

권리보호

제 1 절 장기미집행에 대한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도시계획시설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 ‘조선시가

지계획령’에 따른 시설 결정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1

950년 한국전쟁과 1970년 산업화를 거쳐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산업화 시기인 1970년대에는 다수의 공익을 추

구한다는 목적으로 사유재산권의 무제한적인 제한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는 시기였다. 국가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고려 없이 행정편의주

의 관점에서 일단 최대한 많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두기 위해 도

시계획시설결정을 남용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도시의 기능 유지와 도시

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시민

들의 활동의 기초가 되는 도로나 도시환경 보전을 위한 공원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구체적인 도시계획시

설 집행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장래

토지이용에 대비하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당시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1990년대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채 미루어져 왔다.60)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 3월 31일 도시계획법의 전문개정 때부터이다. 그 이전부터 사유

재산권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

의 장기미집행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높아져가고 있었고

60) 윤중경 외 7인, 앞의 논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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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도시계획시설구역 해제에 대한 압력도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 당

시 국가는 도시계획이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비판을 차단하고자 도시계

획 시 주민의견 청취제도와 연차별 집행계획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차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장기간 사유재산권이

제한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막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에 그쳤다.

연차별 집행계획상 1단계와 2단계의 기준이 모호했을 뿐만 아니라 2단계

에 포함되더라도 3년동안 집행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오히려 미집행을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61)

이후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된 것은 1988

년도 당시 건설교통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지침을 내려

보낸 시점부터이다. 해당 지침은 그때까지 2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유지 필요성 여부

를 파악해 보려는 것이었다. 해당 지침에서 유지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

획시설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추진하고 유지가 필요하더라도 그 규모

를 최소한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였다. 5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하며 20년 이상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방침을 도입하였다.62) 그런

데 해당 지침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바로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

시계획시설로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와 공원을 처음부터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즉 당시 지침 상 폭원 20m 이상의 도로

및 공원은 해제 또는 규모 축소의 재검토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됨으로서

현재까지 도로와 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가장 큰 비율을 차

지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63)

61) 선권수, “장기미집행시설의 발생원인과 문제인식”, 도시문제 34권 369호(1999. 8.),

22-23면.

62) 장영호,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합리적 조정 및 집행력 제고 방안 연구”, 감사논집 제

28호(감사원 감사연구원, 2017. 5.), 91면.

63) 선권수, 앞의 논문, 2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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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장기미집행 문제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1993년 7월 12일 건설

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지침을 시달하

게 되면서 다시 중요한 분기점을 맞게 되었다. 당시 지침은 종전과 달리

재검토 대상을 모든 도시계획시설로 확대하였으며 시민의 권리보호 측면

에서 해제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다.64) 또한 도시계획시설 구역 내 사

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원인의 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신축과 증축, 건축물의 대수선,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이와 같은 지침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들

은 도시계획시설 중 필요성 여부에 따라 시설들을 분류했음에도 불구하

고 한번 해제결정을 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실제 대부

분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해제하거나 조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65)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나 조정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결국 엄청난 보상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

획시설을 과감히 해제시키거나 조정하지 않으면서도 재정상의 어려움으

로 인해 엄청난 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해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여러 차례의 재검토 지

침에도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고 장기간의 건축행위 제한과 토

지 가치의 하락 등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다다랐다. 199

9년 이전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약 12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작은 민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

다.

64) 장영호, 앞의 논문, 92면.

65) 선권수, 앞의 논문.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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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의 원인

Ⅰ.복합적 원인들의 상호작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970년 대부터 본격적으로 누적되기 시작

했다. 1960∼70년대에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도시구역의 급격한 팽창

으로 인해 도시민에게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불가피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 뿐만 아니

라 추후 부지 가격 상승을 대비하여 구체적인 집행 계획 없이 최대한 많

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두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남발했다.

이때부터 결정·고시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실제

집행까지 나아가는 시설의 수는 크게 늘어나지 못했다. 1990년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제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이

후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노력들은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장기간의 미집행 누적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 시설 중에는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보다 미집행 상태에 놓여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수가

훨씬 많은 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광범위하

게 발생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설치 주체인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문제, 도시계획시설의 고유의 성격,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

른 지역여론의 반대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

이다.

Ⅱ.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 주체의 한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누적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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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약한 재정 문제이다. 국토계획법 및 관련법령상 도시계획시설은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 설치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결국 도시

계획시설의 미집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결

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적으로 50%내외의 수준이다.66) 대부분의 지방자

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에 비해 예산액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지방교부세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즉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

자치단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

이 사실상 어렵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

은 이상 국가의 지원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소가 불가능한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각 도시, 군에 따라 필요한 시설

의 수도 많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가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공급하는 것은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현행법상 민간 기업이 설치, 관리해도 무방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직접 이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도시계획시설의 신속한 집행이 어렵게 되고 결국 그것이 장기미집행 도

시계획시설 누적의 한 원인이 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은 국토계획법상 지방사무로 이양되어 결국

도시계획시설의 집행 책임은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공원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시설사

업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공원이미집행 도시계획

66) e-나라지표 연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

PageDetail.do?idx_cd=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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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처럼 단독으로 설치사업을

수행할 능력 자체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공원 설치의 모든 책임을 떠

넘긴 데에 있다.

Ⅲ.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미래예측적 성격에 따른 한계

1.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예상과 현실 불일치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이 해소되지 않는 원인은 미래의 예측가능

성을 전제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 자체의 속성에서도 기인한 측면

이 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의 장기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향후 필요한 시설들을 미리

결정, 고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종합적, 전문적, 기

술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철저한 기초자료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당성과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67) 그러나 관련

자료의 불충분, 정보 및 분석능력의 부족, 급속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

화 등으로 인해 기간 내 도시계획시설의 수요와 집행능력을 정확히 예측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미래를 예상하여 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예측이 빗나갈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 집행 사이에는 괴리

가 발생하게 된다.68)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부지는 그때부터 토지 소유자 등의 건축행

위 등 재산권행사가 제한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필요성, 사

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는 것인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과의 비교형량 절차 등을 거친 결

67)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소 대책 연구”, 2013, 216-217면; 정회

근, 앞의 논문, 341-342면.

68) 마상열, 앞의 논문, 55-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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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러한 형량을 거친 후 도시계획시설 설치

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국가와 지방

자체단체는 도시계획시설의 정확한 수요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

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과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사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 도시 성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부지의 확보가 어렵고 추후 토지가격상승으로 인해 사업비용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증가된다는 점을 고려했던 것이다.69) 즉 도시계획 수립시

가능한 많은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두는 것이 추후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하는데 시간적, 재정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량 없이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70)

2.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및 변경의 경직성

과거 1960∼70년대에는 행정절차에 있어서도 권위주의, 관료주의가 팽

배해져 있었고 국민들의 기본권 특히 재산권에 대한 인식수준도 현저히

낮았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그

시설 부지의 소유자는 국가 등의 도시계획에 따라야 했다. 행정청은 그

로 인해 발생하는 사인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 문제에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고 도시계획 및 개발 위주의 행정편의적인 도시계획결정을 한 것

이다. 결국 일정기간마다 수립되는 도시계획시설계획에 있어 집행가능성

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한 시설결정이 이루어진 한편 특별한 사정없이

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및 조정하지 않아 한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69) 마상열, 앞의 논문, 56면.

70) 마상열, 앞의 논문,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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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하여 존치되면서 현재와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누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3. 법령상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의무비율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또 다

른 이유는 바로 도시계획시설 의무기준을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때문이

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및 공원은 관련법령에서 최소한의 확보비율

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상 기준치를 충족시

키기 위해 무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도로의 경우 시설규칙에 따르면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

역)에 따라 도로가 포함되어야 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 한편 공원의

경우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지역 안에 거

주하는 주민 1인당 공원은 6㎡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 도시공원의 조성 기준은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

민 1인당 공원 3㎡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4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원과 도로 등의 관련법령상 설치비율을 충

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인데 이후 해당 지역의 주민이 예

상치를 하회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집행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

이다.71)

Ⅳ.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따른 한계

대형시설의 우선순위 집행으로 인한 중·소형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누적현상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71) 윤중경 외 7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과 과제Ⅱ : 도로시설을 중심으로”,

도시정보 11월호 404호(2015. 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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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중 간선도로, 공항, 신항만, 지하철 건설 등은 사업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 집행에 시일이 오래 걸리고 사업비도 막대하게 들어간

다. 이와 같은 대형 도시계획시설은 가시적인 성과중심의 사업을 통해

지지를 높이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지에 따라 국책 사업이

거나 시급성 있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결국 중·소규모의 주민생활에 밀접

한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투자 시기는 후순위로 미뤄졌다.

이와 같이 장기적 관점에서의 고려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이슈에 따라

결정되는 대형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인해 기존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

수정이 가해지고 집행을 예정하고 있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지연됨으

로서 결국 중·소형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이 누적되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은 바로 도시계획시설설치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다.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해당 지역에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다주거나 지

역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있는 반면 해당 지역에 별다

른 수익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지역 가치를 저해시키는 영향을 끼치는

시설이 있다. 전자는 공원, 유통업무시설 등이 그 예이고 후자는 장사시

설이나 환경기초시설 등이 그 예이다. 그런데 후자의 도시계획시설, 즉

인근 지역 가치를 저해시키는 부수적인 영향이 있는 시설들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인

해 그 설치에 난항을 겪게 된다.72)

최근 주민들의 기본권 의식수준 향상으로 인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도

시계획시설의 설치를 강행하는 경우 주민들은 법적절차 등을 통해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집행사업을 무기한으로 지연시킨다. 설

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고 집행 지연으

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시설설치 비용은 예측 불가능한 정도로 증가

72) 김찬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 방안”, 도시문제 37권 409호

(2002), 70-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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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필수적이지만 자신의 지역에 설치를 원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들을 책임지고 집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본

인들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사업 강행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Ⅴ. 기타 발생원인들

1. 집행 불능 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존치

이외에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이 누적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실상 집

행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의 방치이다. 현재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 중에는 애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부터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

함에도 무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추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집행계획 수립자

체가 불가능한 시설들이 있다. 인근지역의 특성, 주민여론, 향후 예측 방

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에도 문제가 있

지만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임을 알았거나 이후에 사정변경으로 불가능하

게 된 것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즉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소홀히 한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실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미집행 도

시계획시설이라고 칭하기도 어렵고 집행 불능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보아

야 한다. 집행 불능 도시계획시설로의 시선 분산은 정착 중요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방해가 되고 있다.

2.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강제수단 미비

다른 이유로는 집행계획 수립 미이행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도

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예산과 연계하여

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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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강제하는 조항이 규정되

어 있지 않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에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

한 집행계획이 적극 반영되도록 강제하는 장치의 부재로 인해 도시계획

시설 집행이 다른 집행계획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73)

73) 강문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현안분석(2014. 11.), 33-3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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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장기미집행의 권리침해

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지형

도면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도시계획시설결

정 효력이 발생하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

중, 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

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허가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설의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가설건축물, 공작물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허가될 수 있다(법 제64조 제

1항 제2항).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가 착수된 경우

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법

제31조 제2항)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실시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수용되기 전이라도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토지소유자가 소유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

능하다.

Ⅱ.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계획제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

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지도 못한 채 장기간

소유 토지에 관한 변경금지의무와 현상유지의무를 부담한다.74)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행

74)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도시계획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적정기준에 관한 연구

“, 1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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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원천적으로 금지

되는 것이다. 즉 토지의 수용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의해 사업인정 및 그 고시로 의제되고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반면(법 제96조 제2

항) 실시계획인가 단계 이전에도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에 의해 도시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사용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다. 결국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토지의 신속한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경

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

Ⅲ. 보상입법 부존재와 그 위헌성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해 법률로 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공

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에 사회적제약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그 제한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

른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75) 과거부터 보상을 요하

기 않는 사회적 제약과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하여 학설로는 형식적 기준설, 수인한도설, 보호가치성설, 사적효용설,

목적위배설, 사회적 제약설, 상황구속성설, 사회적 비용설 등이 제기되어

왔다.76) 생각건대 어느 하나의 학설만으로 사회적제약과 특별한 희생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권 제한의 목적, 방법, 정도,

수인한도, 보호가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을 요하는 특별

한 희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과거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공용수용

75) 이원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피해구제방안”, 법학논총 제19권

(2002. 10), 17-19면.

76) 석종현, “도시계획결정과 손실보상”, 공법연구 제28집 제3호, 29-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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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보아 보상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하는 공용수용이 아닌 사용, 수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공용제한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

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 제한에 있어서도 도시

계획법은 별도의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과거 대법원도 공용제한

에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7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된 것은 바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판결(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전원재

판부 결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8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

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사회적 범주가 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등을 위한 적절한 보상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

한 것이었다.78)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재산권 침해

에 대한 판단기준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어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 등은 토지

소유자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보면서 나대지인 토지 소유자에 대해

보상 규정 없이 토지매수를 장기간 지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

고 위헌적 상태제거 의무를 200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입법 개선 시

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판결(헌법재판

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했다.79)

77)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부2; 대법원 1992. 11. 24. 92부14.

78) 헌법재판소 1998. 12. 24. 89헌마214.

79)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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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보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대상지는 나대지였다. 즉 헌법

재판소는 지목이 임야, 전, 답인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결정으로 토지소

유자에게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반면 도시계

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으로 토지를 용

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이

러한 제한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은 것

이고 이에 대해 입법자는 적절히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기존의 도시계획법(2000. 1. 28.)은 전

부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 폐지여부 검토(부칙 제10조)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의무화(제58조),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권(제4

0조), 실효제(제41조)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고 위와 같은 장기미집행 도

시계획시설 관련 규정들은 2002. 2. 4. 제정된 국토계획법에도 그대로 유

지되었다.

후속조치들 중 특히 실효제 규정과 관련하여 입법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

실한다고 정하면서 경과규정으로 2000. 7. 1.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

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더 이상 그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건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된다.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매수가 장기간 지체되어 토지소유자에

게 토지를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더 이상 요구될 수 없

다면, 입법자는 매수청구권이나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

양한 보상가능성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 68 -

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실효제의 기산일을 일괄적으로 2000. 7. 1.로 규정

하였다.(구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구 국토계획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해당 경과규정에 따르면 2000. 7. 1. 이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도 200

0. 7. 1.부터 새로이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실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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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

Ⅰ. 권리보호 수단의 개관

1999년 구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의 취지에 따라 2

000년 도시계획법의 전부개정과 국토계획법 제·개정이 이루어졌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제도들이 신설되기 시작했다. 즉 2000

년에 도시계획법령 개정을 통해 매수청구권 제도와 실효제(일몰제) 도입,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채권발행 근거 마련,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전면 재검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무화 등 규정을 마련하였고 도시

개발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을 도입하

였다. 2011년에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를 신

설하였고 2012년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결정

의 고시와 지방의회 보고 방법 등의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후 2015년에

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의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권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법 제48조의 2) 위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

집행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은

크게 신속한 토지 보상제도, 미집행시설 해제제도, 미집행시설 관리제도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Ⅱ.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제도

1. 매수청구제도의 내용과 실효성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제도는 (구)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소유

자가 장기간의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으로 인해 입는 피해를 해소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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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시계획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였다. 매수청구의 대상은 도시계획시

설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

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이다. 매수청

구 권리자는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소유자이고 매수의무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 그 시행자, 관계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제47조 제1항).

토지 소유자는 매수청구서에 매수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 결정을 통보해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의 규정을 준용

한다. 매수의무자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때에는 원칙

적으로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

치단체인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대

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47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전·답이나 임야 등 나대

지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시를 반영한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헌법불합치결정에서는 나대지에 대해서만 토지소

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보상해야 한다

고 보았는데 그 후 개정된 도시계획법 및 국토계획법에서는 건물이 존재

하지 않는 나대지 뿐만 아니라 지목이 “대”이기만 하면 건축물이 그 위

에 존재하여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비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 범위를 일정부분 확대한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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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별

2018

매수청구대상토지 매수청구 매수실적(누계) 매수실적(당해년도)

면적 (㎡) 금액
(백만원) 면적 (㎡) 금액

(백만원) 면적 (㎡) 금액
(백만원)

면적
(㎡)

금액
(백만원
)

전국 40,295,590 16,752,805 6,049,636 2,969,488 2,234,135 1,765,179 86,030 41,739

서울특별시 885,209 1,908,041 299,199 411,427 229,882 283,145 697 6,005

부산광역시 3,441,655 2,029,061 394,806 364,679 121,613 145,687 316 972

대구광역시 697,245 534,809 64,589 45,515 46,312 29,324 325 282

인천광역시 175,689 167,382 66,785 43,730 28,104 17,625 12 18

광주광역시 590,049 328,251 77,492 85,596 22,750 491,332 306 163

대전광역시 454,522 183,779 58,697 51,256 16,788 6,272 507 162

울산광역시 721,255 147,023 84,110 42,605 40,423 21,672 - -

세종특별자치시 178,696 33,835 39,644 20,602 29,443 18,819 1,234 686

경기도 6,724,009 6,607,923 955,439 250,438 198,134 155,193 7,933 7,317

강원도 2,337,005 459,685 486,473 106,344 384,297 88,948 10,793 2,423

충청북도 3,733,932 158,344 166,526 74,593 122,631 146,391 1,196 525

충청남도 1,703,990 1,305,078 2,168,840 256,869 316,630 104,845 4,338 2,968

전라북도 10,756,734 230,184 225,309 929,469 128,654 49,082 290 100

전라남도 2,020,402 398,140 99,524 34,759 65,589 25,685 1,612 767

경상북도 2,937,073 1,325,643 499,864 119,901 234,658 87,669 8,444 4,275

경상남도 1,198,824 800,663 277,830 101,107 165,850 63,470 1,582 1,324

제주특별자치도 1,739,301 134,964 84,509 30,598 82,377 30,020 46,445 13,752

다만 위 매수 청구 제도에 따라 실제 국가나 지방자체단체가 토지 소

유자로부터 매수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면적에 비해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실제 매수청구제도가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

이 매수청구 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은 매수대상 토지의 지목을

“대”로 제한한 것과 재정 여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매수절

차 홍보 및 이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7> 광역시도별 매수청구현황

시장 군수가 매수하기로 결정하였거나 매수하기로 결정한 뒤 2년이 되

80) 마상열, 앞의 논문, 46-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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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는 즉시 시장 군수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신속한 토지매

수절차 이행을 압박하고 실질적인 토지 매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권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법 제47조 제6항, 제7항,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

2. 보상재원 마련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토지 등 소유자의 매수청구 제도에서 가장 관건은 바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앞서 장기미집행 발생원인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

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못하므로 대부분 국가의 지방교부

세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적

기반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은 매수청구 제도에 있어 매수의무자가 지방

자치단체이면서 ①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이거나 ② 국토계획법 시행

령에서 정하는 부재부동산81)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

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

는 경우 현금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교부함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채권발행

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법 제47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절차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채권

상환 기한은 10년 이내로 하며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81)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

람이 소유하는 토지를 칭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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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조례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법률 우위의 원칙상 채권상환기한을 10년보다 길게 정하지 못

하고 이자율도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보다 낮게 설정

하지 못한다(법 제47조 제3항, 제4항, 제5항). 원칙은 현금 지급이므로 도

시계획시설 채권의 교부는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채권의 이자율과

상환기간도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보상 수준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

다.82)

3.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도시개발법은 2000. 1. 28.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

설하였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가의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그 중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

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도시개발법 제60조, 제61조). 도시개발

법에 도시계획시설회계에 대한 별도로 규정을 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적체가 해소되려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도시계

획시설 채권 제도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

을 것으로 보아 도시개발법에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Ⅲ.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제도

1. 지방의회 해제권고

82) 마상열, 앞의 논문, 47-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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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는 2011. 4.

14. 국토계획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되었다. 위 제도는 2000년

에 도입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기간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으로 너무 장기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부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

책으로 마련된 제도이다.83)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설

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을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

년마다 해당의회의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해야 한다. 보

고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등이다(법 제42조 제2항, 제3항).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 가능 반영성, 중

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들의 의사, 도시·군관

리계획수립지침상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기준 등을 고려하여 보고가 지방

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

체장에게 보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

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

획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

유가 존재한다고 본다면 해제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법 제42조 제4항 내지 제7항).

83) 국토계획법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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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

2015년 8월 일부개정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

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서도 단계별 집행계

획상 도시계획시설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도

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하

였다. 즉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신청인 소

유 토지의 현황,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개요,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

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도시계

획시설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법 제48조의 2 제1

항,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여부

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

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당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토

지수용법상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 신청 토지 전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

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

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니

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법

제48조의 2 제2항, 시행령 제42조의 2 제2항, 제3항).

해제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입안권자가 입안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

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제입안을 하지 않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

지한 경우, 해제입안을 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신청 토지 전

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등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도

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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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의 2 제3항, 시행령 제42조의 2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신청을 받을 때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해제신청을 하였음에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

청인에게 통지한 경우나 결정권자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48조의 2 제5항).

해제심사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에게 해

제 심사를 위한 관련서류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해당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

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해야 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이전 단계에서 도시

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을 거쳐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48조의 2 제6

항, 제7항).

Ⅳ.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

1. 실효제의 이론적 근거

일정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

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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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97헌바26 헌법불합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과

함께 2000년 (구)도시계획법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토지 소유자 권

리보호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인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는 도

시계획시설의 신속 설치를 촉진하고 방만한 도시계획결정을 방지하기 위

해 신설된 것이다.

실효대상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었음에도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

한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그 이후부터는 실효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근거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할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는 행정행위의 하자와 관계없이 실

효 요건이 충족되면 장래를 향하여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헌법상 한계를 비례원칙

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자 헌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

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실효의 법리란 본래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

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

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

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

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84)85)

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

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권리

84)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박영사, 2010), 156-157면.
85)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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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

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법치국가에서

파생된 비례원칙으로 도출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 확인적 성

격을 띠고 있는 제도이고 입법정책적인 문제는 아니다. 즉 이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재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그 제한을 회복하는 헌

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86)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동법

시행령 제42조).

2. 실효제 경과규정의 위헌성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자

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 실효제도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제도 신설에

따른 경과규정으로서 실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특칙을 정하게 되었다.

즉 구 도시계획법 제41조 제1항은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포함여부의 기

준점이 되는 실효기간 기산일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결정·고시일

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는 이 사건 도시계획법의

시행일인 2000. 7. 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

에 한해 실효에 관한 기산일을 도시계획법상 실효제 개정일인 2000. 7.

86) 헌법재판소 재판관 권성, 주선회의 반대의견,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

84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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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 부칙조항으로 인해 2000. 7. 1. 이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때까지 이미 경과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2000. 7. 1.부터 새로이 20

년을 경과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2000. 7. 1. 당시

이미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라 하더라도 역시 2000. 7. 1.부터 실효 기산점이 새로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구 도시계획법상 부칙조항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법에

편입되면서 국토계획법 부칙 제16조 제1항의 경과규정에 그대로 옮아가

게 되었다. 국토계획법 부칙조항 제16조 제1항과 관련하여 2000. 7. 1. 이

전에 결정·고시된 모든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을 일률적으로 200

0. 7. 1.부터 20년으로 하지 않고 해당 결정·고시일로부터 2000. 7. 1.까지

미집행된 기간 장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효기간을 정하는 방식을 고려

할 수 있음에도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일괄적으로 기산일을 정한 것

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미집행기간이 이미 20년을

도과한 토지소유자들과의 사이에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부칙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수차례에 걸친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다.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

들의 근거는 ①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20년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도시계획이 실효되도록 한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② 경과규정을 정함에 있어 실효기간을 단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실효기간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다른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반하며

③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 제한을 수인해 온 사람들에게 또다시 20

년이라는 새로운 기간 동안의 수인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다는 것이었다. 다수의 헌법소원사건에서 부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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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표출되었으나 결국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를 정도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소원은 모두 기각되었고 현재까지 국토계

획법상의 부칙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생각건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기초로 형성된 법적안정성과 신뢰를 고

려하여 실효기간의 기산일을 2000. 7. 1.로 정하는 것은 불가피했지만 개

별시설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미집행된 기간이 다양한

점도 부칙규정에 반영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2000. 7. 1. 이전에 이

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도과한 시설도 있고 기산일 직전에 비로소 도시

계획시설결정이 내려진 시설도 있다. 이처럼 미집행된 기간의 장단에 현

저한 차이가 있는 개별 시설들의 실효 기산점을 일괄적으로 2000. 7. 1.

로 정한 것은 평등원칙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

산점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한다면 부칙규

정의 입법방식이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고시일로

부터 미집행된 기간에 따라 그 실효기간을 달리 정하는 방법으로도 충분

히 기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

다. 결국 미집행된 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산점과 실효기간

을 일률적으로 정한 실효규정 및 경과규정은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부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87).

3. 실시계획 인가 후 수용기간의 위헌성

최근 국토계획법에서는 실효시기를 앞둔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실시계

획의 효력을 잃으며 특히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넘은

87)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11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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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효력을 잃은 다음날에 도시계획시

설결정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법 제88조

제7항, 제8항, 제9항). 이와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결신청기

간을 제한한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제한 목적의 실시계획인가를

방지함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이는 입법자의 의도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기

존 실효기한을 종전보다 5년 더 연장해 준 것으로서 실효제의 입법취지

에 반하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즉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계획에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의제하면서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 신청해야한

다고 규정했는데 토지수용법이 사업인정 후 1년 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은 그

수용기간을 크게 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용기간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이고 실시계획은 공사를 위해 설

정된 사업기간이므로 이 두 기간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

다. 결국 수용기간을 실시계획기간으로 완화한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

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88)

입법자는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시행기간 내로 정하고 있었던 수용기

간을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로 앞당긴 것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

용기간을 실시계획 시행기간으로 보고 있는 국토계획법의 조항은 위헌적

인 조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효일이 다가오는 도시계획시설의 수용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한 것 역시 실효기간 이후 5년 동안 수용을 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실효시키지 않도록 하는 허용규정에 해당

할 수 있다. 즉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일에 앞서 실효를 막기 위한 목적

88)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피데스, 2018), 342-3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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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시계획인가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와중에 신설

규정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가 5년 유예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4. 단계적 실효의 필요성

현재 국토계획법의 실효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

권을 침해받는 토지 소유자들을 위한 강력한 구제 수단 중 하나이다. 그

런데 현행 실효제도는 일률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2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단순히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필요성이나 공

익성이 높지 않아 도시계획시설결정 유지가 효용 없는 경우도 있지만 반

대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유지 필요성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

태나 선행 사업들의 우선 집행 등의 이유로 집행이 부득이하게 지연되고

있는 시설들도 많다.

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 모두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토지소유자의 사익 사이의 비교 형량을 통해 분류

되어야 하고 그 분류에 따라 실효제도의 적용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예컨대 도시에 인접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근린공원의 경우 도

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면 바로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서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

하는 통행로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 해당 도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

효된다면 그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은 심히 중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도시 중심

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개발이익이나 개발가능성이 높지 않는 경우 또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의 경우에는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침해되는 공익이 크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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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렇듯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이나 개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시설을 단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류에 따라

어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실효기간을 짧게 정해도 무방하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은 실효기간을 길게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실효제

도는 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

로 실효기간을 정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결국 현행과 같이 실효기간

을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익성 및 필요성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된 도시계획시설들에 맞춰 실효기간의 장단을 단계적으

로 나누어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

Ⅴ. 미집행시설 관리제도

1. 기존 미집행시설 전면 재검토

2000년에 개정된 (구)도시계획법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될 때

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폐지 여부를 검

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정하였다(구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1항). 이후 2009년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군계획수립지침을 통해 재

검토 시기와 대상시설, 재검토 기준 등을 정하고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재검토해야 할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2015. 8. 11. 개정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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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하여 설치가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구역

의 도시관리계획을 2016. 12. 13.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재검토시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도시계획시

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

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법 제34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29조).

2.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공고 의무화

단계별집행계획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최초로 도입한 제도가 아니

다.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과정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다. ‘연차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오랜 기간 집행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해 기간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예정하고 있었다. 이 명칭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0년 (구)도시계획법 전부개정과정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수용되었던 것이다.89) 2000년 개정된 (구)도시

계획법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입안권자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을 의무화하였으며 입안권자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때 당해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부에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다

(구 도시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항).

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관리방안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0년 동안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

시계획시설이라고 정의하지만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동일

한 강도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도시

89)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피데스, 2018), 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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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시설결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과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 사이에 재산권 침해 정도는 다를 수밖

에 없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취득한 토지 소유

자는 취득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러한 사정이 반영된 가격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장기미

집행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기존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된 기간의 장단에 따라서도

재산권 침해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즉 10년 동안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 부지의 소유자와 30년 이상 미집행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

지 소유자 사이에도 역시 재산권 침해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국토계획법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소유자에 대

한 권리보호 제도들은 재산권 침해 정도 및 권리보호필요성에 있어 토지

소유자들 간의 침해 정도의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

국토계획법 상의 토지 소유자들을 위한 권리보호 제도들은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시설을 단계적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일

하게 보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국토

계획법상 실효제, 매수청구제 등은 모두 장기미집행 기간에 따라 제도가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

설의 특수한 요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를 규율하는 방법을 정하

고 있지 않고 개별적인 효과들을 나누고 있지도 않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정도가

다른 만큼 이를 규율하는 제도들도 좀 더 섬세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수용의 방법, 보상의 시기, 보상금액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필

요성 정도에 따라 기존의 국토계획법상 권리보호 제도들과는 별도의 관

리 기법이 도입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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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권리보호

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의 시사점

2018년을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시설은 도시공원이다. 도시공원은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비해

미집행되고 있는 면적도 크고 10년 이상 시행이 지연되는 장기미집행 비

율이 상대적으로 크다. 공원시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법제 도입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 두고 있는 도시

계획시설이 바로 도시공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를 위한 법제도에는 매수청구제도,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

지방의회 해제권고,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의무화, 도시개발특별회계설치 등이 있고 이러한 제도들은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 해소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적용되는 제도들도 도입되었는데 공원녹지법상 도시

공원 실효제와 민간공원특례사업, 국가도시공원제도가 그것이다.

Ⅱ. 도시공원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제도

1. 도시공원 실효제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0년

(구)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도

시계획시설에 대해 20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되

도록 하는 실효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국토계획법이 신설되면서 구 도

시계획법상 실효제도는 국토계획법으로 그대로 옮겨갔다.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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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도시공원은 공원녹지법에서도 별도의 실효규정을 두게 되었다. 즉 20

05년 도시공원법이 공원녹지법으로 법률 명칭을 변경하면서 입법자는 도

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되는 날까

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때에는 그 도시계획결정을 효력을 잃도

록 하는 실효제도를 도입한 것이다(공원녹지법 제17조). 다만 공원녹지

법상 실효규정 역시 국토계획법과 마찬가지로 경과규정을 두어 실효규정

도입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공원은 법 시행일인 2005. 10.

1.을 실효 기산점으로 하여 10년 이후인 2015. 10. 1.부터 도시계획시설결

정이 실효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도시공원에 있어 국토계획법 제48조의 실효규정 적용 없

이도 도시공원시설결정 고시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고

시되지 않으면 공원녹지법상의 실효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시설결정이 자

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2015. 10. 1.부터 공원녹지

법상 실효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중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시설

에 대한 실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 7. 1. 이후에는 국토계획법상

실효규정에 따른 실효도 예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중의 실효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고시 이후 10년 동안 공원조

성계획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20년 동안 실

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2. 민간공원특례사업

2009년 개정된 공원녹지법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공

원조성체계를 탄력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자본의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제도를 도입하였다(공원녹지법 제21조의 2). 당

시 도입된 민간공원사업 특례제도에서는 10만㎡ 이상 부지에서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설치하여 공원관리청에 공원면적의 70퍼센트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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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

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훈령으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민

간공원 특례사업은 원래 10만㎡의 공원 부지를 대상으로 시행자가 도시

공원 토지매입비 및 공원조성비 합계액 4/5 이상을 현금 예치해야 하는

요건을 두고 있었는데 2015년 이후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요건을 다소 완

화하여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이고 시행자는 토지매입비의 4/

5를 현금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크게 제안에 의한 방식과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분류된다. 제안

에 의한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먼저 시장, 군수에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안하고 시장, 군수가 민간에 제안을 공고한 후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

상을 거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후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공모에 의한 방식은 시장, 군수가 사업대상지를 먼저 선정하여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민간에게 공모한 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협상대상자를 심사

하여 선정한 후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한다. 이와 같은 제안이나 공

모 과정을 거쳐 도시공원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시

행자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공원조성계획결정을 고시하고 실시계

획인가를 거쳐 사업을 시행한다.

그런데 최근 민간공원의 경제성, 특혜시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민

간공원을 둘러싼 소송까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제3자 제안공고 규정을 강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의 자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요건을 보강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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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업성이 우선 고려될 수밖에 없다. 결국 존속의 필요성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수요가 높고 주변이 도시

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므로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 오

랜기간 집행되지 못했던 도시공원에 있어서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것

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90)

3. 국가도시공원 도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누적되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적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2015년 공원녹지법에서는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현행법이 지방자체단체의 장에

게 도시공원을 설치·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국가가 스스로 국가적 기념사

업을 위한 도시공원 또는 광역적 규모의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도시공원을 국가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서 대규모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도심에 공원녹지의 제공을 원활하

게 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공원녹지법 제24조의 2).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공원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

주도의 도시공원 설치를 추진하려던 당초 목적과 달리 실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은 지방자치단체가 30

0만㎡이상의 도시공원 부지의 소유권을 먼저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부지 확보 요건은 국가도시공원 설

치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특히 초기 제도 도입의 목적은 국가 주도

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 도입된 국가도시공원 제

도 규정 내용에 의하면 국가는 단지 공원 조성 예산의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에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국가도시공원 제도 도입의 의미가 퇴

90) 최희선 외 6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대응방안”, KEI

연구보고서(2018. 9), 36-37면.



- 90 -

색되었다는 볼 여지가 있다(공원녹지법 제24조의 2 제4항).

또한 자연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과 그

지정요건이 유사하여 실제로 자연공원법상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과 특색 있는 차이점이 없으므로 국가 주도의 공원 조성필요성이 있으면

별도의 국가도시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시행상 문제로 인해 2016년에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신설하고도 현재까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91)

91) 최희선 외 6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대응방안”, KEI

연구보고서(2018. 9.),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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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장기미집행과 실효

제 1 절 법정실효와 소유권 행사

Ⅰ. 도시계획시설의 대량 실효

국회는 1999년 (구)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제도를 도입하였다. 실효 제도 도입과 함께 경과

규정을 두어 2000. 7. 1. 이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의 경우 그 기산점을 2000. 7. 1.로 정하여 그 실효시점을 2020. 7. 1.로

미루었다. 그런데 위 실효 제도의 도입 이후 일각에서는 실효 제도가 헌

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만든 제도로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적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헌법불합치 판결의 취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 중

나대지인 토지의 매수가 장기간 지체되어 아무런 보상 없이 토지소유자

에게 토지를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나대지 소유권자의 재산권을 중

대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회가 해당 판결을 과도하게 해석

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자동 실

효제 대상으로 끌어들이고 사유지뿐만 아니라 국공유지까지 실효제 대상

으로 포함시킨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제기

하는 측은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도시관

리계획상 부지가 국공유지이거나 지목이 나대지가 아닌 토지는 실효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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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제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2018년 기준으로 그 효력이 상실될 것으

로 예정되는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전국적으로 703㎢이고 그 중 공원이

397㎢로 전제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의 56.4%에 달한다.93) 만약 현재 상

태에서 2020. 7. 1.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다면 해당 도시계획시설

부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실현이 가능하게 되며 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의 가치는 증대될 것이다. 결국 토지 소유자들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 사업에 나서게 되면서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난개발이 일어나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의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절반 이

상을 차지하는 공원이다. 이후 살펴보는 것처럼 과다하게 추정된 인구추

계에 따른 공원녹지계획 수립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면적이 도시계획시설

로 지정된 측면도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등의 성과중

심의 국책 사업을 먼저 진행하면서 실시계획인가 등 공원시설 설치를 위

한 집행을 소홀히 한 측면도 크다. 실효제에 따라 397㎢의 공원이 실효

되면 공원의 난개발에 따라 시민의 환경권이 침해되고 생활의 질이 크게

저해되며 도시계획 전체 체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

은 실효제 도입 및 부칙규정에 도입에 따라 2020. 7. 1. 도시계획시설의

대량실효가 현실로 다가오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늦게나마 대응방

안을 수립하고 있다.

Ⅱ. 법정실효 이후 재산권 행사 가능성

92) 김남욱, 앞의 책, 167-168면.

9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정부차원 적극지원-별첨 일

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 , (국토교통부, 2018. 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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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후 그 효력이 발생하면 도시계획시설 설치

부지로 결정된 장소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의 설치가 허가될 수 없다. 즉 도시계획시설결정 효력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행위,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토지의 형

질변경행위 등이 금지되는 것이다.(법 제64조 제1항)

법정실효기간 도래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효력

을 상실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제한되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

가 가능해진다. 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더라도 해당 토지는 용

도지역이나 지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 용도지역 및 지목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가 다시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

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이후에도

주거지역·상업지역에 비해 개발행위가 크게 제한된다. 지목이 임야의 경

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답의

경우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부지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일부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전

에 소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다른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후에도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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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과 실시계획인가

Ⅰ. 실시계획인가의 의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있어 실시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

계획이다. 실시계획의 인가는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설치공사를 허가하는

의미이다94). 실시계획에는 종류, 명칭, 위치, 규모, 구조,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기간 등을 자세히 밝히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하므로 실시

계획을 인가하는 행위는 실시계획상 시설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로서 적법하다는 것을 승인해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지위

를 얻게 된다. 또한 실시계획 인가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

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로 의제되므로 시행자는 그때부터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95)(법 제96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역시 절차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

적인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한다. 실시계획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어야 하고 그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즉 시설이 형식상 국토계획법상 나열된 기반

시설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국토계획법령상

시설의 구조 및 기준에 부합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시설은 도

시계획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은 실시계획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94)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피데스, 2018), 336면.

95) 김종보, 위의 책, 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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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내려졌다면

실시계획 인가 처분이 수용 및 사용권 부여의 중대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

가 있다고 할 것이다.96)

Ⅱ. 실시계획인가와 실효의 관계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구조 등은 도시계획시설계획으

로 결정된다(법 제43조 제1항).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만으로 도시계

획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의 수용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시

설결정이 구체적인 집행절차로 나아가 실시계획이 작성되고 인가된 후

그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비로소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시행자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토지보상법 제30

조 제1항).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또는 집행은 실시계

획인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즉 실시계획인가가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실제 물

리적인 도시계획시설공사가 착수되지 않더라도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집행 또는 시행에 착수한 시설이 되므로 국토계획법 제4

8조의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다.

Ⅲ. 실시계획인가 후 집행 지연

국토계획법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의제하면서 재결신청기간을 실

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

96)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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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 제96조 제2항 단서). 토지보상법상에서 재결신청기간을 1년 내로

정한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시계획시설에서의 수용기간을 도시계획시

설사업 시행기간이라는 불확정기간으로 둔 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

용기간을 크게 완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23조 제1

항).

최근에는 국토계획법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재결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의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즉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

시계획이 효력을 잃는 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계획시설결

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하며 20년이

된 후에 실시계획의 효력을 잃는 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실시

계획이 효력을 잃은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법 제88조 제7

항, 제9항) 이와 같은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

설결정의 실효시기가 도래한 사업에 대해 그 사업을 실제 시행하지 않으

면서 오로지 실효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행위를 방

지하기 위한 것이다.97)

97) 국토계획법[법률 제16492호, 2019. 8. 20.]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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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효대응의 한계와 토지소유자의 권리구제

Ⅰ. 서론

2020. 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따라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취하고 있는 대응방안은 크게 3가지로서 실효 이전에 실시계

획인가고시를 하고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수용하는 방법, 도시자연공원구

역지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방법,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 이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직접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수

용하는 방법으로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토대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려면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

어야만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이다(법 제95조, 제96조).98)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직접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자연

공원구역제도를 통해 우회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원으로서 기능 유지를 하는 방법이다. 이는 국가 등의 재정적 부담으

로 2020. 7. 1.까지 수용하기 어려운 도시계획시설 부지들에 대해 용도구

역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

자들의 자유로운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실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도시계획시설

구역 내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방법이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해야 한다(법 제48조 제5항).

98)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피데스, 2018), 3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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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대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방안들은 도시

계획시설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주민

의 공공복리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실효 시점 이후 토지

소유자는 국가 등의 각종 실효 대응 조치들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권리구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99) 실효 이전에 수용을 위한 실시계획인

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의 위법성을 다투면서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수용하

지 않고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등으로 간접 관리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헌법소원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높

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해제된 부지의 소유자들도 해제되지 않

고 남은 잔여지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청구에 나설 수 있다.

Ⅱ. 법정실효에 대한 대응의 한계

1. 들어가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를 앞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응책들은 크게 ① 예산이나 지방채를 활용하여 실효대상 도시계

획시설 부지를 즉각 매수하는 방안, ② 민간공원특례사업이나 도시자연

공원구역지정, 다른 도시계획시설로의 전환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부

지를 직접 수용하지 않고 관리하는 방안, ③ 실효 이전에 계획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직접 해제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방안들은 2018년 국토교통부의 가이

드라인이 발표되고 난 이후 짧은 기간의 논의와 연구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대응방법의 현실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9) 법률신문, “토지 소유자들 재산권 행사 못해 ‘부글부글’”, 201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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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시설 부지 수용방법의 한계

(1) 비용 조달 방법의 문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따라 직접 부지를 수용하는 방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토지 수용 재원의 마련방법이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

라인과 재정확보방안에 따르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거의 대부분

의 매수비용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현

재 국토교통부는 2020. 7. 1.까지 실효대상 지역 397㎢ 중 약 30%인 116

㎢(14조 원)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지정하고 이를 우선 매입할 예정이

다.100)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크다. 특히 전체 69개의 지방

자치단체들 중 19개는 재정자립도가 28%미만이다.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지 수용을 위해 과도한 지방채를 발행하면 심

각한 재정악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의 지원 없이 단순히 지방자

치단체들의 예산이나 지방채 발행으로 매수비용을 충당하라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부채를 폭증시키는 것이며 실제 도시계획시설 내 부지

수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의 실효 대응방안

을 모방하여 각각의 실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

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시의 대응모델을 기초로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의 재정자립

도는 82.18%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

록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대응 관리 인

적 자원이 풍부하다. 서울시의 대응방법은 서울시 특유의 풍부한 재정적,

10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앞의 자료,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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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의 존재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이 현실적인 고려 없이 단순히 서울특별시의 대응방안을 따라하는 것은

오히려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

이다.

(2) 수용기간의 위법성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하여 수용기간을 실시계획 고

시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

설의 대량실효를 앞두고 오로지 실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계획인

가를 한 도시계획시설들은 5년 이내에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해야 한

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원

마련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들은 실시계

획인가 후 수용기간 내 수용재결을 하지 못해 해제되는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국가 등은 토지소유자들에게 다시 5년의 기간

동안 보상 없이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실효제 도입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3) 순차적 수용의 문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부분적·단계적으로 수용되고 집행되는 경우 도

시계획시설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문제된

다.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서울특별시의 일몰제 대응방안에 따르

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체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순위

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집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의 부분집행이나 순차적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본래 예정하고 있던 도시

계획시설이 원활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

다.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관련 용역이나 조사를 통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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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으로 집행할 구역을 정하고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현

재로서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완전한 집행 없이도 원활히 제 기능을 수

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담보할 수 없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 외 관리하는 방법의 한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수용하여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민간공원특례사업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통해 도시

계획시설 부지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2009년

국토교통부는 공원의 실효에 대한 방안으로 공원녹지법에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민간이라면 불가능했던 토지 강제

수용권까지 허용하면서도 민간특례사업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평가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아 이에 따른 특혜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민

간 공원에 대한 공공성 확보에 대한 우려 및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차이

로 인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민간공원특

례사업이 수익성 높은 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되고 실제 수익성이 높지 않

은 지역은 대다수의 사업자가 공원 개발을 기피함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존속 여부가 공익성이 아닌 사업성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이다.101)

특히 의문이 제기되는 조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토

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새롭

게 지정하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

정처분은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의 취지를 우회적으로 잠탈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비례원칙에 위반하

여 재량권일탈, 남용으로 위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101) 구자훈 외 7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공과 과”, 도시정보 447호(2019.

6.),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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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국공유지 역시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의해

실효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2020. 7. 1.이 되면 장기미집행 도

시계획시설 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역시 실효될 예

정이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공유지의 경우 재산권 침해가능성

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실효 대책마련 범위에서 처음부터 제외시키고 있었

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과 국공유지는 다른 평

면의 별개 개념이므로 국공유지라고 하여 도시계획시설 설치절차를 거치

지 않고 당연히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공원녹지법의 개정102)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내에 있는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실효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즉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

정 고시일부터 20년이었던 실효기간을 추가적으로 10년 더 유예시킨 것

이다(공원녹지법 제17조 제2항). 이에 덧붙여 일정한 경우에는 30년에서

10년을 추가적으로 유예시킬 수 있는 예외조항도 포함시켰다(공원녹지법

제17조 제3항). 결국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의 경우 실효기간이 20년에서

최대 40년으로 유예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도시계획시설 해제 방법의 한계

자동실효 전에 집행 계획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미리 해제하

는 방안에 있어서도 문제점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방안에 따르면 법적, 기술적, 환경적, 재정적 문제로 사업

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제한다. 그런데 현재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

정에서 해제되더라도 여전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지

목상 임야, 전, 답인 토지가 많기 때문에 실제 해당 토지를 개발하거나

102) 공원녹지법 [법률 제16949호, 2020. 2. 4., 일부개정].



- 103 -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도시계

획시설결정 해제가 아닌 수용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하나의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만 도시계획시설집행이 이루어

지고 잔여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될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잔여지를 원활하게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오랜

기간 도시계획시설설치절차가 미집행되어 피해를 입었던 토지소유자들

중 일부 소유 토지가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해 수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

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한번 해제되면 지가상승이 이어져 이후 추가적인 재지

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즉 신중한 논의와 토론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

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는 추후 이를 다시 수정, 보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이루어지

고 있는 용역이나 연구들은 최근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

어서 과연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실효 대상 토지들 중 필요성이 상

실된 토지를 정확히 가려낸다고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재정적 부담

과 시간에 쫓겨 과도하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게 되면 이에 따른 주거

환경 및 교통환경 악화, 지가 상승 등의 파급력은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경계부와 사유지를 중심으로 한 난개발의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시 판단기준에는

난개발의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지만 재정적 부담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

이기 때문에 수용 필요성이 있지만 수용재정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도시

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도시계획시설 해제

로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개발가능성은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도시계획시설 주변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확대되어 대규모의 개발이 일어날 경우 이에 따른 도시환경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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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저하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도 있다.103)

Ⅲ. 실효 이전 실시계획인가의 위법성

1.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항고소송

(1) 취소소송의 심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해 수용이 결정된 부지들의 경우 해당 토지

를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집행절차가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수용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협의절차를

거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된다.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104)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권리가 제한되므

로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처분에는 행정소송법상의 처

분성이 인정된다.105) 한편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인가로 자신의 토지가 수용당하게 되므로 도시

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106) 결국

103) 강석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동아법학 제80호(2018. 8.),

156면.

10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

105)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4093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3누9927 판결; 2013. 9. 12. 선고 2012두12994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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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의 항고소송은 그 소송요건이 인정

되므로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고시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무

효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실시계획인가의 위법성

1) 내용상 하자를 다투는 경우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하자에는 내용상 하자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내용상 하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정당성

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대한 것이고 절차상 하자는 실

시계획 수립 및 인가절차에서 절차요건 미비와 관련된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은 시설의 기능이 도시를 위해 필요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충족된다.107)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수용권이

라는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행위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공공성을 갖추지 못한

도시계획시설 인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대법원은 실

시계획 인가처분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용 등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데 그 수용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는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108) 결국 공공성을 갖추지 못

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에 나설 경우 토지 소유자들은 수용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수 있

다.

106) 대법원 1995. 12. 8. 선고 93누9927 판결.

107)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수용권”, 행정법연구 제30호(2011. 8.), 288면.

108)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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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또 문제되는 것

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해제되는 토지와 수용되는 토지 사이의 형평성

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결정 해제

가이드라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곳과 존치되는 곳

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수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은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청의 재

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할 여지도 있다.

추가적으로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

계획법에서는 실시계획에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의제하면서 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기간

이라고 정하고 있다109)(법 제96조 제2항).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자는 실시계획인가 이후 신속하게 협의나 수용재결 신청을 통해 토지 소

유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대규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시 수용으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단 실시계획인가 후 수

용재결 신청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거나 사업시행기간을 갱신하는 등으

로 실제 보상절차를 무한정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부지수용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계획들은 지방자치단

체들의 개별적인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상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실시계획인가 이후 수용

재결신청 등 실제 보상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보상절차 지체로 인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위법하게 되거나 실효될 수 있을 것이

다.110)

109) 수용재결기간 완화의 위헌성에 대해 약간 자세히는 . 김종보, 위의 논문, 296-299면.

110)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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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상 하자와 하자의 승계

실시계획 인가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그 계획이 위법한 것

이므로 취소사유가 되지만 단순 절차규정 위반만으로 실시계획인가처분

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111) 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가 사인인 경우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면 그 사업시행자 지정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112)

한편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후행행위에 하자가 없더라도 선행행위 하자를 이유로 후

행행위가 위법해지는지 여부는 강학상 하자의 승계 문제이다. 하자의 승

계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문제된다. 선행

행위가 무효라면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이므

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 하자의 승계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다수설과 주

류의 판례들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지만 두 행위가 별개의 독립

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하자의 승계 문제는 일련의 단계적 행정행위에서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에 미치는 구속력의 문제로 보아 선행행위의 내용과 효과가 후

행행위를 구속함으로서 구속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선행행위의 효력

을 다툴 수 없다고 보는 소수설이 존재한다.113)

하자의 승계범위에 있어 통설 및 판례의 견해를 따르면 선행처분과 후

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

111)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박영사, 2011), 573-574면.

11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113) 김남진, “행정행위의 하자승계론과 규준력이론”, 행정법연구 제2호(1998), 125-14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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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

과 실시계획인가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

더라도 그 하자가 실시계획인가처분에 승계되지는 않는다.114) 반면 사업

시행자 지정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

을 인가하는 처분은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115)

2. 실시계획인가 규정의 위헌성에 따른 법령헌법소원

행정처분에 기해 재산권을 침해받은 당사자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근거법률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규정에 반한다면 위헌법률심사 제청을 신

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위헌법률심사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헌

법재판소에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116)(헌법재판소법 제68

조 제1항, 제2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일로부터 20년이 넘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동안

수용을 하지 않아 실시계획이 실효된 경우 효력을 잃은 다음날 도시계획

시설결정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법 제88조

제7항, 제8항, 제9항). 그러나 위 규정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막

기 위한 목적으로 실효기한 도래 직전에 이루어지는 실시계획인가에 정

당성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부연하면 실시계획인가 후 수용기간을 5년으로 부여하는 조항은 실질

114)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11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116) 이원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피해구제방안”, 법학논총 제19권

(2002. 10.), 2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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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및 실효기한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강제하는 실효규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다. 즉 보상 없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위헌적인 조

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실효기한 직전에 이루어진 실시계획

인가 범위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은 실시계획인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5년 내에만 재결

신청을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제

88조 제7항 내지 제9항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법률심사제청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

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3. 소결론

도시계획시설 법정 실효 이전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의 경우라도 실시계획인가가 공공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의 수용과 해제의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자체에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실시계획인가 절차 내에서 위법이 인정될 경우 그 실시계획인가는 취소

될 수 있으며 그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라면 절차하자로 인해 실시계획인

가가 무효로 될 가능성도 있다. 내용적·절차적 측면에서 실시계획인가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계획인가로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 소유자들은 항고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별도로 실시계획인가 후 수용기간을 5년 부여하는 국토계획법 제88

조 제7항 내지 제9항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의 보상의

무기간을 5년 연장해주는 위헌적인 조항이므로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 보

상을 받지 못하는 소유자들은 해당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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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의 위법성

1.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과 계획변경신청거부의 처분성

(1)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다투는 방법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이후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소유권

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해 다

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을 다투는 방법은 크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과 도시자연공원

구역지정에 대해 해제신청을 한 후 해제신청이 거부되면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국가 등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를 대비하

여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

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117)(법 제31조 제1

항).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처분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

역지정 해제신청을 한 후 그것이 거부되었을 때 비로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처분성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자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117) 김종보,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행정법연구 제11호(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4. 5.), 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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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 즉 처분성의 문제이지만 구역 해제신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

소를 구하는 소송은 해제를 신청한 자에게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

는지 여부, 즉 신청권의 문제에 해당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자

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

도구역제 도시계획에 해당한다. 용도구역제 도시계획은 토지소유권 박탈

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토지의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

획시설과 달리 그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다

수설은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변

경결정 취소소송에 있어 소제기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기각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118)119)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의 처분

성이 인정된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를 대비하여 새롭게 지정되는 도

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고시 후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 것이다.

(3) 계획변경신청거부의 처분성

새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달리 이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자체를 다툴 수 없다. 결국 도시계획시

설 내 토지 소유자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후 기존에 존재하고 있

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변경·해제를 신청하고 변경·해제 신청이 거

부되는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도시계획변

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처분성 문제는 일반 신청행위에 대한 거부처

분의 처분성 문제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일반 신청행위에 대

한 거부처분은 어떠한 처분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이 거부

되는 경우 수익적 처분을 발급받은 수 없는 상황이 됨에 그친다. 그러나

118)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피데스, 2018), 369면.

119)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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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이미 불이익한 상황이 존

재하는 상태에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고 이는 결국 불가쟁력이 발생한 도시계획에 대해 취

소소송을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120)

이러한 도시계획변경신청의 거부처분의 특수성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도시계획변경거부에 대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

해서는 결국 그 도시계획변경신청을 하는 자에게 법령상, 조리상 신청권

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다. 종래 대법원은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국토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변경 신청권을 인정하는 판시를 한 바 있다.121)생각건대 현재 국토계획

법에서는 일반 국민에게 도시계획의 입안제안권(법 제26조)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변경에 대한 신청권은 해당규정을 통

해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도시자연공원 계획 변경의 신청을 요

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해제

신청이 거부될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

다.122)123)

2.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해제거부의 위법성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음에도 여전히 용도구역으로서 도시자연

120)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피데스, 2018), 372면.

121)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122) 박정훈, 앞의 책, 88-89면.

123) 거부처분의 대상적격으로 신청권을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행정소송의 대

상적격은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개별·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이

나 협의의 소익 단계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비판으로. 박정훈, 앞의 책, 8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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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구역 내 부지로 남아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다시 다툴 수밖에 없다. 헌

법재판소의 결정취지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규정의 취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장기간 아무런 보상 규정 없이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

권을 제한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실효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실효 규정에 따

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었음에도 여전히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계획에 의한 제한이 가해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를 제

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실효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관할행정청에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

청이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

해하는 것으로서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가장 문제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토지소

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새롭게

지정하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

분은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의 취지를 우회적으로 잠탈하면서 토지소유

자의 소유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

량권일탈, 남용으로 위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신청 거부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항

고소송을 통해 취소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해제에 따라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3. 소결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이후에도 용도구역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에 포함시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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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실효제도의 입법취지 및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반하

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후 도시자연공원구역상 행위제한

으로 인해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 토지소유자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지

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지

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법 제26조에 근거하여 도시자연공

원구역 해제신청을 한 후 변경이나 해제가 거부된 경우에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Ⅴ. 도시계획시설의 사실상 존치의 위법성

1.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존치의 위헌성에 따른 헌법소원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에도 해당 토지가 사실상 공원이나 도로로 조

성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이 사인 토지를 자유롭게 점유, 사용하고 있다

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기한 이후 사인 소

유 토지에 사실상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회수하고 점유, 사용권

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

의 대응계획에 따르면 실효기한 내 수용하지 않는 토지의 경우에도 보상

없이 기존에 사용되던 사실상 공원이나 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작위에 해당하려면 헌법

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을 것을 요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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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

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124)

종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사건에서 헌

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일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고 실효제도

이외에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를 강제할 다른 법률규정이

나 헌법의 해석상 행정청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명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토지소유자의 행정부작위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

하였다.125)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를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 제48조

및 부칙 제16조 제1항에 의해 2020. 7. 1. 실효일이 경과함에 따라 행정

청에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사실상 설치되어 있는 토지

를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작위의무가 발생한다.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지 않거

나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

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

하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토지 소유자들은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사실상 도시계획시설 존속에 대한 금전보상청구

도로나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부지 내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하

124)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98헌마163 결정;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2헌마

153 결정;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3헌마161 결정;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

고 98헌마206 결정;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마898 결정.

125) 헌법재판소 2006. 2. 7. 선고 2006헌마3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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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의 점유나 사용이 인정될 수 있다.126) 결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

시계획시설결정 실효 후에도 여전히 사실상 공원이나 도로로서 도시계획

시설구역 내 토지를 사용하거나 이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

는데 이 때 토지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

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실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부지를 사용하거나 점

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이 단일한 도

시계획시설 부지로 계획되어 공원이나 도로를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 일

반 공중이 이용하는 토지의 범위가 시설물 설치범위를 넘어 자연경관인

부분까지 함께 사용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한다.127) 만약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이

후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이 존치하거나 주민의 출입

을 통제하고 부지를 관리, 감시한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그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토지는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에 공해졌다고 보아 사인의 부당이

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Ⅵ. 일부수용과 잔여지 보상

126)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54078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다326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다

42649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3다2559, 2566 판결.

127)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3다2559, 256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1.28. 2011나

2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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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일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2020. 7. 1.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면서

실시계획 부지 내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해제되는 토지

의 소유자들의 경우 그때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해제되는 토지의 소

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하여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가이드라인이나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대비한 단계별 보상계획에 따르면 국가나 서울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적정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보상방법

과 도시계획시설 집행 가능성만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거나

이를 단계별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즉 개발압력이 높은 곳

이나 보상이 불가피한 곳은 우선 보상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그 외 나머

지 토지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수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을 취사 선

택하여 수용하고 도시계획시설로서 사용이 필요한 부분이라도 토지 소유

자들이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다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도록 하

는 것이다.

행정 편의주의적 관점에서의 보상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에 포함되거나 도시

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에 들

어가고 다른 일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토지 중 일부만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로 수용됨으로서

나머지 잔여지를 사실상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격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잔여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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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소유자의 잔여지 보상청구

국토계획법 제96조 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시

행자가 토지를 수용 및 사용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73조에서는 토지 일부가 수용됨에 따라 잔여

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지에 대한 손실이나

공사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중 일부만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고 그 외 일부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서 해제됨으로서 잔여지

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경우에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되는 토지에 관하여 국가 등에 이를 취득하여 보상하거나

가격하락에 대한 차액보상을 청구하거나 잔여지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보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잔여지 보상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여야 한다. 종래의 목적이란 수용재

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

미하며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

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경우를 포함한다.128)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는 경우 그 수용청구권자는

수용재결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이며 수용청구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

로 한다.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에

해당하며 이 소송의 법적 성격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형

식적 당사자 소송이다.129)

128)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129)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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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토지 중 일부만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에 포함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됨으로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잔여지

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토지 소유

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토지를 매수하거나

가격하락 부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용이나 보상청구가 받

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감청구를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해 수용재결 당시 잔

여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

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Ⅶ. 국공유지에 대한 행정청 간 항고소송

현재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가이드라인이나 각 지방자치

단체들의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대비한 계획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들은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사인 소유 토지만을 고

려할 뿐 국공유지의 수용 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

다. 그런데 현행 국토계획법 실효 규정에서는 특별히 국공유지를 실효대

상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결국 문언 규정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2020. 7. 1.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

획시설 설치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실효될 수밖에 없다. 물론 앞서 제2장 도시계획시설 제도 개관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석론상 국가나 지방지차단체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내 국공유지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많지만 2020. 7. 1. 이후 도시계획시설 내 국공유지가 행정 주체 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130)

130)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국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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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내 국공유지

의 경우에는 실효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추가적으로 연장시키는 입법적

조치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은 2020. 7. 1.이 되어도 상실되지

않게 되었다. 결국 공원 내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상 법정실효

기한 이후에도 여전히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

러나 국공유지가 실효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도시

계획시설 내 국공유지 부지에 대한 분쟁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도시계획시

설 내 국공유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

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국가는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독

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31)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서 법주

체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132) 결국 실효기한 도과 후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국공유지의 귀속에

대해 국가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

여 감독권을 행사하여 귀속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는 국가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구자훈 외 7인, 앞의 논문, 6면.

13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원고 충북

대학교 총장이 피고에 대하여 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구에 대

하여 피고가 거부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는데 대법원은 국토이용계획 사무의 성질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국가

의 지도·감독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처리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위임자인 국가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3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29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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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실효 대응

Ⅰ. 들어가면서

법정실효기한을 앞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대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이나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열악한 재정 여건 하에 단기간에 이루어진 연구나 토론만으로는 도시

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특히 실효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행에 소홀히 해

왔던 공원시설이다. 공원은 현재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있어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효를 대비한 대응계획들도 대부분 공원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Ⅱ. 국가의 대응방안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 인력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실효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지방자치

단체들도 국가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대비한 정책 마련과 재정

적 지원을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체단

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통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

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은 도시계획시설 결

정이 된 도시계획시설 중 상황 변화로 인해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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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

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모든 도시계획시설이다. 이 가

이드라인에서는 미집행 비율이 높고 집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

공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정투입을 통해 집행이 가능한 도시

계획시설은 실효 이전에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20. 7. 1. 이전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

차를 거쳐 시설결정을 해제하거나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관리방안을 수립

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공통 기준으로 입지 및 규모기준이 부적합한 경우,

지형조건상 당해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설치나 공

사로 인해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도로, 공원, 녹지 등 개별

시설에 관해서는 별도의 우선해제시설 분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우선해

제시설을 제외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필요성과 재정수요의 추정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효 시점 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

함된 시설에 한하여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한다.

해제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는데 관리방안에는 ① 용도지역이나 지구 구역 지정을 통한 대체 관리

방안, ②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방안 등 계획적 관리방안, ③ 개발행위

허가 운영 기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개발사업 검토기준 등 인

ㆍ허가 관리를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관리방안, ④ 현황에 맞춘

시설결정이 있다. 도로, 공원, 녹지 등 비중이 크고 중요한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각각의 관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다.

정부관계부처는 2018. 4. 17. 보도 자료를 통해 실효 전에 모든 도시계

획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민이용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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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하여 우선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실효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정책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재정적으로 지방채의 이자를 지원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도 크게 확대해주면서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우

선관리지역 내 국유지를 공유지와 교환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관리지역 이외 시설 중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난개발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리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

시설 내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후 공원으로 다시 재지정하는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한

다.133)

Ⅲ.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1. 서울

현재 서울의 실효대상 공원은 총 116개소 95.68㎢이다. 그중 사유지가

40.28㎢이다. 서울은 2018. 4. 5. 실효되는 공원시설에 대한 대책을 발표

하면서 실효예정 전체 사유지 40.2㎢를 보상하려면 총 13조 7,122억 원이

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보상금의 50%의 이상을 국가에 국비지

원 요청하고 나머지 재원은 서울특별시의 예산과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

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을 활용하여 충당할 예정이다.134)

실효대상 부동산 모두를 한 번에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토계

획법상 ‘대지’인 토지, 소송 패소로 보상이 불가피한 곳,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공원시설 설치 예정지로 공원조성 효과가

13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앞의 자료, 5-12면.

134)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사라질 위기 여의도 33배 규모 도시공원 지킨다”, 2018. 4.

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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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곳 등을 우선보상대상지(2.33㎢)로 선정해 2020년 6월까지 1조

6,062억 원을 투입해 해당 지역을 매수할 계획이다. 나머지 사유지 37.5

㎢는 2021년부터 보상을 시작하는데 공원 간 연결토지(2.91㎢) →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을 진

행할 예정이다. 실효대상 공원 중 실효 기간 이전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건의

할 예정이다.135)

2. 경기도

수원은 현재 공원 중 집행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개발적정지역과 이용

권 지역은 재정적, 비재정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

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재정적 집행계획으로 시 예산과 지

방채를 발행하여 재정을 충당하고 비재정적 집행계획으로는 도시자연공

원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난개발을 막을 예정이

다. 성남시는 약 9.4㎢의 공원이 실효 대상인데 전국 최초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약 46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

으며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 대비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시행해 실효 공

원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136)

3.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들

인천은 공원면적 중 약 17%인 52개소 7.23㎢가 2020년 실효 대상 공

원이다. 인천시는 그 중 개발제한구역, 국공유지, 재정비 지역 등 4.32㎢

135)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앞의 자료, 2018. 4. 5., 4-6면.

136) 국회토론회 자료집,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평가와 대안로드맵, 국회 토론회”, 2019.

3. 26., 8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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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하고 총 46개소 2.91㎢를 공원조성대상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공

원조성대상지 중 43개소 2.34㎢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으로, 나머지 3

개소 0.57㎢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진행하여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원조달은 예산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고 실효 대상 중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할 것을 요구하는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137)

부산은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은 현재 일몰제 대상이 90개소 74.56㎢이다. 그 중 공원의 면적은 54

개소 50.57㎢이다. 해당 지역들을 모두 수용하는 경우 보상비는 총 4조

6,000억 원이 필요한데 보상 재원은 시의 일반재정과 민간공원조성 특례

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일몰제 시기까지 보상이 되지 않는 공

원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인 점을 활용하여 난개발을 막고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며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사유지를 보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138) 부산 영도군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에

대해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집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다.139)

대구시의 2011년 공원 67㎢ 가운데 40.3㎢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

환했고 11㎢는 실제 공원으로 집행하였으나 여전히 미집행된 공원구역이

15.7㎢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수용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2022년까지 지방

채 4,420억 원을 포함한 총 4,846억 원을 들여 공원 구역 사유지 3㎢를

수용할 계획이다. 대구시에서 실효 위기에 처한 공원은 총 38개소인데

137)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원도심에 `22년까지 여의도 면적 공원(46개소, 2.91㎢) 조성

완료 부제목 5,641억원 투입, 장기미집행공원 대응 종합계획 발표”, 2019. 2. 21., 1-3

면.

138) 한국일보, “오거돈 “공원일몰제 대상 97% 지키겠다””, 2018. 10. 16.

139) 뉴스원, “부산 영도구, 장기미집행 7개 도로사업 본격화”, 2019. 8. 14.



- 126 -

그 중 수성구 대구대공원, 북구 구수산공원, 달서구 갈산공원은 민간개발

조성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140)

광주 내 실효 대상 근린공원은 총 25개소 11.01㎢이다. 전체 공원 면적

인 19.94㎢중 55.2%에 달한다. 시는 그 중 15개소 2.68㎢에 대해서는 시

의 재정으로 공원사업을 집행하고 9개소 8.32㎢에 대해서는 민간공원특

례사업을 추진하며 1개소 0.01㎢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광주

시는 공원사업 집행을 위해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2,613억 원을 투

입할 예정이다.141)

현재 대전의 실효 대상 공원은 총 26개소 14.4㎢에 달한다. 그 중 6개

소는 이미 토지를 수용해 공원조성을 완료하였고 12개소 3.05㎢에 대해

서는 수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3개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5개소는 문화재보호구역, 급경사지, 집단 묘지지역으로 개발이 불

가능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수용할 사유지에 대한 사

업비는 3,97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는 예산으로 2,582억 원

을 나머지 1,39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정을 충당할 계획이다.142)

울산에서 실효 대상인 공원은 40개소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계속하여

공원 부지 수용절차를 진행해왔지만 나머지 부분이 공원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실효 대상 공원의 89.8%가 임야나 개발제한구역이고 나머지

10.2%는 대지, 전, 답 등으로 실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극히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

다는 입장이다.143)

140) 연합뉴스, “대구시 4천846억 들여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2019. 8. 13.

141) 광주전남일보, “광주시, 25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시민 휴식공간으로 지켜낸다”,

2019. 6. 27.

142) 월간이츠대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민 품으로'”, 2019. 11. 28.

143) 울산신문, “울산 40곳 중 37곳 예산없어 해제 불가피”, 201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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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14곳이

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5,86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비할 계

획이다. 2025년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32곳의 시설에는 1,092억 원의 예산

을 책정할 예정이다. 일몰제 대상 공원 8개소 0.44㎢에 대한 공원 지정은

해제를 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2016년에 장기미집행시설 434곳에 대한

현장답사 전수조사를 진행하였고 2017년에는 시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

하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 장기미집행시설 관리 계획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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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국가는 1960년 대부터 1970년 대까지 도시화 억제정책 기조에 따라 행

정편의적인 발상에서 무분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다. 1980년 대

이후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대형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에 치중

하면서 잘못된 예측으로 정작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의 설치

절차에는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줄

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 수가 누적되면서 방치되어 왔다.

지목상 ‘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입법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

설결정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매수청구제도,

실효제도 등의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매수청구 대상 토지는 지목

이 “대”인 토지로 제한되어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가 대부분인 도시계

획시설 부지의 미집행 해소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없었다.

특히 실효제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도시

계획법과 국토계획법에 신설되었지만 그대로 시행될 경우 2020. 7. 1. 그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도시계획시설 면적

의 56.4%에 달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량 실효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

놓고 있으나 대응방안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상황이나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특수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와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더라도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통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해제되는 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 통제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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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도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인 것이다.

결국 토지 소유자들은 도시계획시설 실효 이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항고소송

을 제기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위법한 재산권 제한 조치들에

대해 권리구제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문제의 접근방법을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공공의 이익과 사인의 재산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

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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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urban planning facilities” refers to facilities built by an

administrative body based on the decision of project and its

implementation plan. In this process, the high public value and impact

of a facility as part of the infrastructure required for a city to

function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 Land Planning Act) provides stipulations that govern

the procedures of an urba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and ensures

concrete implementation of urban planning. Specifically, the

construc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is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stepwise execution plan, followed by the selection of the project

operator. The operator sets up the implementation plan, carrie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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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 once construction permission is obtained, and completes

the construction of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However, even if the decision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is

announced,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is not immediately

executed. Although the Land Planning Act does not provide a

concrete definition of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all

facilities whose construction has been defined as such are considered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to the execution of the corresponding urba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Furthermore, it considers all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when

their implementation has been delayed for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date of their notification.

In South Korea today,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outnumber 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This massive

accumulation of such long-delayed facilities is ascribable to the

budget strain of the administrative bodies and the indiscriminate

decisions on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project made between the

1960s and 1970s. And later, the problem of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began to be raised by the landowners of the plots bound

to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Eventually, in 1999,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it was

unconstitutional to delay land purchases for a long period of time

without any compensation agreement with the owners of the barren

land in the plot bound to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This

decision marked an important turning point on the issue of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the Land Planning Act was amend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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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mmodate provisions in the form of to guarantee the landowners’

property rights, such as invalidation of decisions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purchase claims, and applications for the cancellation of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decision.

Among these legal measures, the invalidation of the decision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is a policy to invalidate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decision if the corresponding project has not been

implemented for 20 years after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decision. The adoption of this policy came with a

grace period set to July 1, 2020, irrespective of the duration of the

delay in urban planning facilities. Faced with the invalidation of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especially park facilitie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stepped up.

Their efforts to counter the invalidation of their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however, their countermeasures center around

restricting the execution of land ownership rights, which will likely

be countered by appeal litigation or constitutional complaints by the

landowners.

Keywords: Urban planning facilities, Unexecu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Long-delayed urban planning facilities,

Invalidation of the decision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Land

ownership restitution

Student Number : 2016-2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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