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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국의 도시토지사용제도는 1978년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개혁이전과 이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물권법》에서는 건설용지사용권을 용익물권의 일종으로 하여 하나의 장으로 

규정하였다. 《물권법》이외의 법률에서도 건설용지사용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헌

법》,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城鎭국유토지사용권출양과양도임시조

례》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용지사용은 국유토지를 이용하여 건축물⋅구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국유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건설용지사용권은 국가로부터 출양의 방식으로 획득된

다. 이는 1급 시장의 건설용지사용권의 원시취득이며, 2급 시장에서는 양도⋅교환⋅

출자⋅증여 혹은 저당 등 “승계”방식으로 취득하게 된다. 1급 시장에서 건설용지사

용권은 입찰⋅경매⋅공시의 방식이며, 2급 시장에서는 양도⋅임대⋅저당의 방식으

로 유동이 된다.

  이러한 건설용지사용권은 사실상 토지자원의 재배치와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유동

이다. 오늘날 중국법률은 도시건설용지사용권 양도의 제한성 규정으로 인하여 불합

리하다. 토지투기가 성행하는 것은 토지의 개발정도에 근원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시

장의 관리에 그 근원이 있다. 이로 인하여 토지 1급 시장과 토지 2급 시장 사이에 

과대한 평가절상의 공간이 된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은 양도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

하여 건설용지사용권 유동의 법률규정, 건설용지사용권 유동이 유형 즉 양도⋅임대

⋅저당, 그리고 건설용지사용 유동의 제한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건설용지사용권의 물권적 보호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용지사용권 기제(機制)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용지사용권을 

그에 따른 부동산 투자개발로서 양도⋅저당⋅임대 등에서 안정성을 확보하여 건설

용지사용권의 가격기능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토지시장이 자연스럽게 수립되면 건설

용지사용권의 유상제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출양, 양도, 토지사용권, 임대, 저당, 토지2급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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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78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도시토지사용제도는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혁개방 전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은 계획

경제체제를 실시하고 도시토지사용제도는 계획분배⋅행정할당(行政划拨) 등 무상

⋅무기한⋅무유동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토지자원 배치 중

에서 점차적으로 市場機制를 도입하였으며, 도시토지사용제도가 무상사용으로부터 

유상사용으로 전환되었고, 오늘날 이미 토지시장의 기본제도체계를 수립하였다.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物權法》은 건설용지사용권에 대해서 전문

적인 章으로 규정하여 건설용지사용권을 일종의 용익물권으로 확정하였다. 중국에서 

도시 토지는 국유에 속한다.1) 사람들은 국유토지에 대해 점유⋅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그에 상응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유토지를 이용하여 건축물

⋅구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데 이것이 건설용지사용권인 것이다. 건설용지

사용권은 국가로 부터 출양(出让)2) 혹은 할당(划拨)3)의 방식으로 획득한다. 이것이 

바로 1급 시장의 건설용지사용권의 “원시취득”이다. 이 사용권은 양도(转让)⋅교

환(互换)⋅출자⋅증여 혹은 저당 등 방식으로 2급 시장에 진입하며, 이를 이른바 

건설용지사용권의 유동이전(流转: 이하, ‘流動’이라 약칭한다)이라 한다. 이는 주로 

사람들이 2급 시장에서 양도⋅교환(互换)⋅출자⋅증여 혹은 저당 등 “승계”방식으로 

취득한 건설용지사용권을 가리킨다. 토지 1급 시장은 토지사용권의 종적유동이고, 

그 임무는 토지자원의 최초의 배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토지 2급 시장은 토지사용

권의 횡적 유동이고, 그 임무는 토지자원의 재배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1급 시장

에서 건설용지사용권은 입찰(招标)⋅경매(拍卖)와 공시(挂牌)의 방식으로 하는 출

1) 중국의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현재 중국국유토지의 범위는 도시시내 지역의 토지, 

부분농촌과 도시교외의 토지, 국가가 법에 의해 수용된 토지 등으로 귀납할 수 있다. 

여기에서 도시토지란 도시시내지역을 말한다. ≪도시규획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도

시”란 국가가 행정편제설립에 따른 직할시, 시, 鎭을 말한다(상세한 내용은 조동제, “중국

토지소유권의 법률제도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제44호, 2009년 8월, 325-328면 참조).
2) 건설용지사용권 출양(出讓: sell; transfer; assign)이란 국가가 토지소유자의 신분으로 토지

사용권을 일정한 연한 내에 토지사용자에게 출양하고 동시에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토

지사용권 출양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城市房地产管理法≫ 제8조).
3) 건설용지사용권 할당(劃撥: allocate)이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허가하여 토

지사용자가 보상 또는 정착 등의 비용을 납부한 후 동 토지를 그에게 사용하도록 지급

하거나, 혹은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토지사용자에게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城市房地产管理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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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비율이 현저히 제고되었다. 2급 시장에서 토지사용권은 주로 양도⋅임대⋅저당 

방식으로 유동된다. 도시 토지 1급 시장과 2급 시장이 상호 연결하여 도시 토지의 

합리적 유동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였고, 종횡교차의 토지재산권 유통망을 구성

하여 토지자원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였다.4)

중국이 건설용지사용권의 유동에 관련된 규정은《憲法》⋅《土地管理法》⋅《도시

부동산관리법》(城市房地产管理法)⋅《城鎭국유토지사용권출양과양도임시조례》

(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등 법률에서 나타나고 있다.5) 이러한 

법률은 건설토지사용권이 법에 의해 양도⋅교환(互换)⋅출자⋅증여 혹은 저당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물권법》제143조는 건설토지사용권은 법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재차 표명하였다.6) 그렇지만《토지관리법》⋅《도시

부동산관리법》등 관련 법률법규는 건설용지사용권의 유동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국 관련 법률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용지사용권 유동

제도에 관하여 분석⋅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II. 건설용지사용권 유동의 법률규정

1. 건설용지사용권의 유동형식과 기한제한

가. 유동형식

《물권법》제144조에 “건설용지사용권의 양도⋅교환⋅출자⋅증여 혹은 저당할 

경우, 당사자가 서면형식을 채택하여 상응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도시부동산관리법》제15조 규정을 보면 토지사용권의 출양은 서면계약을 채택

해야 한다. 건설용지사용권의 유동이 반드시 서면형식의 요식계약을 채택하는 것은 

4) 李健健⋅戴双兴, “中国城市土地使用制度改革60年回顾与展望”, 经济研究参考, 2009年

第63期, 7-8면.
5) 예를 들면, 1988년 4월 수정한 ≪宪法≫은 원래 ≪宪法≫ 중에 양도할 수 없다는 규

정을 “토지사용권은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土地管理法≫도 그에 상응하게 개정을 하였다. 즉 본 법 제2조 제3항에 “어떠한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불법점유(侵占)⋅매매 또는 기타 형식으로 불법 양도할 수 없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城市房地产管理法≫ 제37조, 

제48조, ≪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제4조, 제19조 제1항 등 참조.
6) 물권법 제143조: 건설용지사용자는 건설용지사용권을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또는 저당

할 권리가 있다. 단, 법률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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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사용권이 토지라는 중요한 자연자원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사회와 

토지사용인(用地人)의 중요한 이익에 관계되기 때문에 서면형식을 채택하여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쟁의를 피할 것을 요구한다.7)

나. 기한제한

《물권법》제144조의 규정을 보면 건설용지사용권을 유동할 경우 계약의 기한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그러나 건설용지사용권 출양 계약의 잉여 기한을 초과하면 안 

된다. 《도시부동산관리법》제43조는 “출양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양도 후에 그 토지사용권의 사용기한은 원 토지사용권 출양 계약의 약정한 

사용연한에서 원래 토지사용자가 이미 사용한 연한을 감한 나머지 연한이다”고 

규정하였다. 법률이 이러한 제한을 하는 것은 건설용지사용권 자체가 일종의 기한

이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8) 건설용지사용권 기한이 확정된 상황 하에 건설용지

사용권의 유동도 반드시 이 기한의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면 건설용지사용권 출양 

계약의 남은 기한이 20년이면 건설용지사용권 양도⋅교환⋅출자⋅증여 혹은 저당 

계약의 기한도 2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당사자가 기한에 대해 약정을 하지 

않거나 혹은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 건설용지사용권 출양 계약은 남은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9) 따라서 실무상에서 구체적인 출양 연한에 주의하고 잉여 연한이 

그 가치 및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가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건설용지사용권 유동의 등기변경

《물권법》제145조를 보면 건설용지사용권을 양도⋅교환⋅출자 혹은 증여할 경

우에는 등기기관에 등기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건설용지사용권은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설립한 용익물권이다. 그 창설은 초기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며, 

7) 胡康生,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释义, 北京: 法律出版社, 2007年, 326면.
8) ≪성진국유토지사용권출양과양도임시조례≫ (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제12조에 의하면 토지사용권 출양 최고연한은 다음의 용도에 따라 확정한다: 주거용지 

70년; 공어용지 50년;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용지, 50년; 상업, 유락, 오락용지 40

년; 종합 혹은 기타 용지 50년.
9) 저당기한선택의 위험성이 흔히 나타나고 있는 예는 토지사용권의 권속기간에 주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다수 저당계약의 조항은 “계약체결한 날부터 효력발생”이라고 하고 

있어 토지사용권의 기한에 주의하지 않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계약이 1년이 만기인데 

토지사용권은 2개월 후의 만기인 경우 등이다(徐向华⋅陈臻，“土地使用权抵押贷款风

险及其防范,” 商业时代, 2009年第21期,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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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상응하여 그 유동도 등기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등기변경은 건설용지사용권

의 양도⋅교환⋅출자 혹은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며,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 변경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10) 

3. 건설용지사용권 유동과 지상물소유권 유동의 관계

토지와 지상건축물 사이의 권리관계는 일치한 것인가 아니면 분리된 것인가는 

학계에서 줄곧 논쟁이 있다.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중국은 오랜 동안 

“건축물은 토지를 따라 간다”(房随地走)와 “토지는 건축물을 따라 간다”(地随房

走)의 방식을 취하였다. 토지와 건축물을 양도할 경우에 분리할 수 없는 관점은 

약간의 일원주의11)의 입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일원주의 입법방식

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비록 중국입법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여겨 부동산과 토지

재산권 거래 중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로 

생각하여 거래의 목적물(标的物)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토지와 건축물의 관계로 

볼 때 건축물이 토지에 속하는가, 아니면 토지는 건축물에 속하는가는 법률에 명

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일원주의”의 입법방식과 같이 건축물은 토지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중국 현행 입법에 근거하여 비록 토지

와 건축물을 하나로 다루고 있지만, 또 그것이　각자 독립한 물권이라고 승인하여 

토지관리부문과 건축물관리부문의 등기를 통하여 토지사용권자는 토지사용권증서

를 취득하고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소유권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입법은 “이원주의”12) 입법방식과 다르다. 왜냐하면 입법에서의 이런 방식은 비록 

토지사용권과 건축물소유권의 각자 독립적인 물권을 승인하였지만 강제적으로 같

이 묶어서 하나의 거래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13)

《城鎭국유토지사용권출양과양도임시조례》제23조는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경우에 

10) 중국의 부동산등기제도는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 등기절차문제에 있어서 ≪物权法≫

⋅≪土地管理法≫⋅≪城市房地产管理法≫ 和 ≪土地管理法实施条例≫에 근거하여 

토지등기행위를 규범화하고, 토지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래의 ≪土

地登记规则≫을 한 단계 높여 ≪토지등기방법≫ (土地登记办法) (2007.11.28. 国土资

源部第5次部务会议审议通过, 2008.2.1. 施行)을 제정하였다. 
11) 일원주의 방식은 독일을 대표로 한다. 건축물은 토지의 일부분에 속하고 독립적인 부

동산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여긴다.
12) 이원주의는 일본을 대표로 하는 입법형식이며 토지와 부착물은 모두 독립된 부동산에 

속하며 부착물은 토지에 독립하여 존재하며 토지의 재산에 부착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13) 徐涤宇, 物权法热点问题讲座, 北京: 中国法制出版社, 2007年 3月, 190-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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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상건축물⋅기타 부착물의 소유권에 따라 양도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 제24

조에 “지상건축물⋅기타 부착물의 소유자 혹은 공유자는 이 건축물⋅부착물의 적

용 범위내의 토지사용권을 향유한다. 토지사용자는 지상건축물⋅기타 부착물 소유

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사용범위 내의 토지 사용권에 따라 양도한다”라고 강조

하였다. 《물권법》은 이러한 규정을 거듭 표명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그 범위를 

각종 법률상의 처분으로 확대하여 양도⋅증여⋅출자⋅저당 등을 포함하였다. 같은 

법 제146조의 규정을 보면 건설용지사용권을 양도⋅교환⋅출자 혹은 증여할 경우

에는 당해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건축물⋅구축물 및 그 부대시설이 함께 처분된다. 

동법 제147조는 “건축물⋅구축물과 그 부대시설이 양도⋅교환⋅출자 혹은 증여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구축물과 그 부대시설이 점유한 범위내의 건설용지사용권도 

함께 처분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토지와 건축물이 양도될 경우에는 분리할 

수 없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즉 지상건축물⋅구축물 및 그 부대시설 소유권의 양도

⋅교환⋅출자 혹은 증여할 경우에 함께 처분하는 건설용지사용권 범위는 건축물

⋅구축물 및 그 부대시설이 점유한 토지범위 내이어야 하고, 해당 건축물⋅구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정당하게 사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토지범위를 한정한다.14) 이른바 

“건축물은 토지를 따라 간다”(房随地走)와 “토지는 건축물을 따라 간다”(地随房

走)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그 외에 주의하여 볼 것은《물권법》의 위 두 규정에서 

보면 저당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즉 “건축물은 토지를 따라 간다”(房随地走)

와 “토지는 건축물을 따라 간다”(地随房走)의 원칙이 저당인 경우에 준수할 필요

가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물권법》제182조는 “건축물을 저

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점용범위내의 건설용지사용권은 함께 저당된다. 건설용

지사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위의 건축물은 함께 저당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함께 저당하지 않을 경우 저당하지 않은 재산은 함께 저당한 것으로 본다”

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저당도 “건축물은 토지를 따라 간다”

(房随地走)와 “토지는 건축물을 따라 간다”(地随房走)의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된

다. 그러나 이때 예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미 저당을 설정한 토

지위에 새로 생긴 건축물은 저당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물권법》제200조는 “건

설용지사용권 저당한 후 당해 토지상의 새로 증축한 건축물은 저당 재산에 속하

지 않는다. 당해 건설용지사용권의 저당권을 실행할 때에는 당해 토지상에 증축한 

14) 黄松有主编,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条文理解与 用, 北京: 人民法院出版社, 2007年 

4月, 4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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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건설용지사용권을 함께 처분해야 한다. 단, 증축 건축물 소득의 가액은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였다. 또 건설용지사용권을 임대

할 경우에는 토지상의 건축물․기타 부착물도 같이 임대해야 하며 법률은 단독으로 

건설용지사용권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城鎭국유토지사용권출양과양도임시

조례》제28조에 “토지사용자는 임대인으로서 토지사용권과 동시에 지상건축물⋅

기타 부착물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런 규정

은 “건축물은 토지를 따라 간다”(房随地走)와 “토지는 건축물을 따라 간다”(地随

房走)의 일반 원칙에도 부합된다.

 

III. 건설용지사용권 유동의 유형

1. 양도(转让)

가. 건설용지사용권 양도의 개념과 특징

현행 관련규정에 근거하면, 건설용지사용권의 양도란 건설용지사용권을 취득한 

사용자가 매각(出售)15)⋅교환16)과 증여17) 등 방식으로 그 토지사용권을 다시 법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설용지사용권의 양도제도는 2급 토지시

15) 건설용지사용권의 기본방식으로서 건설용지사용권의 매각은 건설용지사용권자가 그 건설

용지사용권을 지상건축물과 그 부착물과 같이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혹은 소유하고 있는 

건설용지사용권은 일정한 정도의 개발을 한 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용지사용권의 매각의 목적물은 권리인이 법에 의해 건설용지사용권을 획득하는 것이지 

토지소유권은 아니다. 또 건설용지사용권의 매각은 일정한 연한 제한이 있다. 건설용지 

매각은 일종의 쌍무유상의 민사법률행위이며 매각인은 건설용지사용권의 교부 등 의무

가 포함되어야 하고 양수인은 계약약정의 가격과 그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또 

제때에 건설용지사용권의 교부를 접수해야 한다.
16) 건설용지사용권의 교환은 두 개 이상의 건설용지사용권이 각자 수요에 근거하여 그 건설

용지사용권을 서로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환의 건설용지사용권의 가능가치를 진행

하기 때문에 실무 중에 건설용지사용권은 교환과정 중에서 항상 경제보상 등의 조치가 

수반된다.
17) 건설용지사용권의 증여는 건설용지사용권자가 그 건설용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이다. 수증자의 자격에 대해서 법률은 규정을 두고 않으며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과 기타 비법인 조직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다. 건설용지사용권 증여는 

하나의 片務(单务)계약이다. 건설용지사용권 증여 중에서 증수인은 대가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사용증여의 계약 중에서 부가조건이 없는 것을 의미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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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나아가 건설용지사용권은 양도를 통하여 상품화 

되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건설용지사용권양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건설용지사용권의 양도는 일종의 진정한 의의상의 평등주체간의 민사법률

행위이다. 이는 건설용지사용권의 할당(划拨)과 다르다. 건설용지사용권의 양도는 

출양인과 양수인은 평등한 민사주체 관계이다. 따라서 건설용지사용권의 양도는 

주로 민법의 일반원칙과 조정방법을 적용한다. 비록 건설용지사용권의 양도과정 

중에서도 국가의 개입이 존재하지만 국가는 단지 조정과 감독의 역할만 한다.

둘째, 건설용지사용권의 양도는 기존의 건설용지사용권을 기초로 한다. 건설용

지사용권의 양도는 토지사용권의 재이전이다. 따라서 반드시 이미 존재하는 합법

적인 건설용지사용권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존 건설용지사용권은 출양

을 통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할당(划拨)으로 취득한 건설용지사용권을 양도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건설용지사용권 출양수속을 취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인민정부의 

인가를 거치고 토지수익을 납부한 다음 양도를 행할 수 있다.

셋째, 건설용지사용권의 양도 연한은 일정한 제한이 있다. 건설용지사용권의 양

도연한, 즉 양도를 통하여 획득한 토지사용권 연한은 일반적으로 건설용지사용권의 

출양계약이 규정한 사용 연한에서 원 토지사용권 연한을 공제한 남은 연한이다.

넷째, 건설용지사용권의 양도는 “건축물은 토지를 따라 간다”(房随地走)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상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의 건설용지사용권에 대해 양도를 행할 

경우 지상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에 따라 이전된다.

다섯째, 건설용지사용권의 유상 양도 중에서 국가는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城鎭국유토지사용권출양과양도임시조례》제26조는 “토지사용권의 양도가격은 현

저하게 시장가격보다 낮은 경우 市․縣인민정부가 우선 구매권을 가진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나. 양도와 출양의 관계

토지사용권의 출양은 토지유상제도의 구현이다. 그 주요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양은 건설용지사용권의 설정방식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용지사용권이 

무에서 유로되는 최초의 발생이다. 양도는 하나의 기존의 건설용지사용권을 전체적

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건설용지사용권이 민사영역 중에서 계속적으로 

유동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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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양 계약 중 국가는 출양측이며, 출양행위는 국가와 토지사용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양도 계약 중 통상적으로 국가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양도 행

위는 공민⋅법인 사이에서 발생한다. 양도의 목적물(标的物)은 권리인이 출양방식

으로 취득한 건설용지사용권이다. 출양방식으로 취득한 건설용지사용권은 권리인

이 양도의 권한이 있다.18)

셋째, 출양은 오직 건설용지사용권에 대한 설정이고 통상적으로 지상물의 동시 

이전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는 일반적으로 건축물 기타 부착물소유권이 동시에 

이전되며 그 가치에는 지상물소유권의 대가가 포함된다.19)

넷째, 토지사용권의 출양과 양도는 각각 토지 1급 시장과 2급 시장 하의 토지

사용권의 유동형식이다. 여기에서 출양의 주체는 정부부분이며, 양도의 주체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다. 어떤 방식도 토지사용권의 출양과 양도는 반드시 정부의 감독

하에 진행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토지소유권으로서의 요구이며 또 제한적인 토

지자원을 질서정연하게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중요한 보장이기도 하다.20)

다. 건설용지사용권 양도의 법정조건

현행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건설용지사용권의 양도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 되어야 한다.

첫째, 건설용지사용권의 양도인은 건설용지사용권의 출양계약의 약정에 근거하여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전부 지불하고 동시에 토지사용권증서를 취득한다.

둘째, 건설용지사용권의 양도인은 건설용지사용권 출양계약의 약정에 의거하여 

투자개발을 진행한다. 건물(房屋)건설공정에 속한 경우에는 개발투자총액의 25% 

이상을 완성해야 하며, 도시구획(成片: by lot)개발용지에 속한 경우에는 공업용지 

혹은 기타 건설용지조건을 형성한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건물(房屋)이 이미 건

설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권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셋째, 형식요건에서 건설용지사용권 양도는 서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동시에 계약에 건설용지사용권의 취득 방식을 기재하여야 한다. 

넷째, 건설용지사용권 양도의 경우 토지와 기타 지상건축물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또한 도시규획의 요구에 위배해서는 안 된다.

18) 江平主编, 中国物权法教程, 北京: 知识产权出版社, 2007年 3月, 339면 참조.
19) 王利明⋅尹飞⋅程啸, 中国物权法教程, 北京: 人民法院出版社, 2007年 5月, 360-361면.
20) 徐俊, “土地使用权出让与转让的相关规定及监管探析”, 华商, 120-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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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出租)

가. 건설용지사용권 임대(出租)의 개념과 특징

《城鎭국유토지사용권출양과양도임시조례》제28조에 “토지사용권의 임대란 토지

사용자가 임대인(出租人)으로서 토지사용권을 지상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수반하여 

임차인(承租人)에게 임대차하여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급 토지시장에서 부동산개발용지를 획득하는 하나의 중요한 경로로 삼는다. 

건설용지사용권의 임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건설용지사용권의 임대는 원래의 원 건설용지사용권 양수인과 출양인 간의 

관계는 변하지 않으며, 원래의 법률관계도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城鎭국유토지

사용권출양과양도임시조례》제30조에서 “토지사용권 임대 후에 임대인은 반드시 

토지사용권 출양 계약을 계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건설용지사용권 임대는 임대인, 즉 건설용지사용권 양수인과 임차인 간에 

형성된 일종의 임대차(租赁) 법률관계이다. 일정한 조건하에서 임대인은 임대한 

건설용지사용권을 회수할 권한이 있다. 건설용지사용권 임대법률관계 하에서 임대

기한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의 위약 및 불가항력이 출현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한 

건설용지사용권을 회수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건설용지사용권양도 하에서 토지위

의 권리의무관계는 이미 새로운 토지사용권 양수인에게 전부 이전되며 일종의 일

차적 종결행위이다. 따라서 양도인은 당연히 양도한 건설용지사용권을 회수할 권

한이 없다. 

셋째, 건설용지사용권 임대는 2급 토지시장의 건설용지사용권의 거래방식이며, 

1급 토지시장의 건설용지사용권의 임대차(租赁)와 다르다.21) 건설용지사용권 임대

차(租赁) 중의 쌍방당사자는 반드시 일방이 토지소유권의 대표로 하는 정부이지만, 

건설용지사용권의 임대에서 쌍방 당사자는 모두 일반 민사주체이다.

21) 국유토지임대차(租赁)란 국가가 국유토지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사용

자와 현급이상 인민정부토지관리부분이 일정 년한의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유토지임대차는 국유토지유상제도의 일종으로 출양방

식을 보충하고 있다(≪规范国有土地租赁的若干意见≫ 제1조 제1항). ≪规范国有土地

租赁的若干意见≫은 국유토지임대차의 적용범위, 방식, 기한 등 기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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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용지사용권 임대의 법정조건

첫째, 건설용지사용권자는 반드시 토지에 대해서 투자개발을 진행하고 일정한 

규모 혹은 투자비례에 도달한 후 임대를 행할 수 있다. 《城鎭국유토지사용권출양

과양도임시조례》제28조를 보면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에 규정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토지를 투자개발⋅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임대할 수 없다. 즉 단순한 

건설용지사용권 임대는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사용권인은 반드시 토지에 대해서 

투자⋅개발을 진행해야 하며 일정한 조건에 도달해야만 건설용지사용권을 임대할 

수 있다. 이것은 토지사용권임대와 일반임대와 다른 점이다.22)

둘째, 지상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수반하여 임대한 건설용지사용권은 건설용지

사용권자가 취득한 전체 건설용지사용권인가 아니면 토지 위의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에 한정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실무상에서 때로는 건설용지사용권의 

범위가 비교적 크고 지상건축물이 점유하는 면적이 비교적 적은 상황이 존재한다. 

건설용지사용권자가 건설용지사용권을 임대하는 경우 건설용지사용권 임대계약 

중에서 건설용지사용권 면적⋅위치와 대체적 규모를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만약 

약정하지 않을 경우 출양계약이 규정한 건축조건과 상세한 규획 및 건축물과 공지

(空地)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23)

셋째, 건설용지사용권의 임대기한으로 보면, 그 기한은 건설용지사용권 출양의 

잉여 기한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임대기한은 무효이다.

다. 건설용지사용권 임대계약

건설용지사용권 임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다. ① 쌍방당사자의 기본상황, 당사자의 성명⋅

주소 등이 포함된다. ② 임대하는 건설용지사용권의 기본상황, 위치⋅대체적 규모⋅

면적⋅등급⋅용도⋅기본건설상황과 지적번호 등, 그리고 그 지상건축물⋅부착물의 

기본 상황에 포함한다. ③ 건설용지사용권과 그 지상건축물⋅부착물의 임대기한 

및 시작과 끝 기한, ④ 임대료와 임대료의 지불시간과 방식, ⑤ 임대토지의 개발

이용규칙, ⑥ 임대계약분쟁의 해결방식과 쌍방당사자의 위약책임, ⑦ 기타사항.

22) 江平主编, 위의 책, 342면 참조.
23) 江平主编, 위의 책, 3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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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抵押)

가. 건설용지사용권 저당의 개념과 특징

《城鎭국유토지사용권출양과양도임시규정》제32조에 “토지사용권은 저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건설용지사용권의 저당이란 저당권설정자가 그 합법적인 부

동산을 이전하지 않고 점유하는 방식으로 저당권자에게 채무이행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저당권자는 법에 의거하여 저

당한 부동산을 경매하여 얻은 대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24) 토지자산의 

가치유지로 인해 토지사용권 저당대출의 이용은 이미 중국금융기구가 광범하게 

채용하는 담보방식이 되었으며 그 비중은 상승추세에 있다. 국토자원부지적사(地

籍司) 통계에 의하면 2005년 토지저당대출의 총액은 750.94억 위엔, 2006년은 

1075.23억 위엔, 2007년은 1193.50억 위엔이었다.25)

건설용지사용권 저당은 아래와 같은 법률적 특징이 있다.

첫째, 저당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건설용지사용권은 여전히 

저당인이 행사한다.

둘째, 건설용지사용권과 그 지상건축물 및 그 부속물은 분할 저당하지 못하며 

반드시 함께 저당해야 한다. 건설용지사용권을 저당할 경우 그 지상건축물⋅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한다. 지상건축물⋅기타 부착물 저당 경우 그 사용범위내의 토지

사용권은 함께 저당한다.

나. 건설용지사용권 저당계약

《城鎭국유토지사용권출양과양도임시규정》제34조에 “토지사용권 저당 시 저당

자와 저당권자는 저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저당계약은 건설용지

사용권 저당을 행하는데 구비해야 할 법정요건이다. 건설용지사용권 저당계약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본 조항이 포함된다. ① 저당인과 저당권자의 기본상

황, 각자 명칭⋅주소 등을 포함한다. ② 저당 목적물의 기본상황, 저당토지의 소재

위치⋅면적⋅대체적 규모⋅소유권속⋅사용권속⋅사용기한⋅용도 등을 포함하며 또 

그 지상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의 기본상황을 포함한다. ③ 저당토지의 점유관할인과 

점유관할방식⋅책임, ④ 저당권의 행사기한과 그 구체적인 방식, ⑤ 기타 사항.

24) ≪城市房地产管理法≫ 제47조 참조.
25) 徐向华⋅陈臻, “土地使用权抵押贷款风险及其防范”, 商业时代, 2009年 第21期,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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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건설용지사용권 유동의 제한

1. 건설용지사용권 양도의 가격제한

건설용지사용권의 양도는 통상적으로 국가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는 건설용지사용권의 대가를 자유롭게 약정하며, 심지어 무상증여의 방식을 

채택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城鎭국유토지사용권출양과 양도임시조례》(1990년 

공포) 제26조 제1항에 “토지사용권 양도가격은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市⋅縣인민정부는 우선구매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우선구매권은 그 후 제정한《도시부동산관리법》(1994년 제정, 2007년 개정)에는 

규정을 하지 않았다. 2004년 출범한《엄격한 토지관리 개혁심화에 관한 결정》(关

于深化改革严格土地管理的决定)은 할당(划拨)용지에 대한 우선구매권의 행사를 강

화하였다. 이《결정》은 “법의 인가를 거쳐 원 할당토지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토

지유형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거래해야 하고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출양금을 보충 

납입해야 한다. 시장가격보다 낮은 거래인 경우 정부는 우선구매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할당(划拨)된 토지사용권에 대해서 그 양도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는 모두 우선구매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출양 용지의 우선구매는 신청가격이 토지가격의 20%보다 낮은 것을 조건으로 한

다.26) 사실상 건설용지 시장가격이 대폭적으로 하락할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구매하는 것은 토지시장의 투자자를 위해 비호하는 것으로 여겨져 공공재정의 요

구에 상반된다. 시장가격은 항상 변동된다. 만약 정부가 이런 우선구매권을 부여

하면 정부는 여러 목적으로 임의로 시장에 진입하여 정상적인 토지매매가 진행될 

수 없고 매매의 안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이 토지가격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은 그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다.27)

2. 할당으로 취득한 건설용지사용권 유동 제한

건설용지사용권 할당(划拨)은 縣級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의해 인가하여 건설

용지사용자가 출양 이외의 기타 각종 방식을 통하여 법에 의해 무상으로 건설용

지사용권을 취득하는 행위이다. 할당(划拨)은 행정명령⋅공권력 형식을 통하여 건설

26) 徐俊, “土地使用权出让与转让的相关规定及监管探析,” 华商, 120면.
27) 王利明⋅尹飞⋅程啸, 위의 책, 362-3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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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사용권자에게 일정한 건설용지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다.28) 할당토지사용권이 

시장 유동에 진입하여 양도⋅저당과 임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계는 많은 논쟁을 

하고 있다. 현재 부정설과 유한긍정설의 2가지 관점이 있다.

먼저 부정설은 할당토지사용권은 시장에 진입하여 유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할당토지사용권의 유동 금지를 견지하는 원인은 할당토지사용권 유동은 중국현행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는데 있다. 할당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주요한 

특징은 행정행위성⋅무상성과 무기성이 있다. 만약 할당토지사용권의 유동을 허락

하면 할당토지사용권의 장점으로 공공사업의 건설과 보장에 대해서 영리를 추구

하는 토지사용권자가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이라는 것이다.29)

그러나 현재 유한긍정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많다. 유한긍정설에 따르면 토지사

용권에 대해 자세히 분석할 것을 주장하고, 일률적으로 할당성의 권리가 모두 시

장유동에 진입하지 못한다고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형성된 독립

적인 민사권리의 토지사용권은 유동을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주요 원인으로 

첫째, 중국이 토지권리제도 발전에 있어서 토지권리의 전체 설계는 반드시 시장경

제기제(機制) 수립의 기본요구에 부합되고 또 반드시 국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둘째, 

거래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 즉 토지사용권 출양은 중국 전체 부동산제도의 기초가 

되었으며, 셋째, 사실상 할당토지사용권은 전부 무상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등에 있다.30)

부정설과 유한긍정설은 모두 일정한 의미가 있다. 할당건설용지사용권은 非 시

장의 방식으로 취득하기 때문에《물권법》은 할당방식으로 건설용지사용권 설립은 

엄격히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할당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토지용도에 

관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31) 현재 토지할당은 

중국도시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중국시장경제가 신속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현재 토지할당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완전히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이 할당토지사용권에 대해서 유한적으로 유동의 법률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8) 徐涤宇, 위의 책, 186-187면.
29) 侯水平⋅黄果天, 物权法争点详析, 北京: 法律出版社, 2007年 7月, 289-290면.
30) 侯水平⋅黄果天, 위의 책，289-290면. 예를 들면 토지사용세 납부 등을 들 수 있다.
31) 물권법 제137조 제3항. 根据 ≪土地管理法≫ 제54조와 ≪城市房地产管理法≫ 제24조

는 할당토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다. (1) 국가기관용지와 군사용지, (2) 

도시기초시설용지와 공익사업용지, (3) 국가가 중점지원하는 에너지, 교통, 수리 등 항목

용지,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용지.



中國 建設用地使用權 流動制度의 법률적 검토 / 趙東濟   245

전면적으로 유동을 금지하지 않으면서 자유 양도도 인가하지 않고 있지만, 일정한 

법률조건에 부합한 할당토지사용권에 대해서는 유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허락하

였다.32)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할당(划拨)으로 취득한 건설용지사용

권에 대하여 그 유동은 행정심사인가를 통하여야 하고 그에 상응한 토지출양금 

혹은 토지수익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면《도시부동산관리법》제40조에 “할당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양도할 시에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인가권이 있는 인민정부의 심사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권이 있는 인민정부가 양

도를 인가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토지사용권 출양수속을 해야 하며 동시에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할당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양도의 인가 요청(报批) 시 인가권이 있는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사용권 출양수속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인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양도에서 획득한 토지수익을 국가에 납부

하거나 혹은 기타 처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도시부동산관리

법》제51조에 “부동산 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사용권이 할당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법에 의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한 후 경매소득 금액 중에서 납부해야 하는 토지사

용권 출양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후 저당권자측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법》제56조에 “할당토지사용권을 경매하여 취득한 금액은 

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토지사용권 출양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후에는 

저당권자측은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城鎭국유토지사용

권출양과양도임시조례》제45조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출양으로 취득한 건설용지사용권의 유동제한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양의 방식으로 취득한 건설용지사용권은 

경우에 따라 직접적으로 시장유동에 진입할 수 없다. 《토지부동산관리법》제38조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출양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동 법 제39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때에는 부동산은 양도할 수 없다. 동 법 제39조는 

“출양의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양도할 때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첫째, 출양계약의 약정에 따라 이미 토지사용권 출양금의 전부를 

지불하고 토지사용권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둘째, 출양계약 약정에 따라 투자개발을 

32) 侯水平⋅黄果天, 위의 책, 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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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 건축물(房屋)건설공정에 속한 경우 개발투자총액의 25% 이상 완성하고, 

도시구획(成片: by lot)개발토지에 속한 경우 공업용지 혹은 기타 건설용지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 시 건축물이 이미 건립된 경우 부동산소유권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城鎭국유토지사용권출양과양도임시조례》제19조 

제2항은 “토지사용권출양계약 약정의 기한과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토지를 투자

개발⋅이용하는 경우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상의 법률규정으로 볼 때, 출양방식으로 취득한 건설용지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다음과 같이 3가지 특수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양도인이 전부의 토지출양금을 

지불해야 한다. 둘째, 양도인은 토지사용권증서를 지녀야 한다. 셋째, 출양계약 약

정에 따라 투자개발을 하는데 법정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문제는 다음에서 엿볼 

수 있다.

 

가. 양도인이 전부의 토지출양금을 지불하는 것이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인가?

토지출양금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토지사용권의 획득

방식은 “토지사용권 출양계약 체결―출양금 교부―권속등기처리―토지사용권증서 

수취”이며, 출양계약의 당사자는 국가와 토지사용권 양수인이고, 출양금은 토지사

용자가 출양계약에 근거하여 국가에 지불하는 토지사용비이다. 그런데 약정에 의

해 토지출양금의 지불 여부, 출양계약 약정에 속한 의무의 이행 여부가 문제이다. 

만약 당사자가 출양금의 지불을 출양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설정하거나 혹은 

약정에 따라 출양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양계약의 효력상실요건으로 설정한다면 

출양금의 미 지불로 출양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효력이 상실되며, 양수인

은 자연히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양수인이 출양금을 지불하

지 못해도 단지 출양 계약을 위반한 위약책임만 부담하면 되며 출양계약의 유효

성과 양수인이 법에 의해 등기수속을 처리한 후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에 영

향을 주지 못한다. 양수인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별도로 토지사용권 양도계약

을 체결한 후 토지사용권 거래의 2급 시장에 진입하게 되며, 양도계약의 당사자는 

양도인(제1 양수인)과 제2 양수인이며 토지출양금과 양도계약은 하나의 법률관계

에 속하지 않으며 자연적으로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다. 따

라서 만약 출양계약이 출양금을 교부하지 않아서 효력발생 혹은 효력상실의 조건 

즉 토지출양금 미 지불은 출양계약효력발생과 양수인의 토지사용권 취득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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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지 않으며 양도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주지 않는다.33)

나. 건설용지사용권 양도의 계량화 조건을 설치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중국의 건설용지사용권 유동제도 창설의 최초의 의도는 자원의 재배치와 요소의 

합리적 유동을 행함으로써 토지사용권이 상품화되어 중국토지사용권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시장을 수립하는데 있다. 따라서 법률규정의 유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외하고 계량화 조건의 설치에서 오직 양도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였다. 《도시부

동산관리법》제39조에서 “출양계약 약정에 따라 투자개발을 진행하며 건물건설공

정에 속한 경우 개발투자총액의 25%이상 완성하고, 도시구획(成片: by lot)개발토

지에 속한 경우 공업용지 혹은 기타 건설용지조건을 형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보듯이, 중국법률은 건설용지사용권의 양도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행

하여 양도인이 토지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개발을 진행한 후 비로소 양도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토지사용권 양도의 계량화 제한조건은 학계에서 끊임

없이 논쟁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견해로 토지사용권의 상품화는 개발⋅이용과 건설자금 조달에 있으

며, 단순한 “토지투기”(炒地皮)34)가 아니며, “토지투기”(炒地皮)는 백해무익하다고 

여긴다. 따라서 사용자가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토지사용권 출양계

약 규정의 투자 완성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법률은 개발토지 전부재산의 일정한 

비율 완성을 양도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35) 최고인민법원은

《부동산관리법 실행 전 부동산개발경영조건 심리의 약간문제에 관한 해답》(关于

审理房地产管理法施行前房地产开发经营条件若干问题的解答)중의 관련규정을 보

면, 이 제한은 강제성 규정이며 이 규정을 위배하고 체결한 건설용지사용권 양도

계약은 무효라고 여긴다.

또 다른 견해로 토지사용권 상품화의 근본목적은 투자를 받음으로써 건설자금의 

조달을 편리하게 하는데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토지사용자가 일단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면 양도할 수 있고, 제한적인 조건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시부동산

관리법》제39조의 투자개발제한의 규범은 관리성 법률규범에 속하며 투자개발의 

33) 王淑华, “土地使用权转让合同与物权变动之效力辨析”, 法学论坛, 2009年 9月, 第5期, 

70-71면.
34) 소위 “부동산투기”(炒地皮)란 단지 건설용지사용권 취득 후 제때에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35) 房维廉, 中华人民共和国房地产管理法实用讲话, 中国商业出版杜, l994年, l47-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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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부합되지 않고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개발조

건의 제한은 성질상 단지 단속성 규범이지 효력성 규범은 아니다. 《도시부동산관

리법》은 행정관리의 각도에서 부동산개발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조정한 것이며, 

정부토지행정부분이 토지양도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조치이며 토지사용권의 양도

계약이라는 채권행위에 대해서 내린 금지성 규정은 아니다. 동 법 제 65조와《도시

부동산개발경영관리조례》(城市房地产开发经营管理条例) 제20조의 규정을 보면, 

투자개발제한조항을 위반하는 결과는 “토지관리부문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이 조항은 양도계약효력의 

강제성 규정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사법상의 계약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행정관리의 각도에서 투자개발조건에 

도달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토지투기”(炒地皮)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다. 

본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받지만 이로 인해 계약의 무효를 확정할 수는 없다.36)

1990년 국무원은《城鎭국유토지사용권출양과양도임시조례》제19조에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이 규정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토지를 투자개발⋅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는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비록 구체적으로 

계량화 표준이 없지만 만약 엄격히 이 규정을 이해한다면 사실상 양도의 표준은 

이후의《도시부동산관리법》규정의 양도표준보다 낮지 않다. 왜냐하면 토지사용

권의 출양계약이 토지의 투자개발⋅이용과 구체적인 개발기한에 대해 일반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있다. 계약이 규정한 표준에 근거하는 것은 건설항목이 완성한 후

에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량화 표준의 양도제한조

건의 결핍은 이후의 토지사용권 양도 심사인가 과정에서 진정으로 제한적인 작용을 

하지 못했다. 이《조례》가 출범한지 얼마 안되어 중국 부동산시장도 1992-1993년의 

제1차 부동산열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부동산 “전매”가 유행되었으며 많은 부면적

인 효과를 가져왔다. 많은 토지는 여러 차례의 양도를 거친 후 시종일관 실제의 

개발을 진행할 수 없었다. 토지가격 폭등⋅계약투기⋅회답공문투기는 개별적으로 

투기상인이 돈을 벌었지만 국유 토지는 오히려 방치되고 건설중지된 건축물이 매우 

많았다. 

그리하여 부동산투자가 제일 붐빈 지역인 廣東省⋅福建省 등은 우선적으로 빈

손으로 토지사용권을 투기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토지

사용권의 양도에 대해서 엄격한 계량화 조건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광동성은 

36) 王淑华, “앞의 논문”, 7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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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5월에《광동성경제특구관리조례》(广东省经济特区土地管理条例)를 제정하

여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 양도 시 반드시 전부의 토지 가격을 지불하고 토지사

용증을 수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최후에 광동성과 복건성은 양도조건을 개

발투자비례의 25%를 완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건설부⋅국가

토지관리국⋅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국가세무총국이 연합으로 공포한《부동산시장

의 거시적인 조종관리 강화로 부동산업의 건강지속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

加强房地产市场宏观调控管理促进房地产业健康持续发展的意见)의 규정을 보면, 

개발투자총액(토지가격구매가 불포함) 20% 이상을 완성하지 않으며 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후에 공포한《도시부동산괸리법》은 위의 지방법규와 

부분규장의 내용을 참고하고 흡수한 것이다. 따라서 입법상에서 토지사용권 양도

규정의 계량화 조건에 대해서 당시의 토지시장의 무질서한 “투기”(炒卖)의 행위와 

관련된다. 토지투기 중의 거대한 이윤공간으로 인해 1급시장의 낮은 토지가격과 2

⋅3급 양도시장 사이의 거대한 가격차가 존재한다. 투기자가 양도를 통해 큰 액수의 

가격차로 획득하는 것을 막으려면 양도의 제한 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 입법 

목적은 토지사용권의 빈손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실제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다. 토지사용권 양도의 계량화 조건은 취소해야 하는가?

어떤 학자는 중국이 설정한 양도조건은 비록 일정한 효과를 취득했지만 총체적

으로 위법한 양도 혹은 변형적인 양도행위는 아주 보편적이라고 여긴다.37) 그러나 

2002년부터 협의출양을 취소하기 시작하였고 경영성 토지는 일률적으로 입찰⋅경

매⋅공시(挂牌)방식의 출양을 취한 이후 토지 2급 시장의 양도행위는 대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단순한 토지양도는 다시 투기자들에게 폭리를 가져오지 못하였

기 때문이다. 토지 1급 시장이 진정한 시장화 운영으로서 토지사용권의 불법적인 

양도는 자연적으로 존재의 의의를 상실하였다. 2002년 이후 중국정부는 엄격하게 

경영성 토지가 협의방식으로 출양하는 것을 금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업용지에 

대해서도 둘 이상의 용지사용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입찰⋅경매⋅공시방식으로 공

개적으로 출양하도록 하였다.38) 

37) 张庆华, 土地物权疑难法律问题解析, 北京: 法律出版社, 2007年 10月, 176-177면.
38) 특히 공업용지의 입찰, 경매, 공시출양제도의 실시에 따라 토지의 입찰, 경매, 공시 출양 

면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유상출양 총면적 점유의 비례가 매년 상승하였다. 

2008년 전국 입찰, 경매, 공시 토지는 13.36만 평방미터, 출양 총면적 점유율은 81.9%로 

작년에 비해 32%가 제고되었다(李健健⋅戴双兴, ‘앞의 논문’,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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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조건은 단지 겉만 치료하고 근본을 치료할 수 없으며 입법목표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이에 더하여 2급 토지시장에서 건설용지사용권이 정상적으로 유동하는 

것도 방해가 되었다. 예를 들면 건설용지사용권을 양수받은 기업이 경영문제로 인해 

자금부족을 초래하여 계속적으로 개발하지 못할 경우에 법정제한의 투자비례를 

완성하지 못함으로서 건설용지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하면 진퇴양난의 경지에 빠져

들어 건설용지사용권을 포기해야 한다. 동시에 일부 유휴자금이 있어 급히 건설용

지사용권을 취득하려는 사람들도 토지가 양도조건의 규정을 구비하지 못하면 다시 

건설용지사용권을 양수할 수 없다. 이것은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처분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시장유동도 저지된다. 그리고 토지의 방치로 낭비를 조성하고 토지자

원의 재배치에도 불리하다. 《물권법》의 실시에 따라 경영성 토지사용권에 관련한 

출양방식의 입법규정에 관해서 처음으로 “협의”의 방식을 배제하였다.39) 공개 가격

경쟁의 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진실한 가격이며, 

개발상은 토지를 취득한 후 다시 투기하여 영리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며, 협의출

양토지의 공간범위는 크게 축소되었다. 건설용지사용권양도의 제한 조항의 규정은 

이미 현실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부 학자는 그 제한을 취소할 것을 주장

한다.40)

하나의 시장에서 경제재산(특히 소유권)은 반드시 이전성을 지녀야 한다. 시장

경제의 운영은 재산권의 자유이전에 의하며 자원의 가장 적합한 사용을 촉진한다. 

실무에서 다수의 토지사용권자는 자금이 부족함에도 불국하고 계속 개발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개발투자총액의 25%로 이상”을 물권변동의 제한 조건으로 인정

하면, 토지사용권자는 영원히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되며, 토지사용자가 투자제한

액을 완성한 후의 양도는 건축건설 중의 양도이며, 양도인⋅양수인과 시공자 등에 

관련하여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해진다. 투자개발의 제한은 선의의 양수인의 합리적 

신뢰에 손해가 되며, 거래의 안전에 불리하고 또 공권력이 건설용지사용권에 대한 

침해가 더 용이해진다. 따라서 토지사용권의 이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해소함으

로써 공권력의 불합리한 간섭과 침해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1993년에 

제정한《도시부동산관리법》제39조 제2항의 입법 배경은 투자를 격려하고 건축

39) ≪물권법≫ 제137조 제2항은 “공업⋅상업⋅여행⋅오락과 상품주택 등 경영성 용지와 

동일한 토지위에 2명 이상의 용지 의향자가 있으면 공개입찰⋅경매 등 공개 가격경쟁

의 방식으로 출양한다”고 규정하였다.
40) 张庆华, 위의 책, 176-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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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의 투기의 행위를 금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공시제도의 실행과 토지시장의 점차적인 개선은 권력이 임대할 공간을 

찾는데 비교적 큰 제한을 받으며 근원적으로 2급 시장의 “토지투기”(炒卖地)의 행

위를 억제하였으며, 다시 “개발투자총액의 25% 이상을 완성”하는 조건으로 당사

자 간의 토지사용권의 합법적 이전을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41) 

Ⅴ. 결    론

중국의 거시적인 조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토지유상사용제도를 수립한 이래 

토지사용권 거래는 나날이 활성화 되었다. 그 원인은 현재 토지공개거래시장의 양

질의 토지가 희소한 상태에서 개발상은 1급 시장에서 이상적인 토지를 획득하는 

난이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 반면 토지 2급 시장은 개발상에게 토지를 획득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현재 토지관리가 규범적이고 절차적이지 못

하며 토지 2급 시장이 드러난 문제점도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42) 

건설용지사용권은 양도⋅임대⋅저당 등 방식으로 유동되며, 사실상 토지자원의 

재배치와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유동이다. 오늘날 중국법률은 도시건설용지사용권 

양도의 제한성 규정은 불합리하다. 법률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실 중에서 대량

으로 합작개발계약⋅건설용지사용권의 주식산입 등 방식으로 도시건설용지사용권의 

실질적인 양도를 진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익을 촉진하는 것이다. “토지투기”

(炒地皮)의 성행은 토지의 개발정도에 근원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시장의 관리에 

그 근원이 있으며, 토지1급 시장과 2급 시장 사이에 과대한 평가절상의 공간이 존재

한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법규는 양도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다. 이것

은 표면만 보고 근본을 치료하지 않은 것이다. 비단 입법목적을 실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급 시장 건설용지사용권의 정상적인 유동을 저지할 수 있다. 만약 

건설용지사용권을 취득한 기업이 경영자급의 부족으로 개발을 못함으로써 법정의 

투자비율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건설용지사용권 양도의 어려움이 초래되어 진

퇴양난의 지경에 빠지게 된다. 또한 약간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급히 건설용지사용

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토지가 양도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41) 王淑华, ‘앞의 논문’, 73면.
42) 李玲玲, “完善土地二级市场建设的对策”, 土地市场,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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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받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권리자의 권리 처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건설용

지사용권 유동을 저해하며 또 토지의 방치로 낭비를 조성하고 토지자원의 합리적 

배치에 불리하다.

중국 건설용지사용권의 물권적 보호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용지사용권 

機制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건설용지사용권을 그에 따른 부동산 투자개발로서 양

도⋅저당⋅임대 등에서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용지사용권의 가격

기능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토지시장이 자연스럽게 수립되면 건설용지사용권의 유

상제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43)

투고일 2010. 8. 16     심사완료일 2010. 9. 1     게재확정일 2010. 9. 3  

43) 조동제⋅심평, “중국 건설용지사용권 출양에 관한 법적 검토”, 재산법연구, 제26권 제3호, 

2010년 2월, 1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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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Analysis on Transaction System of Right to Use of 

State-owned Construction Land in China 

Dong-Je Cho*

44)

In China,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of compensated land-use, according 

to the law the land for construction use which should be compensated is all 

included in compensation for the use; and then formed a primary land market 

which takes lease and grant of the land-use rights as the main body, and a 

secondary land market which takes transfer, sublease, exchange, and mortgage of 

the land-use rights as the main subjects. Primary land market can be said as the 

vertical movement of the land use rights, and their task is to realize the initial 

allocation of land resources.

Secondary land market is the horizontal movement of the land use rights, and 

their task is to realize the re-allocation of land resources. In the primary market, 

the ratio of leasing the construction land-use rights by bidding, auction, and listing 

has been improved significantly. In the secondary market, the land-use rights are 

primarily circulated by transferring, leasing, and mortgage. The convergence between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urban land market provide the necessary platform 

for the important production factor - urban land-use rights; constitute a crisis-cross 

network for circulating of the land-use rights; and improve the utilization efficiency 

of land resources.

Motivated by the macro-control in China,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ensated use of land, land-use rights transactions become more active. The 

reason is that high-quality land scarcity in the currently open market, under this 

situation, the developer getting the ideal land-use rights from the primary market 

becoming more difficult. Instead of the primary market, the secondary provide 

* Assistant Professor of Law, School of Law, Dong-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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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ways for the developers to get land-use rights. However, in the current 

land-use rights administration is not standardized and not well formed. The land-use 

right problems are exposed in the secondary market, characterized by that the 

invisible land transaction in secondary market is extremely active.   

Key words: assign, transfer, land-use rights, lease, mortgage, land secondary mark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