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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問題의 提起

ㅇ 1989년에 제정된 토지공개념 3법은 그 동안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음
- 택지소유상한제를 비롯하여 토지초과이득세제, 개발부담금제는 토지정책의 중요
수단으로 작용해 왔음

ㅇ 토지공개념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1990년부터 토지시장이 안정을 보이다가 1997
년말 IMF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지가하락이 크게 나타나 토지시장은 전에 없이 안
정을 보이고 있음
-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새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제도 가운
데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를 폐지하였음

ㅇ 토지공개념제도가 국민의 토지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토지정책에 이바지해
왔으나, 이의 후퇴로 토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에 혼란을 초래함
- 토지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사라져 가고 있음
- 토지정책이 미래지향적으로 토지의 생산성을 늘리고 국민생활수준의 제고를 위
해 전개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ㅇ 이제 토지정책은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이전으로 돌아감에 따라 토지정책의 틀을 새
롭게 확립할 필요가 있음
- 토지정책의 틀은 국민의 토지에 대한 공통인식을 확립하고, 국가와 국민이 다 같
이 좁은 국토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두어
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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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헌법의 토지에 관한 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토지기본법의 제정이
절실히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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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土地政策의 變遷과 評價

1. 土地政策의 變遷

ㅇ 토지정책이 어떤 전개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서는 정부의 토지정책에 대한 의지의 발표와 이의 제도화과정을 함께 파악하는 방
법이 유용함
- 이는 토지정책의 평가를 통해 토지정책에 대한 문제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이바지 함

1) 財産權 確立과 農地分配의 時代(1950년대)

ㅇ 이 시대는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바탕이 되는 재산권의 보장과 그 제한을 명백히
하였고,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는등 토지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었음

ㅇ 일본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자적인 토지정책이 비롯된 시기이며, 농지개혁을 제외
하면 이렇다할 토지정책이 없었던 시대임
- 그러나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제정된 제헌헌법(1948. 7. 17)은 토지에 대해 두
가지의 중요한 기본틀을 천명하였으며, 이는 토지정책의 기본이 되는 관념 내지
는 제도로서 많은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음
- 하나는 자본주의경제질서의 근간이 되는 재산권의 보장과 그 제한이고, 다른 하
나는 농지분배를 비롯하여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임

ㅇ 1950년 지적법이 제정됨에 따라 토지행정의 기반이 되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
장 등 지적공부가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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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土地政策의 基盤造成時代(1960년대)

ㅇ 이 시기는 특히 공업화를 추진하고 공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졌음
-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도시화의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도시인구를 적
절히 수용하기 위해 도시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됨
-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 택지개발 등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었고, 토지수요와 농지
의 감소에 대비하여 국토확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함

ㅇ 개발이 도시이외의 지역에까지 확산됨에 따라 지역개발, 나아가서는 국토개발을 계
획적으로 유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음
- 이러한 필요에 따라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되어 최초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함

ㅇ 공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은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부동산투기현상이 드디어 나타났음
- 1968년 경부고속도로의 건설과 영동지역의 개발을 계기로 서울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토지투기는 오늘날까지 토지문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임
- 당시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이 가장 큰 문제로 되자 정부는 처음으로 부동산대책
을 수립하고, 1968년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함

ㅇ 1961년 소개영업법이 제정되어 소개영업이 신고제로 정착되어 80년대에 들어와 부
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될 때까지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능
을 수행해 왔음
- 그밖에 전란으로 헐벗은 산림의 보호․육성 및 국토자원의 보전을 위해 1961년
산림법이 제정되고, 하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하천법이 제정됨으로써 국토관
리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

3) 土地政策의 形成時代(1970년대)

ㅇ 이 시기는 개발지향적 토지이용에 따른 토지보전의 문제와 토지투기가 심화된 시기로
집약될 수 있으며, 많은 정책이 등장하면서 토지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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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화의 진전과 경제발전에 대처하기 위해 토지에 관한 많은 제도가 요청되었
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토지제도의 양산현상을 보임
- 토지정책은 경제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용지를 효과적으
로 공급하는 한편, 대규모 개발사업이 빚은 토지시장의 과열을 조정․관리하는
양면적 정책을 추진함

ㅇ 종래와 같이 도시토지중심의 토지이용계획에서 탈피하여 전국토 공간을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토이용계획의 등장은 토지이용의 전환점
을 이루는 것이었음
- 국토이용관리법은 전국을 도시지역, 공업지역 등 6개의 용도지역과 경지지구․취
락지구 등 11개 용도지구로 구분 지정함으로써 국토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체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정점으로 하여 그 하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위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개별법에서 토지이용계획을 규정
하는 체계를 갖추게 됨

ㅇ 또한 1972년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농경지의 이용․보전을
도모하였음
- 이는 공업화로 인한 농경지의 잠식을 방지하고,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절
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하며, 전자에 대하여는 타용도로의 전용을 엄격히 규
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ㅇ 그밖에 도시토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제가 1972년 도시계
획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ㅇ 한편 60년대말과 70년대초에 일기 시작한 부동산투기는 다양한 정책의 전개를 불
가피하게 하였음
- 1974년의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는 고소득층의 재산에 대한
중과세의 일환으로 공한지세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하도록 함
- 1978년 「8․8 부동산투기억제조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비롯하여 공한지세의
강화, 토지공급의 확대를 위한 토지개발공사이 설립, 토지거래허가제와 신고제의 도
입, 검인계약서제의 도입 등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의 강화를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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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土地政策의 整備時代(1980년대)

ㅇ 이 시기는 고도의 경제발전에 맞추어 국토균형발전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토지수
요과 공급의 불균형이 토지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원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토지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ㅇ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를 한정된 국토공간에 수용할 수 있는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
하여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의한 택지개
발사업이 촉진되었음
- 토지개발은 종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존해 왔으나, 1983년 6대도시에서 택지개
발은 공영개발에 의하도록 함에 따라 택지개발방식은 일대전환을 가져와 전면매
수방식에 의하게 됨

ㅇ 1980년대 초반에는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경기가 극도로 침체하고 물가가 상승
하자 주택경기활성화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곧 이은 경기 활성화로 부동산시장이 과
열되자 다시 가격안정 및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을 전개하였음
- 이에 따라 1982년 「12. 22 주택투기억제대책」을 비롯하여 1983년 「2. 16 부동
산투기억제대책」 및 「4. 18 토지 및 주택문제 종합대책」이 발표됨

ㅇ 1985년 이후 한동안 지가가 안정되는 듯 하였으나, 1987년 하반기 이후 지가상승이
두드러지면서 부동산시장에서 다시 투기가 만연되기 시작하였음
- 1988년 「8. 10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막고 투기를 억제
하기 위해 양소소득세를 강화하고 등기제도를 보완하여 검인계약서의 제출을 의
무화하도록 하였으며, 규제구역과 신고구역을 확대실시하도록 함

ㅇ 1980년대말에는 종전과 같은 형식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대적으로 국민의 공감대
를 갖는 새로운 차원에서 토지정책을 탈바꿈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음
- 1989년 종합토지세의 도입과 함께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
세제를 내용으로 하는 토지공개념 3법이 제정됨
-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은 단지 정책의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했던 토지공개념이
실정법으로 전환되어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으며, 여러나라의 본보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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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土地供給의 擴大 및 開放時代(1990년대)

ㅇ 이 시기는 토지공개념이 확대도입됨에 따라 토지투기를 억제하고 지가상승을 방지
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정책이 강화됨과 동시에 토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IMF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토지공개념 3법이 작동됨에 따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비롯하여 개발부담금, 토
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전에 없이 강력한 토지정책이 전개됨
- 토지공개념 3법에 부가하여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 「4. 13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발표하여 부동산등기의무제를 도입하고, 토지거래허가
제와 신고제를 확대실시하도록 하였으며, 「5. 8 조치」(대기업의 토지과다보유
억제를 위한 특별대책)를 발표하여 기업의 부동산보유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를 강구함

ㅇ 1990년대 중반부터는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하여 수요억제정책과 함께 공급
확대정책을 병행하고, 부동산관련제도의 정비를 통해 시장왜곡요인을 해소하는 시
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하였음

ㅇ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10개의 용도지역으로 세분되어 있던 국토이용
체계를 5개의 용도지역으로 단순화하고, 준농림지역을 신설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
도지역을 확대함으로써 택지․공장용지 등의 개발용지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였음
- 또한 토지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수급계획을 5년단
위로 수립하여 개발용지의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ㅇ 토지개발의 주체를 다양화하여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1991. 6 민간자본에 의한 공업단지건설의 허용, 1994. 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고 1998. 1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투자법
으로 법률명을 변경하는 등 공영개발 위주로 이루어지던 토지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

ㅇ 한편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1994. 1부터 토지거래허가․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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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대장을 전산입력하여 거래내역을 전산화하였음
- 개인별․세대별 토지소유 및 변동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1995. 2 내무부의 지
적전산화자료 및 주민등록자료, 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자료와 토지거래자료를
통합하는 토지종합전산망을 구축함으로써 투기억제대책의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ㅇ 또한 1995.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
를 의무화하여 부동산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탈법․탈세․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부동산명의신탁과 장기미등기가 규제
되어 부동산거래의 투명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됨

ㅇ 그러나 1997년 12월 IMF구제금융 이후 토지시장의 급변에 대처하여 정부는 시장안
정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였음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토지거래를 원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택지소유상
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를 폐지하며,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1999년말까지 한시
적으로 유보하고 2000년부터 부과율을 25%로 인하하도록 함
- 1998. 5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개정하고, 토지
취득이 금지되어 있던 외국인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토지시장을 완전 개방함
-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농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토지소유규제가 사실상 없어지게 됨

2. 土地政策의 評價와 課題

1) 土地政策의 評價

(1) 土地所有政策
ㅇ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정책수단에는 직접 물리적 소유상한을 정하는 농지소유상한
제와 간접적으로 소유제한의 효과를 가져 토지거래규제제도가 있음
- 종래 직접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제는 토지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함으로
써 택지의 가수요 차단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IMF경제위기를 맞으면서 1998.
12 페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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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지소유상한제는 농지의 집중을 방지하고 자작농을 육성하는데 이바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농가는 경영규모가 영세해지고 농지가 세분되어 기계영농이 어려워, 우루과이협
상(UR) 이후 증가하는 수입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킴
- 농지소유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비농민의 농지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신
규 영농희망자의 진입을 차단함
- 농지의 수요계층을 농민과 영농법인 등으로 한정하므로써 부채상환을 위한 농지
매도까지 어렵게 하여 농지거래의 극심한 침체를 가져옴
- 농지의 취득자격을 규제한 결과 이농 및 상속에 의한 비농가의 소유농지가 증가
하여 농지의 비효율적인 이용을 초래함
- 전반적인 경제여건 변화와 토지정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농지관리의 비효율
을 초래함

ㅇ 종래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은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극히 제한적
으로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투자활동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으로 부동산 서비스시장이 개방되었고, 1997
년말 IMF관리체제로 진입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8. 5 「외국인토지법」으로 개정함
- 이 법은 군사시설보호구역등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외에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꾸는 등 토지취
득의 제한을 폐지함
- 개정된 외국인토지법은 1998. 6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정책효과를 평가할
수 없지만, 미개발토지까지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정서에 부
합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2) 土地利用政策
ㅇ 우리나라는 토지이용제도는 용도지역제에 의거하고 있으며, 지역․지구․구역은 토
지의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구분으로
토지이용계획의 한 유형임
- 용도지역제는 공권력에 의해 토지를 각각 용도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질서있는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형태를 규제하는 일종의 공용제한임
- 오늘날의 토지이용은 “계획없으면 개발없다.”라는 말로 대표되듯이 계획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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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은 건축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점에 특색이 있음

ㅇ 현대적인 토지이용제도는 1962년 도시계획법의 제정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의 발전
계기는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국토이용계획제도가 도입되면서 부터라 할
수 있음
- 현재 80개의 법령에서 총 223개의 지역․지구․구역을 규정하고 있고, 토지이용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 보더라도 48개 법령에서 167개에 달하고 있음
- 도시와 비도시로 구분된 토지이용제도가 전국토를 망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토지이용관리에는 어느 정도 이바지하였으나, 토지이용규제를 내
용으로 하고 있어 계획적인 토지이용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지역․지구․구역은 제도 및 운영상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현행 법제상 지역․지구는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다기화 되어 제도운영의
혼란과 국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가져옴
- 토지이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지구를 지정하거나, 토지이용에 대한 장기
적인 전망 내지 방향설정 없이 현상 위주로 토지이용을 추인하는데 그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개발․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유사한 지역․지구가 중복 지정됨으로써 토지소유자에게 과다한 규제로 인식되
어 민원을 유발함
- 상반된 목적의 지역․지구가 중복 지정되어 토지이용의 상충이 발생함으로써 원
활한 토지개발․이용을 저해함
- 보전을 위한 지역․지구의 지정면적이 과다하여 도시발전 저해 및 지역주민의
반발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 지역․지구가 제반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지정되거나, 사회경제적 여건변
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지역․지구 지정후 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불필요한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음
(3) 土地去來規制政策
ㅇ 토지거래규제는 대사인간의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실소유
자의 토지소유와 토지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함
- 거래규제는 토지취득자격을 중심으로 하는 직접적 규제수단과 토지세제를 통해
자본이득에 대해 중과세하거나 토지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투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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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억제하는 간접적 규제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적인 토지거래의 규제수단으로는 검인계약서제를 비롯하여 토지거래허가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있으며, 토지거래신고제는 규제개혁을 위해 폐지됨
- 간접적인 토지거래의 규제수단으로는 토지세제를 제외하면 부동산종합전산망을
비롯하여 부동산등기의무제, 부동산실명제가 있음

ㅇ 직접적인 토지거래의 규제수단중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억제의 정책효과가 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실수요자의 농지취득을 강제하는 제도로서 효과를 갖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제는 거래정보의 노출을 통한 정책효과가 그다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검인계약서제는 사후검인에 의거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미등기전매를 방지하는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 이외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정책효과가 크나, 처분
권능을 지나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허
가구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음
-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확인의 실효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
고 있음

ㅇ 간접적인 토지거래의 규제수단으로서 등기의무제와 부동산실명제는 거래규제를 간
접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이나, 거래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규제의 정책효과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음
- 미등기전매가 사실상 제도적 틀 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기의무제는 투기억
제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의문시되고 있음
- 부동산실명제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그 효력까지 무효로 함으로써 투기억제를
위한 강력한 정책수단이기는 하나, 탈법행위를 성행케 하는 반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4) 開發利益還收政策
ㅇ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수단으로는 종래 토지초과이득세제와 개발부담금제가 있
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제가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개발이익의 환수정책은 지극히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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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초과이득세제는 그 동안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토지종합전산망의 가동 등 부
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토지가격도 계속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폐지함
- 최근 경제의 어려움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개발사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1999. 12. 31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ㅇ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개발과 용지 공급과정에서 개발자에게 집중되었던 개발이익
을 환수함으로써 토지투기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데 이바지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개발부담금은 자기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행한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개
발이익까지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 환수논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반론
이 제기되고 있음
- 개발사업자가 개발하는 사업지역의 개발이익은 부담금으로 환수하면서 공공사업
의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환수하지 않으므로써 개발이익 환수가 형
평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 土地問題와 政策課題

(1) 土地問題
ㅇ 우리나라의 토지문제는 그 동안 급속한 지가상승, 토지소유의 편중과 이로 인한 자
산이득의 편중, 토지투기와 공급의 제한으로 집약할 수 있음
- 지가는 1960년대의 급등기에 연평균 50%의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고, 1970년대
이후에도 연 20%가 넘게 상승하였으나, 1992년에야 처음으로 하락을 보임
- 토지소유의 편중이 매우 심하여 1988년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
면 전국 민유지의 65.2%를 상위 5%에 해당되는 54만명이 소유하고 있음
- 토지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의 규모가 커서 자본이득이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끼
치고 있음
- 계획의 비체계성과 낙후성으로 질서있는 개발과 효율적 토지이용을 유도하지 못
하고 있음

(2) 土地政策의 課題
ㅇ 토지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생산과 생활을 위한 제활동의 공통기반임과 동시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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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및 장래에 있어 국민을 위한 한정된 자원임
- 국가는 토지의 이용과 개발, 거래 등을 관리하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 임
- 따라서 국가가 토지정책을 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토지정책의 과
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내용으로 함

ㅇ 토지정책은 토지가 천부의 것으로 다른 재화와는 달리 공공성․사회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터전임과 동시에 자손만대에 이어
줄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페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토지의 소유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
- 토지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이 도모될 수 있도록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이 도
모될 수 있도록 함
- 토지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토지시장의 안정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함
-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발생한 증가(增價)는 적정하게 환수되어 토지로부터 발
생하는 이익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함

ㅇ 21세기를 지향하는 토지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
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토지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토지기본법의 제정이 당면과제로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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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土地基本法에 관한 基礎硏究

1. 土地基本法의 意義와 性格

1) 土地基本法의 意義

ㅇ 토지기본법은 토지에 대한 국민의 공통인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을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토지기본법의 이상은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을 선언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정책
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음
- 따라서 토지기본법은 토지에 대한 공통인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국가의 책무와 토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을 기본적 구성원리로 함

2) 土地基本法의 性格

ㅇ 토지기본법은 토지에 대한 이념법 또는 선언법적 성격을 가짐
- 기본법은 법률의 형식을 취하지만 직접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구속하거나 의무
를 과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점에 특징이 있음
- 기본법은 그 취지를 실현하고 실시하는 법률에 대하여 지도적․우월적․유도
적․지침적 역할을 하게 됨

ㅇ 토지기본법의 성격규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거함
- 토지기본법에 저촉되는 종래의 토지법에 대한 효력을 정지(개정, 해석의 변경,
폐지)시키는 성격을 부여하는 방법
- 토지기본법도 법의 존재형식에 있어서는 다른 토지관련법률과 같은 법률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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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토지관련법률에 대해서만 토지기본법에 위배되는 경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방법
- 토지기본법을 단지 이념과 정책의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성격규정하는 방법
- 토지기본법은 근본적으로 선언법적 성격이 부여됨과 아울러 점전적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법률의 체계정비 및 법률의 개정을 의도하는 방법(타당함)

3) 土地基本法의 形式

ㅇ 기본법의 제정은 대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음
①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종래 행해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분야에 대해 정책
을 전개하려고 할 때 기본원칙이나 기본시책을 명시하는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
우(원자력법, 소비자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② 종래의 국가제도나 시책 등을 변경․전환하려고 할 때 그것을 국민에게 선언하
고 이해를 깊게 하며, 기본적인 시책이나 골격을 나타내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농업기본법, 교육법)
③ 종래 행해지고 있던 일정분야의 시책에 대하여 특히 정책으로서 중요성을 강조
하고 행재정면에서 부각시키는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관광기본법, 중소기업기
본법)
④ 특정한 시책에 대하여 행정청의 권한이나 소관사항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기 때
문에 종합성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시책의 종합적인 조정과 전개를 확보하기 위
해 행해지는 경우(풍수해대책법)

ㅇ 토지기본법은 선언법임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정책방향의 제시에 그
의의가 있음
- 토지기본법의 형식의 위 ②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임

2. 土地基本法의 制定 必要性

ㅇ 토지기본법의 입법화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기본철학 내지는 토지사상의 전환과 21세기를 지향하는 토지정책의 전개에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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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에 대한 기본인식의 전환도모
-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의 정립을 통해 국민의 공통인식을 확립하고, 토지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②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둔 관련시책의 제도적 정착도모
- 비록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일부가 폐지되었으나, 정부가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둔 관련시책을 전개해 나가는 근거를 제공함
③ 토지정책의 발전방향 모색
- 미래지향적인 토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전개를 통해 국가발전과 국
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

3. 土地基本法 制定의 基本方向

ㅇ 토지에 관한 공통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기본이념을 선언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함
- 토지의 기본이념을 선언함
- 토지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의 책무를 제시함
- 토지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토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함

4. 他法과의 關係와 期待效果

1) 他法과의 關係

ㅇ 토지기본법이 국무회의나 국회의 결정 또는 국민헌장과 같은 형식을 취하지 않고
법률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 법률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사정에 따라 쉽게 방침을 변경할
수 없도록 국가가 엄격히 구속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
부․사법부를 포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ㅇ 토지기본법이 법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다른 토지관련법률과의 상호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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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됨
- 이는 토지기본법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단순히 법률
에 불과하다고 하면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법률동등의 원칙, 후법우선의 원칙, 특
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토지기본법의 지위가 혼동되기 때문임

ㅇ 토지기본법이 토지에 관한 헌법이라거나 헌법적 법률 또는 준헌법적 법률이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고, 이에 저촉되는 통상의 법률은 무효라는 주장도 있음
- 토지기본법도 형식적으로는 일반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하위에 위치하고, 그
효력도 다른 법률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또한 다른 법률을 규제하는 것이 아님
- 국가법질서의 관점에서 통상의 법률의 우위에 위치하여 헌법과 법률의 중간단계
에 존재하는 준헌법적 법률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여지는 없음

ㅇ 그러나 토지기본법은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이나 토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
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 법에 의해 토지관련법률이 어떠한 내용과 형식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됨
- 토지기본법의 우위적 성격이란 이를 실시하는 법률내용에 대한 지침적 구속 및
이미 존재하는 법령의 해석․적용면에서 구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법질서
에 있어 형식적 효력의 상하와는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지 않음
- 기존의 법률에 대하여는 필요한 개정이,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에 대하여는 필요
한 조정이 행해지는 과정을 통하여 토지기본법의 내용에 합치시켜 나가게 됨
- 어떤 법률의 규정이 토지기본법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때 법률의 효력유무가
문제로 되는 것은 아니나, 국가는 이 법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함
-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토지기본법은 그 실질에 있어서 다른 토지관련법의 우
위에 위치하고 토지에 관한 헌법적 존재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음

2) 期待效果

ㅇ 토지기본법의 제정은 토지법제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임
- 자연법사상에 바탕을 두었던 근대적 재산권의 관념이 바이마르헌법을 계기로 일
대전환을 거쳐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수반하는 현대적 재산권으로 변모한 것에
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공공복리가 강조되는 관념으로의 전환을 가져올 것임

제3장 토지기본법에 관한 기초연구 27

- 이러한 공공복리에 바탕을 두는 토지에 대한 관념의 전환이 결코 토지재산권의
부인에 바탕을 두는 것은 아님
- 어디까지나 재산권의 보장이 전제되는 조건아래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공익
이 우선될 수 있을 따름이라는 제한적 해석을 중시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관념의 전개가 정책으로 이어져 토지에 관한 제도의 법적․이념적 근거
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토지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종래 보다 발전된 토지정책의 전개를 도모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의 정립으로 국민적 합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입법이 의도하는바가 실현될 때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소유․개발․이용
및 보전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며,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장기적인 토지정책방향의 제시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토지정책으로의 전
환을 도모할 수 있음
․토지소유의 편중에 대한 시정을 통해 소득과 자원배분의 정의를 실현하고,
․생활․생산활동의 공통기반으로서 토지가 보유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거래질
서의 확립을 기할 수 있으며,
․투기적 거래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로 불로소
득이 허용되지 않게 되어 정의사회를 다져갈 수 있을 것임
- 세째, 토지기본법을 주축으로 하는 토지관련법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음
․토지기본법이 토지에 관한 다른 법률의 기본으로 기능하고, 다른 법령의 제정
이나 개정시 이에 부합을 계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때 토지관련법의 형식적 체
계뿐만 아니라 내용적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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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日本의 土地基本法

1. 法制定의 目的

ㅇ 토지기본법은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지방공공단체․사업자 그리고
국민의 책무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토지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 적정한 토지이용의 확보를 도모하고 정상적인 수급관계와 적정한 지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法의 性格

ㅇ 기본법은 일반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하위에 위치하는 것이며, 형식적으로는 다
른 법률에 우선하는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이 법은 토지에 관한 기본이념이나 시책의 전개방향을 정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 개별법률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이
들 법률의 상위법적 성격을 지니는 것임
- 이 법은 많은 법률과 같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한다는 실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의 기본방향 등의 추상적 사항을 규정하는
소위 선언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있음

ㅇ 법의 목적인 토지정책의 종합적 추진은 개별주체의 법률․제도의 활용, 개선 등을
통해 실현을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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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법률에 규정하는 사항이 토지기본법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그 법률
의 효력유무가 바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국가가 기본법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할 책임을 진다고 해석됨
- 이러한 의미에서 토지기본법은 토지관련법령상 토지에 관한 헌법적 존재라고도
보고 있음

3. 法의 構成과 內容

ㅇ 토지기본법은 3장부칙 20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토지에 관한 기본적 시책, 제3장은 토지정책심의회로 구
성되어 있음
- 법의 내용은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 국가등의 책무 그리고 토지에 관한 기본적
시책을 그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음

1) 土地에 대한 基本理念

ㅇ 기본이념은 ① 토지에 대한 공공복지의 우선, ② 적정한 이용 및 계획에 따른 이
용, ③ 투기적 거래의 억제, ④ 가치의 증가에 수반되는 이익에 따른 적절한 부담
으로 정하고 있음
- 이들 기본이념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정책지침이고, 국민과 사업자의 행동규
범이 됨
- 토지기본법을 선언법으로 성격규정하는 이유도 기본이념을 선언하는데 있음
(1) 土地에 대한 公共福祉의 優先
ㅇ 토지는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국민을 위한 한정된 귀중한 자원인 점, 국민의 제활
동에 있어 불가결한 기반인 점, 그 이용이 다른 토지이용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점, 그 가치가 주로 인구 및 산업의 동향․토지이용의 동향․사회자본의 정비
상황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의해 변동하는 것인 점 등 공공이해에 관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에 비추어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복지를 우선시키도록 함(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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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適正한 利用 및 計劃에 따른 利用
ㅇ 토지는 그 소재하는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제조건에 따라 적정
하게 이용되도록 함(제3조1항)
- 토지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용되도록 함(동조2항)

(3) 投機的 去來의 抑制
ㅇ 토지는 투기적 거래의 대상으로 되어서는 안됨(제4조)

(4) 價値增加에 隨伴하는 利益에 따른 適切한 負擔
ㅇ 토지의 가치가 그 소재하는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의거 증가하
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해, 그 가치의 증가에 수반하는
이익에 따라 적절한 부담이 가해지도록 함(제5조)

2) 國家등의 責務

ㅇ 이 법은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지방공공단체․사업자 그리고 국
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에 따라 토지에 관한 시책을 종합
적으로 작성하고 실시할 책임을 지고, 사업자와 국민은 토지이용 및 거래시 토지
에 대한 기본이념을 존중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토지에 관한 시
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에 따라 토지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
으로 책정하고, 이를 실시할 책임을 짐(제6조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홍보활동등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동조2항)

(2) 事業者의 責務
ㅇ 사업자는 토지이용 및 거래(이를 지원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토지
에 대한 기본이념에 따라야 함(제7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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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토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함
(동조2항)

(3) 國民의 責務
ㅇ 국민은 토지이용 및 거래를 함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을 존중하여야 함
(법 제8조1항)
-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토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동조2항)

3) 土地에 관한 基本施策

ㅇ 이 법은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을 기본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이 기본이념에 바탕을
두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종합적이고 확실하게 토지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 법을 제정한 의미가 전혀 없어지게 됨
- 토지기본법은 토지에 관한 기본시책을 프로그램규정으로 명백히 하고 있으며, 앞
으로 개별법에 의한 토지에 관한 시책은 기본적 시책에 따라 구체적으로 추진되
어 가게되고, 종합적인 토지대책이 강구되어 가는 것임
- 이를 위해 이 법은 정부가 토지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
정상 및 금융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제9조)

ㅇ 토지에 관한 기본시책은 ① 토지이용계획의 결정등, ② 적정한 토지이용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③ 토지거래의 규제등에 관한 조치, ④ 사회자본정비에 관련
하는 이익에 부응하는 적절한 부담, ⑤ 세제상의 조치, ⑥ 공적 토지평가의 적정화,
⑦ 조사의 실시등, ⑧ 시책의 일치성 확보 및 행정조직의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1) 土地利用에 관한 措置
ㅇ 토지이용계획의 책정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 및 산업의 장래전망, 토지이용의 동향 기타 자연적․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제조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이하 ‘토지이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함(제11조1항)
-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호한 환경에 배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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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고도이용, 토지이용의 적정한 전환 또는 양호한 환경형성 혹은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토지이용계획을 상세하게 수
립하도록 하고, 지역에 있어서 사회경제활동의 광역적인 전개를 고려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토지이용계획을 광역의 견지에서 배려하여 수립하
도록 함(동조2항)
- 또한 이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동조3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조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함(동조4항)

ㅇ 적정한 토지이용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행해지는 양호한 환경에 배려한 토지의 고도이용, 토지이용의 적정한
전환 또는 양호한 환경형성 혹은 보전의 확보 기타 적정한 토지이용의 확보를 도
모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조치를 적절하게 강구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계
획에 관련하는 사업의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12조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지의 확대추진등
공공용지의 확보에 노력하도록 함(동조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치를 강구하는데 있어서 수요에 따른 택지공급의
촉진이 도모되도록 노력하도록 함(동조3항)

(2) 土地去來規制등에 관한 措置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상승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폐
해를 제거하고, 적정한 지가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조치 기
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13조)

(3) 社會資本의 整備에 關聯하는 利에 따른 適切한 負擔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자본의 정비에 관련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가 현저하게 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지역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
는 때는 그 이익에 따라 그 사회자본의 정비에 대한 적절한 부담을 과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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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稅制上의 措置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에 따라 토지에 관한 시책을 근거로
세부담의 공평한 확보를 도모하면서 토지에 관해 적정한 세제상의 조치를 강구하
도록 함(제15조)

(5) 公的土地評價의 適正化등
ㅇ 국가는 적정한 지가형성 및 과세의 적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토지의 정상적인 가
격을 공시함과 동시에 공적 토지평가에 대하여 상호 균형과 적정화가 도모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제16조)

4) 土地에 관한 基本施策의 實現을 위한 措置

(1) 調査의 實施등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실시를 도모하
기 위해 토지소유 및 이용의 상황, 지가동향 등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17조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
인의 권리이익의 보호에 배려하면서, 국가에 대하여 토지소유 및 이용상황, 지가
동향등의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동조2항)

(2) 施策의 整合性 確保 및 行政組織의 整備등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그 정
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제18조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종합적 견지에 입각
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노력하도록 함(동조2항)

(3) 法制上의 措置등
ㅇ 정부는 토지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및 금융상의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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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土地政策審議會
ㅇ 국토청에 토지정책심의회를 둠(제19조1항)
- 심의회는 이 법률, 국토조사법, 국토조사촉진특별조치법 및 국토이용계획법에 의
거 그 권한에 속하게 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외에 내각총리대신의 자문에 응하
고, 토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시책에 관한 사항 및 국토이용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조사심의함(동조2항)
- 심의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해 내각총리대신에 대해, 그리고 내각총리
대신을 통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의견을 신청할 수 있음(동조3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그 관장에 관련하는 것 및 국토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그 관장에 관련
하는 것에 대하여 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동조4항)

(5) 年次報告등
ㅇ 정부는 매년 국회에 지가, 토지이용, 토지거래 기타 토지에 관한 동향 및 정부가
토지에 관하여 강구한 기본적인 시책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여야 함(제10조1항)
- 정부는 매년 이 보고에 관련하는 토지에 관한 동향을 고려하여 강구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시책을 명백히 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동조2
항)
- 정부는 강구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시책을 명백히 한 문서를 작성하는데는 토지
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동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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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土地의 基本理念과 政策方向의 設定

1. 土地에 대한 觀念의 變遷과 轉換

1) 現代 資本主義의 發展과 土地의 所有
(1) 土地에 관한 所有思想의 轉換
ㅇ 제1차세계대전후 사회사상이 소유권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인간의 생활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소유권에 대한 사상도 변화되어 다양하게 전개됨

ㅇ 본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자연법사상에서 유래하였으나, 소유권은 다른 자유권과
는 달리 전국가적인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내지 재산권의 존재
자체가 국가 법질서의 승인에 근거를 두게 되었으며, 헌법에서의 보장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보장으로 전환됨
-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자유권적 성격의 변화가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이었음

ㅇ 재산권에 대하여 사회성이 승인된다면 내용과 한계가 문제로 되며, 이를 위해 소위
‘제도적 보장이론’이 도입됨
- 이는 재산의 사적 소유가 헌법상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자본주의
의 체제 한계내에서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법사상의 지주로 됨

ㅇ 종래의 민법학설은 오로지 개념의 논리를 중시하고, 소유권의 사회적 기능을 가볍
게 보아 왔으나, 제1차대전후부터 이는 중시되고, 해석론 내지 입법론상 소유권의
행사는 적정한 사회적 작용의 실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해 졌음
-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의 결과 토지의 현실적 이용자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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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나타났으며, 이는 전후 농지개혁의 사상적 기반을 이루었음

ㅇ 19세기말 이래 자본주의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개인의 무제한적인 자유에 대
하여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는 관념의 전환과 함께 필연적으로 소유권의 개념에 대
한 재검토가 제도적으로 나타남
- 이러한 사소유권제도는 보다 나은 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민
주주의의 기초인 개인자유의 전제이기도 함
- 자유세계의 모든 나라가 재산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반면, 사회성 또는 공
공성을 아울러 선언하고 있음

2) 財産權의 現代的 展開

ㅇ 근대 헌법상의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었으므로 인권으로서의
소유권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었음
- 이는 현대 헌법이 재산권보장조항에서도 근간을 이루는 관념이며, 인격의 자유가
재산권의 중핵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재산권의 중핵이 되는 부분은 그 보장이 강조되는 한편, 그렇지 않은 부
분은 입법자에 의해 규제가 허용되고 있음

ㅇ 현대 헌법에서의 재산권보장은 전국가적 자유에서 만이 아니라 국가법질서의 승인
아래 놓여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재산권의 자유권적 성격의 변화는 바이마르헌법의
영향에 의거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사회성이 강조되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한 재산권의 제한이 정당화되고 또한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그 강도가 점점 더해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임
- 특히 토지재산권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과는 달리 그 제한이 강조되
고 있음
- 현대 헌법이 제규정에서 미루어 볼 때 재산권에 대하여는 사회국가원리를 실현
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질서의
확립을 의도하고 있음

ㅇ 각국의 헌법은 재산권의 보장과 함께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근대의 절대적 소유권은 많은 발전과 변화의 과정을 거쳐 현대법으로 탈바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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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그 제한의 강도가 점정 강해져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이제 소유권은 절대적 무제한의 지배권으로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어진 것은 명
백한 사실로 되었고, 소유권은 사회협동생활을 위해 많은 제한을 받는 것이며,
동시에 의무를 수반하는 것임

3) 現代 財産權制度의 特徵

ㅇ 제2차세계대전후 많은 나라의 재산권제도는 많은 변모를 보이고 있음
-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제도의 전통은 공적 관리의 강화와 사유제의 부분적인 부
정에까지 나아가고 있음
- 그러나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소유․이용․개발 그리고 보전을 위해 공권력에 의
한 규제가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한계를 지님

ㅇ 특히 80년대에 들어와서는 토지법제가 발전을 거듭하여, 근대적인 소유권의 관념은
설자리를 잃고 말았음
- 현대적 재산권제도가 많은 개별법을 낳고, 이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이 일
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남
- 토지소유의 제한도 단순한 경찰적 관점에서의 제한에 그치지 않고, 계획적 관점
에서의 제한 내지는 합리적인 생활환경의 창출을 위한 총체적 규제로 그 중점이
옮아 감

ㅇ 공법적 제한의 방법도 토지의 물적 보전을 위한 이용규제로부터 합리적 이용을 위
한 이용규제로 전환되어 이용강제를 포함하여 의무부담을 확대시킴
- 사적 토지소유에 대한 공적 제한의 방법은 감독적 내지 지도적 성질만으로 국한
되지 않게 되었고, 행정청의 인가나 허가에 의존하여야 할 사항이 양적으로 증
대하여 새로운 공권력의 개입을 당연시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현대 재산권제도의 구체적 표현은 그 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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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土地政策의 基本原理

ㅇ 토지정책은 그 나라의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그 특색을 달리함
- 토지정책의 기본원리는 실정제도에 실현될 수 있으므로 소유를 비롯하여 이용,
거래규제, 개발이익환수 등 토지제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음
- 토지정책의 기본원리는 토지관련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분석할 때 공공성과 사회
성의 원리, 최유효이용이 원리, 국민생활안정의 원리 그리고 공평부담과 공평배
분의 원리로 집약할 수 있다.

1) 公共性․社會性의 原理
ㅇ 토지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생산과 생활을 위한 제활동의 공통기반임과 동시에 현
재 및 장래에 있어서 국민을 위한 한정된 자원임
- 토지의 가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증대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우리는 좁은 국토공간에 밀집하여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희소성으로 인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만큼 토
지의 공급에 한계성을 지니고 있음

ㅇ 이와 같은 토지의 특성과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토
지에 대하여는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다른 재산권 보다 강력한 제약이 과해질 것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 토지가 개인의 재산이지만 태양․물․공기와 같이 어떤 한 사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생각할 때 고도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음

ㅇ 이러한 기본원리는 토지관련법률의 저변에 흐르는 이념으로, 헌법상 공공복리에 적
합한 재산권의 행사(제23조제2항)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동조제3항), 민
법상 법률의 범위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제211조)를 토지에 대
하여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토지의 공공성․사회성의 원리는 다른 기본원리의 상위에 위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로 기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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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最有效利用의 原理

ㅇ 국민 모두가 한정된 국토공간을 보다 살기좋은 터전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토
지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이는 국토공간의 균형개발을 의미하며, 토지정책이 추구하는 이상이기도 함
- 토지정책은 토지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좁은 국토공간의 균형발전을 이
룩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토지이용제도는 토지이용의 질서를 도모하고 유효한 토지이용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규제와 유도를 내용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보편적인 수단으로
채용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제도는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할 것인가 이용하지 않
을 것인가를 포함한 토지이용의 전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유에 맡겨져 있음
- 토지는 생산․생활을 통한 제활동의 공통기반이고, 국민생활을 위한 한정된 자원
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의 이익증진을 위해 유효하고 적절하게 이용되도록 하여야 함
- 급격한 도시화의 진전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보다 토지의 최유효이용이 강
구될 수 있어야 하고, 국토공간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최유효이용의 원리는 토지정책이 추구하는 독특한 기본원리임

3) 國民生活安定의 原理

ㅇ 토지가 생산과 생활의 공통기반이고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는 이의
이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
- 단지 지가상승을 통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하는 것은 허
용되어서는 아니됨
- 토지관련법률이 국민생활의 증진, 국민주거생활의 안정, 도시의 건전한 발전, 공
중편익의 도모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그 내용
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 임

ㅇ 종래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지가상승, 토지이용질서의 문란 등 국민생활에 많은 폐
해를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의 물적 상한, 거래규제, 유휴지의 지정
과 이에 대한 중과세, 공영개발, 대리개발이나 대리경작 등의 제도를 두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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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정책은 보다 더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성숙시켜 나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4) 公平負擔과 公平配分의 原理

ㅇ 오늘날의 토지정책은 공평부담과 공평배분을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여야 함
- 이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요청이며, 사회정의의 실현과 함께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위해 불가결함
- 공평부담은 주로 강제적 토지취득의 경우에, 공평배분은 불로소득의 증가를 개발
이익으로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음

ㅇ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재산이 필요로 하는 경우 공익
사업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
산권을 강제취득할 수 있음
- 이는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부
득이 하게 하는 것이므로 재산적 보전(補塡)을 요하며, 이러한 강제적 토지취득
에 대해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여야 함

ㅇ 한편 지가는 계획의 결정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상
승하거나 하락함
- 토지가치의 증대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공평배분의 견지에서 이익의 일
부를 사회에 환수하는 것이 마땅함
-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발생한 증가는 불로소득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수
되어야 하고, 환수된 증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나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으
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이와는 달리 재산권의 제한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발생된 손실이 특별한 희
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보상이 제도화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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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土地에 관한 基本理念의 設定

1) 土地에 대한 基本認識과 觀念의 轉換

(1) 土地의 資産性․共有財産性
ㅇ 가장 유리한 자산으로서의 토지
- 우리는 70년대 이전만 해도 농업에 온 국민이 매달려 살아야만 했으므로, 토지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했음
-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적 여건이 향상된 오늘에도 토지에 대한 집착이 여전한 것
은 “토지가 가장 유리한 자산이다.”거나 “지가가 상승하면 상승된 이익은 당연
히 토지소유자의 것이 된다.”는 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관념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토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
에 의거하는 것임

ㅇ 인류의 공유재산으로서의 토지
-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토지는 공기나 물과 같이 천부의 것으로서 인간의 노동에
의한 생산물이 아니며,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없는 유한의 것임
- 토지는 보통의 재화나 상품과는 본질적으로 달라 이를 사유화하거나 상품으로서
이윤의 대상으로 할 성질의 것은 아님
-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택지나 농지는 인간이 조성한 것으로 생
존에 절대 필수불가결한 기반을 이루는 것이며, 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토지에
인간이 살아 간다는 것은 천부의 인권인 것임
- 그러기에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는 토지는 강한 사회적․공공적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음

ㅇ 이와 같이 토지는 한편으로 사유재산제도의 체계속에 구성된 사적 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공적 성격에 의해 공유재산성이 강조되고 토지
본래의 용법에 따라야 한다는 서로 대립하는 두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음

(2) 土地에 관한 觀念의 轉換
ㅇ 제악의 근원인 토지
- 공공재인 토지가 지가상승으로 인해 이익을 낳는 최고의 상품으로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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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상승은 누구든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여서라도 사 두기만 하면 이익을 얻는
다는 대중의 심리에 자극되어 토지신화를 정착시켜 왔음
- 이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면 할수록 가진자는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주지만 가지
지 못한 자에게는 어려움만 더해 주게 됨
-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토지정책이 강력히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며, 그 전제로
서 토지소유권에 대한 관념의 전환이 요청됨

ㅇ 공공재산으로서의 토지
- 토지는 인간생활의 기반이며, 인간의 생산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원임
- 우리는 토지를 떠나서는 생활도 생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는 인간의 생활
공간으로서, 생산공간으로서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존재하는 것임
- 이러한 연유에서 토지는 그 자연적 속성으로 인해 다른 재화보다 강한 공공성을
지니며, 또한 연속되어 있어 강한 상린성을 지니고 있음
- 토지는 그 성질상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천부의 비인공물적인 존재로서
사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공재산으로 돌려야 하는 것임
- 토지를 이윤의 목적으로 하여 상품화하고,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본래 허용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관념의 전환을 통해 공공재산으로서 토지의
특질을 강조해 나가야 할 것임

2) 土地에 대한 基本理念으로서 價値基準

ㅇ 21세기를 지향하는 토지의 가치기준
- 토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고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야 천부의 것
이므로 공공복리를 우선하여야 함
- 토지의 기본이념으로는 토지에 대한 공공복리의 우선과 함께 실수요자의 토지보
유 및 투기억제, 토지의 계획에 의한 합리적 이용,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증가(增
價)의 적정배분을 상정할 수 있음

(1) 土地에 대한 公共福利의 優先
ㅇ 헌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유제산제를 보장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해에 관계하는 특
성을 지니고 있음
- 토지는 일반재화와는 달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 국민을 위한 한정된 귀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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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인 점, 국민의 제활동에 있어 불가결한 기반인 점, 그 이용이 다른 토지의
이용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점, 그 가치가 주로 사회자본의 정비상황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변동하는 점 등을 지님
- 이와 같은 토지의 특성에 비추어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복리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그 특성에 상응하는 공공적 제약이 과해지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 이념은 헌법 제23조제2항의 공공복리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을 토지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하는 것임

ㅇ 헌법 제23조제2항의 규정하에서 어느 정도까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제약을 가할
수 있는가는 일반론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들고 있음
- 제약의 목적이 공공복리를 위해 제약을 가하는 합리적인 필요성을 지닐 것
- 제약의 내용이 제약을 가할 필요성에 상응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 있을 것

ㅇ 이 기본이념은 토지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공공의 관점에서의 제약이 가해져야 하
는 것을 추상적, 일반적으로 나타낸 것임
- 토지문제의 동향에 비추어 토지에 관한 모든 제약중에서도 특히 필요로 하는 이
념을 나타낸 것임
- 따라서 다른 기본이념의 위에 위치하는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음

(2) 實需要者의 土地保有 및 投機抑制
ㅇ 토지가 투기적 거래의 대상으로 될 경우
- 토지수급의 불균형과 지가상승을 초래함
- 당해 토지가 장래 기대이익을 예상하여 매매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나 그 토지
의 이용가치에 상응한 가격과는 현저하게 괴리된 가격이 형성되며, 그것이 주변
의 거래에 영향을 미쳐 지가상승을 초래함
- 투기의 대상으로 된 토지는 차익의 향수를 목적으로 하여 취득․보유되기 때문
에 적정하게 이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ㅇ 토지는 국민의 제활동의 불가결한 기반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가격의 상승이나 유
휴화는 국민생활에 현저한 폐해를 가져오게 됨
- 따라서 토지는 실수요자만이 보유하여야 하고, 투기적 거래의 대상으로 되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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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됨

ㅇ 토지가 국민생활이나 사회경제활동의 기반으로서 불가결하고, 양적으로 한정된 자
원임
- 이와 같은 특성에 비추어 토지는 자산으로서 소유하는 측면보다도 어떻게 이용
되어야 할까라는 측면이 중요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장래 전매차익을 얻기 위한 토지취득을 억제함으로써 소유단계에서부터 적
정한 토지이용의 실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

(3) 土地의 計劃에 의한 合理的 利用
ㅇ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제도는 용도지역제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대하
여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음
- 그러나 토지는 국민을 위한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고, 제활동의 불가결한 기반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적정하게 이용되는 것이 국민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중
요함
- 예를 들어 사회자본의 정비나 인구․제기능의 집적이 추진됨에 따라 편리성이
높은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토지가 저․미이용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아니됨
- 따라서 토지이용은 모든 소유자의 자유에 맡겨져서는 아니되며, 국민전체에게 바
람직한 방향으로,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제조건에 따라 최적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이와 같은 의미에서 토지는 지역의 제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이용되어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토지는 자산으로서의 면보다도 여하히 이용되도록 하여야 하는가가 중요함
- 환언하면 토지는「소유에서 이용으로」라는 철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ㅇ 토지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
획의 수립과 실현이 중요함
-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고, 질서있는 토지이용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이 불가결함
- 따라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이용
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
지이용이 당해 계획에 따라 행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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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不勞所得의 社會的 還收
ㅇ 토지가치의 증대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나 철도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 용적률의 완화 등 토지이용규제의 변경등 외
부적 요인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음
- 이 때문에 국민 사이에 토지소유자등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막대한 이
익을 받는 것에 대한 불공평감이 증대하고 있음
- 또한 이와 같은 자산으로서 토지의 유리성 때문에 국민일반에 토지소유에 대한
집착의식이 강함

ㅇ 인구의 집중이나 도로의 정비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토지가치의 증대로 인해 이익
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의 환수를 기본이념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토지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배분을 통
해 공평의 확보에 이바지함
- 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이익에 대하여 적절한 부담을 과함으로써 자산으로
서 토지의 유리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4. 土地政策의 基本方向
1) 實需要者 中心의 土地所有

ㅇ 토지는 생활과 생산활동을 위해서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실수요중심 소유의 조
치강구
- 가수요와 투기적 소유를 억제하는 조치강구
- 소유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강구

2) 計劃에 의한 土地利用

ㅇ 토지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조치강구
- 개발과 보전의 조화 아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

치강구
- 토지이용의 질서를 도모하고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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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내용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강구
- 토지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환경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지이용
계획의 강구
3) 土地去來秩序의 確立과 地價安定

ㅇ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지가상승을 억제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과 적정한 지가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거래규제의 조치강구
- 투기적 거래를 배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강구
- 적정지가의 형성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 강구
-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하고 등기하는 조치 강구

4) 開發利益의 還收와 開發損失의 補償

ㅇ 토지로부터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강구
- 자신의 노력이나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불로소득이 사회적으로 환수
될 수 있는 조치강구
-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의한 증가, 공공사업으로 인한 증가, 용도전환으로 인한
증가가 환수될 수 있는 조치강구
- 공공사업의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환수를 통해 사업지내 피수용자와
의 형평이 도모될 수 있는 조치강구

ㅇ 토지의 수용 및 토지이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특별희생에 대한 적정보상의 조치
강구
-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적정보상 강구
- 토지이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적정보상 강구
5) 適正租稅의 賦課

ㅇ 토지기본이념의 구현과 토지기본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조세의 조치강구
- 토지소유의 편중완화, 토지공급의 촉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위한 적정조
세의 부과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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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土地情報의 體系化와 活用

ㅇ 토지정보의 구축을 통한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의 강구
- 토지소유 및 이용상황에 대한 조사실시 강구
- 적정지가수준의 정기조사와 공시 강구
- 지적과 등기의 사실부합을 위한 조치강구
- 토지종합전산망의 구축과 활용을 위한 조치강구

5. 土地基本法의 實現을 위한 措置

1) 國家와 國民의 義務

ㅇ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이에 따라 토지정책
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ㅇ 국민은 토지를 소유하고 이용하며, 거래를 행할 때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을 존종하
여야 함
- 국민은 정부가 실시하는 토지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年次報告등

ㅇ 정부는 매년 토지소유, 토지이용, 토지거래, 개발이익의 환수, 토지정보 등에 관한
동향 및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한 신년도에 강구하려고 하는
정책의 내용에 대하여 작성함
- 연차보고서는 문서로써 작성하고, 토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국회에 제
출하도록 함
- 이 법에 연차보고서를 도입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 연차보고는 삭제함

50

3) 法制上․財政上의 措置
ㅇ 정부는 토지에 관한 법률등의 제정․개정시 토지기본이념을 구현하고,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이 실현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토지기본이념에 합치하는 법률의 제정․개정강구
- 토지정책의 기본방향과 부합되는 법률의 제정․개정강구

ㅇ 정부는 매년 토지소유, 토지이용, 토지거래, 개발이익의 환수, 토지정보 등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 및 금융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4) 土地政策審議會의 設置․運營

ㅇ 정부는 건설교통부에 토지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토지소유․토지이용․토지거래․
개발이익의 환수․토지정보 등에 관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토지관련법률의 제정 및 개정시 토지기본법상 기본이념과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가의 여부를 심의함
- 연차보고서상 토지정책을 위해 강구한 조치 및 강구할 조치에 대하여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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