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kam Real Estate Law Review

일감부동산법학┃제12호
2016년 2월 3-70쪽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Vol.12, Feb., 2016. pp.3-70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

부동산 개발법제의 현황과 과제
- 독일 개발법제와 관련하여 -

The Current State and Task of the Legal
System Regarding Real Estate Development
-In Connection with German Legal System of Development 강 현 호*
1)

Kang, Hyun-Ho

목 차
Ⅰ. 착점
Ⅱ. 부동산의 법적 의미
Ⅲ. 계획과 부동산개발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동산 개발을 위한

Ⅴ. 독일 부동산개발법제의 현황
Ⅵ. 우리나라 부동산개발법제의 과제
Ⅶ. 결 론

토지이용법제의 현황

부동산이란 민법적으로는 물건으로서 사적인 자치의 대상이 되지만,
공법적으로는 공익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과 이용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국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재산적
가치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을 향유하기 위해서도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법제는 그동안의 과
오를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이제 계획 없는 개발은 없다는 모토 하에 전체
적인 차원에서 큰 틀을 형성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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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인 체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현 단계부터는 기본적인 체제를 존중
하면서 상호간에 모순적인 내용을 고쳐나가고 보다 효율적인 체제를 정
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앞서간 독일의 부동산개발법제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 독일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합의 원칙과 역
흐름의 원칙과 같은 규정들을 보다 상세하고도 효력을 분명하게 하여 입
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고려
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담아낼 수 있는 절차법적 그리고 실체법적인 체제
의 정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요청되는 요건들을 보
다 간명하게 하여 국민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의 범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규정들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개
발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한바,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
가법상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들의 범위는 너무나 커서 실질적으로 환
경을 고려하기에 부족하므로 보다 실질적인 환경평가로 방향전환이 요
청된다.
[주제어] 부동산, 부동산개발, 계획, 국토, 토지이용, 공간질서, 체계정합성,
환경평가

Ⅰ. 착점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부동산 하면 토지를 떠 올린다. 법적으
로 보면 부동산 역시 물건의 하나로서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제1항
에 의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규율되고 있다.1) 물건
이란 역시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제1항에서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

1) BGB § 90 Begriff der Sache: Sachen im Sinne des Gesetzes sind nur körperliche
Gegenstände. § 94 Wesentliche Bestandteile eines Grundstücks oder Gebäudes (1) Zu den
wesentlichen Bestandteilen eines Grundstücks gehören die mit dem Grund und Boden
festverbundenen Sachen, insbesondere Gebäude, sowie die Erzeugnisse des Grundstücks,
solange sie mit demBoden zusammenhängen. Samen wird mit dem Aussäen, eine Pflanze
wird mit dem Einpflanzen wesentlicherBestandteil des Grundstücks. (2) Zu den wesentlichen
Bestandteilen eines Gebäudes gehören die zur Herstellung des Gebäudes eingefügtenSa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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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리고 제2항
에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의 규
정에 의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로서 건물이 대표적인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거나 움직이기에 어려운
것이어서 그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불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은 부동산에 대단히 의지되어 있고, 우리 인간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 된다. 민법 제252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반하여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여 무주의 부동산과 동산 사이에 소유권의 귀속에 있
어서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민사법적인 규율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이 권리주체에게 소유권 내지 점유권의 객체가 된다면, 공법적으로는
공익적 차원에서 다양한 규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규율을 정당
화 하는 근거로는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헌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면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
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율하여 부동산보다
는 국토라는 보다 공적인 차원에서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토의 개발 내지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계획적인 수단의 활용을 언급하
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122조에서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
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
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규율하여 공법적인 규제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부동산의 존재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역시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 국가와 사회의 공익 나아가 개개인의 사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고 할 것이다. 이러한 존재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개발(Entwicklung)
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개발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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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용도변경,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과 각종 시설
의 설치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개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인간의 생활상 수요, 즉 의식주, 쇼핑, 레저,
취미나 기호 등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부동산
을 건축 또는 조성의 방법에 의해 개량하는 활동을 말한다.2) 우리나라에
서도 선사 이래로 부동산에 대한 개발은 이어져 왔고, 과학기술의 역할
을 힘입어서 다양한 개발방식들이 이루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부동산의 개발과 관련하여 먼저 부동산의 법적 의미(II)에
대해서 고찰해 본 연후에, 계획과 부동산개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음미
한 후(III)에, 우리나라의 부동산개발법제를 개관한 후(IV), 독일에서의
부동산 개발법제를 고찰한 다음에(V),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개발법제
의 현황과 과제를 위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VI).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는 부동산 개발법제를 어느 정도 수준의 반열에
올려놓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몇 가지 점들에 있어서는 다소간 보완
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Ⅱ. 부동산의 법적 의미
부동산의 법적 의미는 크게 재산적 의미, 공공적 의미와 환경적 의미
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사법적으로는 부동산은 소유권 내지 점유권 그리고 각종 제한물권
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공법적으로는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부동산은 결국 우리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이러한 재산권은 결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영업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닐 수밖에
2) 김재권, 부동산개발법테크, 매일경제신문사, 2010,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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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다. 특히 부동산은 그 개발의 가능성에 의거하여 재산권적
가치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의 국부는 국내총생산의 약 8배로서 1경
1,039조원 정도에 달하고, 이를 일인당으로 나누면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로 예상할 수 있다. 국가의 비금융자산의 총계는 약 11,078조원이고 그
중에서 토지자산은 약 5,848조원으로서 약 53%가 토지에 기초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3)
부동산 역시 물건의 일종으로서 다양한 목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동산은 개인의 삶의 안정한 정착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내지 도시계획시설
의 설치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목적성에
의거하여 헌법으로부터 시작하여 법령들을 통해서 다양한 규율들이 나
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금에 이르러서는 부동산이 지니고 있는 항구성, 영속성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한 번 훼손되면 원상복구를 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환경보호의 관점에서도 많은 관심을 지니게 된다.
부동산의 법적 의미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관’을
전제로 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특히 토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이를
인간의 이익을 위하여 개발하고 이용하자는 개발주의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개발하지 말고 보존하자는 보존주의도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대립은 특히 환경과 관련하여 보다 심대하게 나타나는데, 인간주의적
환경관에서 시작하여 생태주의적 환경관까지 다양한 관점들이 등장하
고 있다.4) 부동산은 인간에 의하여 개발될 때 비로소 참된 의미를 향유
하게 된다. 달이나 화성 아니면 태양계 너머에 있는 부동산이 현재적으
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개발할
3)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4) 강현호, 환경국가와 환경법, 신론사, 2015, 62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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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부동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개발이란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를 모두 함유하고 있는바, 주택을 건설하고 도로를 개설하거
나 공원을 가꾸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경관이
나 풍치를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개발을 관리
주의적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5) 우리 인간들이 토지 등 부동산
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개발이라는
것도 이러한 관리자로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미래
세대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법적 특히 공법적 접근에 있어서는 이처럼 가치관적
관점의 정립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은 토지를 포함하여 인간생활의 중요한 토대이므
로, 인간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니고 관리하여야 한다. 우
리 인간이 부동산의 창조주가 아니고 수임인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6) 2. 부동산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발현할
수 있는 토대로서 소유보다는 이용의 촉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
한 점에서 재산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존속보장보다는 가치보장의 관점
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7) 3. 부동산의 개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주택의 보급이 중요한 가치라고 하여 드넓은
평야의 한 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고층의 아파트를 볼 때마다 후세대들
을 바라볼 면목이 서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아픔에 불과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또한 개발방식과 관련하여 소위 달동네를 개발한다고
무조건 전체적으로 건축물들을 허물고 아파트만 짓는 것으로부터 탈피
하여 기존의 아기자기한 멋과 더불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완하는 개발
방식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 부동산의 이용과 관련하여 객관
5) 강현호, 환경국가와 환경법, 신론사, 2015, 69-70쪽.
6)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7) 강현호, 국가경영행정법, 디비북스, 2012, 431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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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준의 수립이 요청된다. 법치국가의 원칙에서 바라볼 때 중요한
예측가능성, 명확성의 원칙이 요청된다. 이러한 객관성은 부동산 개발계
획의 완성도에 상당히 많이 의존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5. 부동산 이용
에 있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체계성과 통일성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상호간 그리고
전체계획과 부분계획 상호간 나아가 종합계획과 전문계획 상호간에 기
능적인 조정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 부동산의 이용은 조화
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여야 한다
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Ⅲ. 계획과 부동산개발
이성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건축 내지 건설에 대해서 선계획이 필요하
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재산권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서는 자신의 토지를 자신의 뜻대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이러한 공익과 사익의 조화로운 발전이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서서
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독일에서도 처음에는 건축의 자유(Baufreiheit)가
인정되었다.8) 그리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가지는 재산권의 내용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건축을 하는 경우에 건축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뜻대로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건축을
하든지에 대해서 자신의 처분권을 향유하는 건축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었다. 1794년 프로이센 일반주법 제1장 제8절 제65조(§65 I 8)에서
‘소유권자는 통상적으로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진다(in der Regel … seinen Grund und Boden mit Gebäuden zu
besetzen)’라고 규정하였다. 독일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1882년 6월
8) Brohm, Winfried, Öffentliches Baurecht, Verlag C.H.Beck, 2002, S. 5. Rn. 6 ff.

9

10

일감 부동산법학 제 12 호

14일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9)에서도 이러한 건축의 자유와 관
련된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확인되는 바, 동판결에 의하면 베를린의 크로
이쯔베르크에 있는 전승기념탑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Sicherung der
Sicht auf ein Siegesdenkmal) 일정한 지역에서 건축의 고도제한을 규정하
는 경찰명령에 대하여, 고등행정법원은 경찰권은 소극적인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만을 취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동 판결은 프로이센일반주
법 제2장 제17절 제10조10)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임무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찰은 다만 소극적인 위험의 방지만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것이지 적극적인 의미에서 도시건설적인 공공복리를 위해서 행사할 수
는 없다고 보았는데, 판례의 이러한 기조는 건축의 자유를 포함하여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11)
그렇지만 사회의 발달에 따라서 건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건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먼저 도로
및 건축선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는바, 게마인데는 도로와 건축선을 자신
의 자치권에 근거하여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로의 건설을 위하
여 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러한 도로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는 경관의 산만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단히 중요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건축은 불허되었다. 점차적으로 건축의 자유가 공공의 안녕
과 질서 유지라는 경찰법적 사유로도 제한되기 시작하였으며, 나아가
9) PreußOVGE 9, 353ff.(Die Entscheidung des Preußischen Oberverwaltungsgerichts vom 14.6.
1882).
10) §10 II 17: Die nöthigen Anstalten zur Erhaltung der öffentlichen Ruhe, Sicherheit und
Ordnung, und zur Abwendung der dem Publiko, oder einzelnen Mitgliedern desselben
bevorstehenden Gefahr zu treffen, ist das Amt der Polizey.
11) PreußOVGE 9, 353ff.(Die Entscheidung des Preußischen Oberverwaltungsgerichts vom 14.6.
1882): 경찰명령의 수권조항은 프로이센일반란트법 제2장 제7절 제10조인데, 동 조항
은 공공복리를 위한 경찰권 발동의 근거조항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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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을 위한 계획법적인 근거로도 건축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이르
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건축의 자유가 강하였으나, 차츰 공공
복리에 근거하여 건축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특
히, 2002년 들어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기본법이 제정
되었으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법이 제
정되는 등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
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
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亂
開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동법에서는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
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하였다.12)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동산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법제의 현황
일단의 부동산 특히 토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토지를 어떠한 특정의 용도로 개발을 하고자 상정하고 접근하게 된다.
개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이용용도는 하나의 의도일 뿐이고, 결국은
그러한 용도가 법령에 의거하여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체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내지 위락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물론 다른

12) 강현호, 국가경영행정법(하), 2013, 디비북스, 175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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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러한 토지에
대한 용도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토지
이용과 관련된 용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계획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계획들은 크게 종합계획과 전문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계획은
말 그대로 하나의 계획이 도로, 환경, 해양, 기후, 국가발전 등의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계획하는 것이고, 전문계획은 도로, 철도, 지하철,
댐건설, 자연환경 등 특정의 분야 내지 특정의 사업에 한정하여 계획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헌법적
결단에 기초하여 법률로서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그리고 개별 법률들이 마련되어 있다.
일단 큰 틀에서는 국토계획이 대강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다음으
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그리고 도시
군관리계획의 순서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중간에 끼어드는
특수목적의 계획들이 있는바, 문제는 기본틀을 형해화 하지 아니하도록
특수목적의 계획들을 되도록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이러한 계획들을 기존의 틀에 조화롭게 부합시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1.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
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기본법은 그야말
로 기본적인 사항들만을 규율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을 비롯하여,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등 중요한 가치들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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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계획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
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국토기본법 제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
다. 국토계획의 종류로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되고 있다(제2항). ‘시⋅군 종합계획’
을 국토계획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이를 다시금 국토계획법에 의하
여 수립되는 도시⋅군계획으로 갈음하고 있는바, 이러한 갈음은 계획의
체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토기본법상의 국토계
획은 상위계획으로 대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세부적인
수준으로까지 규율하는 것 자체가 국토계획과는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을 교차적으로 갈음하게 하는
것은 계획들 상호간의 중요한 위계질서에 있어서 모순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군 종합계획’은 국토계획의 유형으로부
터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13)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계획들 상호간에 우열순위인데,
동법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 “제7조(국
토계획의 상호 관계) ①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
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
어야 한다. ② 도종합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
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
며,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년 5월 30일] 제8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13) 강현호, 국가경영행정법(하), 2013, 디비북스,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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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년 5월 30일]”
이러한 계획을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지역계획이나
부문별계획과 도종합계획 내지 시⋅군종합계획과의 우열관계가 명확하
지 않다는 문제점이 엿보인다. 계획이란 상호간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고로,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우열관계를 명확
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 국토기본법에서는 이를 누락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국토종합계획이 가장 우선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국토종합계획에
서는 대강의 방향만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바, 그 다음에 우선하는 계획
이 무엇인가가 불분명한 문제가 보인다.14) 도종합계획과 지역계획과의
상호간의 우열문제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15)
14) 참조: <www.korea.go.kr/>,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 동 국토종합계획
에 있어서 가장 세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권역별 발전방안만 보더라도 기본적인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정도의 대단히 추상적인 계획임을 알 수 있다:
제5편 권역별 발전방향
제1장 수도권
가. 권역의 비전 및 기본목표.
1) 비 전: 수도권을 동아시아 중심대도시권으로 육성
2) 기본목표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경제체제 형성
■동아시아 관문역할을 위한 국제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녹색성장 선행모델과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확보
■자율적인 광역성장관리체제 구축 및 권역간 연계협력 강화
나. 권역의 발전방향.
 동아시아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거점 및 지식산업클러스터 육성
◦ 서울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제업무거점을 형성하고 경인축을 국제업무
축으로 육성
◦ 인천시 및 경기도 서해안 일대는 인천공항 인천항 및 평택당진항을 이용하여,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용의⋅무의⋅시화지역은 관광레저산업을 집중 육성
◦ 환발해만 지역에 대응하여 인천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시화⋅화성지역을
포함하는 경기만 일대를 대중국 전략기지로 특성화 발전
◦ 문화콘텐츠 디자인 소프트웨어산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과 로봇바이오, U-헬스,
IT 기반융합, 고령친화, 신재생에너지 등 지식기반제조업의 거점으로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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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종합계획

▶ 지역계획
▶ 도종합계획

 수도권발전계획
 지역개발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

▶ 부문별계획






전국항만계획
전국공항계획
전국도로망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 시군종합계획

[국토계획체계]16)

2.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
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에서
역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기본원칙과 이념들을 설정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동법에서는 계획의 종류를
광역계획권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
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제4조에서 계획 간의 우열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동법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
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
15) <www.gg.go.kr/>, 경기도 종합계획.
16)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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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
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
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
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 제1항, 제139조 제1항, 제2항에서는 광역
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
다. <개정 2013년 7월 16일>[전문개정 2011년 4월 14일][시행일: 2012년
7월 1일] 제4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이러
한 규정에 의거할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토관련 계획들의 우열관계는
다음과 같다: 국토종합계획 - 국가계획17) - 광역도시계획 - 시군도시기
본계획 – 시군도시관리계획의 순서로 우열관계가 성립한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국가계획이라고 사료되는데, 이
러한 도시계획에 대한 국가계획의 우월성으로 인해서 다음의 제8조와
제9조의 조항들이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8조(다
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 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
17)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국가계획”
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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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년 4월 14일, 2011
년 7월 28일, 2013년 3월 23일, 2013년 7월 16일>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년 4월 14일, 2013년 3월 23일,
2013년 7월 16일> 1. 제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년 2월
6일][제목개정 2011년 4월 14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러한 국가계획
은 도시계획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바, 그렇다면 국토계획법상
의 도시계획으로서의 용도지역계획보다 국가계획상의 용도지역계획이
상위에 놓이게 되는바, 그러한 우선관계를 설정한 연후에, 다시금 국가
계획을 통한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계획이나 계획변경을 제한한다는
것은 상호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계획법 제4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가계획은 도시계획에 우선하는데, 상호모순 되는 경우에는
국가계획이 우선하게 되므로 만약의 경우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A가 B보다 우선한다고 하면서도, 다시금 B가 A보다 우선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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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토계획법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
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계획과 관련한 일반원칙으로서 부문
별계획이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것인데, 오히려 동규정은 이를 거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3. 토지이용관련 개별법제
국토계획법과 구분되어야 할 법이 바로 건축법이라고 할 수 있는바,
과거에는 건축법 안에 도시계획적인 내용들을 함께 규정하여 혼란을
초래하였으나, 이제는 상당히 분리가 되고 있다. 국토계획법이 국토의
이용방식과 이용의 정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면(Bauplanungsrecht),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규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Bauordnungsrecht).18)
부동산의 개발로서 국토의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는 분야
별 내지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다. 토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국토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국토계획법, 도시분야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공장 등 산업의 입지와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수도권과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 외에 부동산개발과 관련 특색 있는 법률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법률들도 나타나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사업적
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법률에서 부동산개
18) Brohm, S. 8.

부동산 개발법제의 현황과 과제

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부동산개발법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개발의 의미와 관련하여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부동산개발업법의 목적은 제1조(목적)에 의하면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동법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제1호에서 “부동산개발”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다(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건축물을 건축⋅대수
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
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
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4조에 의거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
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제곱미
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년 2월 29일, 2008년 3월 21일, 2012년
12월 18일, 2013년 3월 23일, 2015년 8월 11일> 1. 국가⋅지방자치단체

19

20

일감 부동산법학 제 12 호

2.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
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
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2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목적은 제1조(목적)에 의하면 부동산투자회사
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
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동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사용하는 “부
동산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나. 공유수면을 매립
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 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
하거나 재축(再築)하는 사업 라. 그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경제⋅사회적인 발전과 더불어 개별 법령에서 수많은 토지이용규제
제도가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지역⋅지구 등이 복잡 다기화
되었고, 국민이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없어 국민경제생활
에 적지 않은 불편이 초래되었다. 이에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을 제한하고, 기존의 지역⋅지구등을 정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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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 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의견청취 절차와 지형도
면 고시절차가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
고 국민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조(목적)에서는 동법의 목적으로서 토지이
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
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조(정의)에서는 동법에서의 “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
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
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우선적 효력의 문제
계획의 생명은 ‘위계질서(Vorragnsordnung)’에 있다. 즉 상위계획의
규율이 하위계획에서 반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만약에 상위계획에
서 규정한 내용들이 하위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여도 된다면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상위계획이 하위
계획을 무시하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하위계획을 존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우선적 효력
에 있어서는 분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의 개발과 관련하여
계획법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우선적 효력을 깨뜨리는 규정들이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서 계획법제의 전체적인 틀을 훼손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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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음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법률들에서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정
하고 있는 법률들을 찾아보았다. 몇몇 법률들에서 “이 법에 따른 개발계
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라는 것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우선적 효력의 주장 내지 인정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계획의 전체적인 틀을
허물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계획의 우선적 효력의 인정
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가능한 한 기존의
개발계획의 체제내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5년 7월 1일]
[법률 제12924호,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
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년 1월
30일]
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5년 9월 28일] [법률
제13245호, 2015년 3월 27일, 일부개정]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
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19)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년 7월 21일>[전문개정 2007년 12월 21일]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 2015년 7월 29일] [법률 제13089
호, 2015년 1월 28일, 타법개정]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기간
1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
다. <개정 2012.7.26.>.

부동산 개발법제의 현황과 과제

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
다.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보
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년 1월 6일>
④ 건축기본법 [시행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타법개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서개발 촉진법[시행 2015년 3월 31일] [법률 제12918호,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개발계
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軍事), 국토기
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년 4월 1일]
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 2016년 1월 25일] [법률 제13433호,
2015년 7월 24일, 일부개정]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년 4월 14일, 2014년 1월 7일, 2014년 1월 14일> 1. 도시철도법 제5조
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2. 도시⋅군기본계획 3. 도로건설⋅관리계
획[전문개정 2008년 3월 28일]
⑦ 물류정책기본법[시행 2015년 12월 23일] [법률 제13374호, 2015년
6월 22일, 일부개정] 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물류기본계획
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
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
정 2009년 6월 9일>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⑧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6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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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3483호, 2015년 8월 11일, 일부개정]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토
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⑨ 석탄산업법[시행 2015년 6월 4일] [법률 제12738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제39조의12(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9조의9에 따라 확정
된 사업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전문개정 2011년 4월 14일]
⑩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 2015년 1월 1일] [법률 제12215호, 2014년
1월 7일, 타법개정]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년 4월 14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5년 6월 4일] [법률 제12738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
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군사(軍事)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4년 6월 11일]
⑫ 어촌⋅어항법[시행 2015년 1월 16일] [법률 제12827호, 2014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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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일, 일부개정]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용도지역 등이 지정되어 있는 어촌⋅어항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
또는 용도지역 등의 범위에서 이를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
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종합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년 3월 23
일>[전문개정 2011년 7월 14일]
⑬ 연안관리법[시행 2015년 6월 4일] [법률 제12738호, 2014년 6월
3일, 타법개정] 제1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
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년 4월 15일, 2013년 8월 13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2.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
가환경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3.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5.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6.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7. 어장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
획 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인도서종합
관리계획.
⑭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시행 2015 년 7월 1일] [법률 제12989호,
2015년 1월 6일, 타법개정]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
하여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년 5월 30일]
⑮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5년 12월 23일] [법률 제
13380호, 2015년 6월 22일, 일부개정]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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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
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
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하여
야 한다.

5. 소결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법제도 어느 정도 정비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을 인식하게 된다. 크게는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그리고 개별 개발법
들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계획으로 보면 국토종합계획,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시⋅군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시⋅군 도시관리계획의 체
제로 편성되어 있다. 일단 이러한 법제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훌륭하게
그 역할들을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부터
새로운 차원에서 기존의 법제들을 잘 정비하고 장래의 부동산 개발을
대비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어 나가야 하리라 생각된다.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
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개발계획이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개발계획들도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만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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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는 규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교통이
나 물류와 관련하여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어느 계획을 우선시 할
것인가가 문제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
다는 규정처럼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서 주로 ‘이 법이 우선한다.’는 내용
으로부터, ‘∼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서 다른 계획들을 고려하고 다른 계획들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들도 엿보이는 점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개발 촉진법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軍事),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국토계획법의 위상을 긍정하고
있는 점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동조 제2항의 ②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
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타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과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 역시 타당한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연안관리법 제1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 라는 규정도 이러한 ‘연계성(gegenseitige Berücksichtigung)’을 규정하
고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지역
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중
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Harmonisierung)를 이루도록 하여야

27

28

일감 부동산법학 제 12 호

한다. 1.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2. 도시⋅군기본
계획 3. 도로건설⋅관리계획, 역시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석탄산업법 제39조의12(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9조
의9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및 군사에 관한 건설
계획 외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토계획법의 위상을 담보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수도권정
비계획은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여 수도권과 관련
하여서는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
이처럼 강력한 효력을 지는 법률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폐지
(Abschaffung)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우선적
효력을 규율하면서 국토기본법상의 국토종합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율하기도 하는바, 사실상 국토종합계획은 대강의 내용을
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구속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아니한 문제가 있어서
장식적인 규정이 될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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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독일 부동산개발법제의 현황
한국과 비교되는 독일의 부동산개발법제를 한마디로 개괄한다면 계
획 상호간의 조정(Harmonisierung)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조
정은 상위계획의 하위계획에로의 영향과 하위계획에 있어서 상위계획
의 반영 그리고 상위계획에 있어서 하위계획의 존중 등을 포함하는 내용
이라고 할 것이다. 독일에 있어서 계획의 체계는 물론 연방차원과 주차
원에서부터 지역적 차원 그리고 게마인데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연방과 주 차원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로 공간질서법(Raumordnung)으로
서 전체적인 틀을 정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지역계획(Regionalplanung)20)
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단위로는

게마인데에서

건설지도계획

(Bauleitpläne)을 수립하게 된다. 다시금 건설지도계획은 토지이용계획
(Flächennutzungsplan)과 지구상세계획(Bebauungsplan)으로 구분되고 있
다. 물론 독일에서도 이러한 계획 상호간의 갈등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하여는 상당히 조정에 있어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독일에 있어서는 소위 반응계획 내지 수리(修理)계획
(Reaktionsplanung)으로부터, 포섭계획(Auffangplanung) 내지 개발계획
(Entwicklungsplanung)으로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는 결국 개발계획이
독일의 전역에 걸쳐서 사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계획 없는 개발은
없다(Ohne Planung, keine Entwicklung)라는 모토로 대표되게 되었다.21)
독일에서는 이제 공간의 이용에 대한 질서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서
- 이러한 것에는 독일 게마인데가 가지는 계획고권의 영향도 대단히
큰 것은 틀림없다고 사료되며 – 특정의 건축물의 건축은 우리나라에서
20) <https://de.wikipedia.org/wiki/Regionalplanung>: Die Regionalplanung dient als regionale
Raumordnung der Konkretisierung, der fachlichen Integration und Umsetzung der Ziele
der Regionen. Sie nimmt damit eine vermittelnde Stellung zwischen gesamtstaatlicher
Planung (Landesentwicklung) und kommunaler Gemeindeentwicklung ein.
21) Brohm, Winfried, Öffentliches Baurecht, Verlag C.H.Beck, 2002, S. 9. Rn. 13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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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계획적인 입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1. 공간질서법
1.1 연방과 주에 있어서 공간질서
독일의 토지이용법제는 크게 연방정부차원과 주정부차원을 규율하
는 공간질서법(Raumordnungsgesetz: ROG)이 제정되어 있다.22) 이는 주
로 국토의 이용을 위한 목표와 고려요소들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러
한 공간질서를 마련함에 있어서 요청되는 절차를 담고 있다. 사실 이러
한 공간질서를 마련함에 있어서 이를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기 어려운 이유로 인해서 그 존재의미에 있어서 국민에 대한 구속
력을 부여하기는 쉽지 아니하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은 하위단계의 계획들에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접근방식에 있어서 연방차원의 공간질서를 그냥 선언적인 의
미 내지 미약한 지침적 의미만 갖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구속력이
있는 계획으로서 하위계획들에서 반영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
한다. 독일의 호페(Hoppe) 교수는 이러한 공간질서의 기본이념들은 형
량에 반영된다고 하였던바, 추후에 공간질서법 제4조 제1항 제1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23)
공간질서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일반적 규정들, 제2장 주의 공간
질서, 제3장 연방의 공간질서, 그리고 제4장 보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2) ROG Ausfertigungsdatum: 22.12.2008 Vollzitat: “Raumordnungsgesetz vom 22. Dezember
2008 (BGBl. I S. 2986), das zuletzt durch Artikel 124 der Verordnung vom 31. August
2015 (BGBl. I S. 1474) geändert worden ist” Stand: Zuletzt geändert durch Art. 124 V
v. 31.8.2015 I 1474.
23) Hoppe/Grotefels, Öffentliches Baurecht, Verlag C.H.Beck, 1995, S. 65. Rn. 5.
ROG §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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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간질서의 임무와 기본이념
공간질서법 제1조(공간질서의 임무와 기본이념)24)에서는 다음과 같
이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전체공간 및 부분공간은 종합적, 초지역적
그리고 부분을 초월하는 공간계획을 통하여, 공간질서적 협동 그리고
공간의미적 계획과 조치들의 조화를 통하여 발전시키고, 조정하고 확보
한다. 이때 (1) 공간에 대한 상이한 요청들을 상호간에 조정하고 개별
계획차원에서 나타나는 갈등들을 조화시킨다. (2) 공간의 개별적 이용과
기능들을 위한 사전배려를 취한다. 제1항에 의한 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기본이념은 공간의 생태적 기능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요청들을 조화시
키고, 부분공간에서 동등한 생활환경을 지니면서 계속적이고 대공간적
으로 조화로운 질서를 이끄는 지속적 공간발전에 있다.25) (3) 부분공간
들의 개발, 질서 그리고 보장은 전체공간의 흐름과 요청들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발, 질서 그리고 보장은 부분공간의 흐름과 요청들을 고려하여
야 한다.26) (4) 공간질서는 1982년 12월 10일의 유엔해양법조약의 전제
조건 안에서 또한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개시된다.27)
공간질서의 기본이념은 부분과 전체공간의 조화 그리고 공간들 상호
간의 조화를 통한 지속적인 공간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4) § 1 Aufgabe und Leitvorstellung der Raumordnung (1) Der Gesamtrau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seine Teilräume sind durch zusammenfassende, überörtliche und
fachübergreifende Raumordnungspläne, durch raumordnerische Zusammenarbeit und durch
Abstimmung raumbedeutsamer Planungen und Maßnahmen zu entwickeln, zu ordnen und
zu sichern.
25) BauGB § 1 (2).
26) BauGB § 1 (3) Die Entwicklung, Ordnung und Sicherung der Teilräume soll sich in die
Gegebenheiten und Erfordernisse des Gesamtraums einfügen; die Entwicklung, Ordnung
und Sicherung des Gesamtraums soll die Gegebenheiten und Erfordernisse seiner Teilräume
berücksichtigen (Gegenstromprinzip).
27) BauGB §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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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간질서의 기본원칙(Grundsätze der Raumordnung)
공간질서법 제2조(공간질서의 기본원칙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다: (제1항) 공간질서의 기본원칙들은 제1조 제2항의
지속가능한 공간개발이라는 기본이념 안에서 적용되고 공간계획들의
확정들을 통해서 구체화된다.28) (제2항) 공간질서의 기본원칙들은 특히
다음과 같다: 독일의 전체공간과 부분공간들에서 조화로운 사회적, 기반
시설적, 경제적, 생태학적 그리고 문화적 관계들을 추구한다. 이때 지속
적 생존배려를 확보하고, 지속적 경제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고, 발전가능
성을 확보하고,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는
도시지역, 농촌지역, 구조적 강한 지역과 약한 지역들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일자리와 인구의 증감의 관점에서 그리고 독일 분단의 후속효과의
관점에서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다른 구조변화적 요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 내지 지역계획의 지역적 개발컨셉과 필요예측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들 사이의 공간적 구조적 불평등성의 조화도
부가되어야 한다. 공간이용의 형성가능성은 장기적으로 남겨두어야 한
다.29) 2. 전체공간과 부분공간들의 다양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들이 향후 사회를 향해서 자신들의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전체공간과 부분공간들의 강화와 개발의 목표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서 또한 도시농촌의 교류들이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 상호
간의 협동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개발은 공간적으로
집중되어야 하고, 우선적으로 충분한 사회기반시설이 있는 기존의 주택
지 그리고 도시중심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공지는 전반적인 공지계획,
주택개발계획 그리고 여타의 전문계획을 통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광범
하고도 전반적이고 생태적으로 효과 있는 공지연결체계가 마련되어야
28) ROG § 2 Grundsätze der Raumordnung.
29) ROG § 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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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공지와 산림지역의 지속적 산발적 분리는 가능한 한 회피되어야
한다; 공지에서의 토지의 이용은 제한되어야 한다.30) 3. 모든 계층의
주민들을 위하여 기본적 생활배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생존배려의
사회기반시설의 제공은 부분공간에서도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
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적게 사는 곳에서도 타당하다. 사회
적 기반시설들은 우선적으로 중심부에 집중되어야 한다; 중심의 접근성
과 수용성의 기준들은 지역적 요청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설정되어야
한다. 급부영역으로서 시내와 중심부의 보존을 위한 공간적인 전제조건
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험한 기반시설의 보호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
속적 이동성과 통합적 교통체계를 위한 공간적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속하고 끊김 없는 인적교통과 물적교통을 통하여 부분공간 상호
간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통부
담이 큰 공간이나 통로들에 있어서 교통수단을 철도나 수로와 같이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공간구조는 교통부담이 감소
하고 여타의 교통수단이 필요 없도록 구성되어야 한다.31) 4. 장기적으로
경쟁가능성과 공간적으로 균형 있는 경제구조와 경제적인 기반시설 및
충분하고도 다양한 일자리와 교육 장소들의 관점에서 공간이 개발되어
야 한다. 부분공간들에서 지역적 성장가능성과 개혁가능성이 강화되어
야 한다. 구조적으로 약한 공간들에 있어서 개발의 조건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배려적 보장, 현 위치의 원료물질의 질서 있는 성장을 위한 조건들
이 마련되어야 한다.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환경보존적 에너지공급이
고려되어야 한다. 생활공간 및 경제공간으로서 다양한 경제적 자연적
개발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지방의 공간들이 보존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들에 환경과 휴양기능도 포함된다. 식량생산과 원료물질의
생산을 위한 중요성에 있어서 지방경제와 임업을 위한 공간적 조건들도
30) ROG § 2 (2) 2.
31) ROG § 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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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되고 마련되어야 한다.32) 5. 문화적 경관은 보존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경관은 상징성 있는 기념물과 문화적 유산
및 자연유산들과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 부분공간들의 다양한 경관과
이용들은 조화적인 연관성, 구조적 문제의 극복 그리고 새로운 경제적
문화적 컨셉의 창조라는 목표와 함께 형성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지방경
제 및 임업이 자연적 생활기초를 보호하고 자연과 경관을 형성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공간적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33) 6. 공간은 토지,
수자원, 동식물, 기후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의 기능성을 위한 중요성
에 있어서 개발되고 보전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재생되어야 한다. 공
간의 경제적 사회적 이용들은 생태적 기능을 고려하면서 형성되어야
한다; 이때 자연자원들은 아끼고 보존하면서 이용하여야 하고, 지하수는
보존되어야 한다. 주거지나 교통목적을 위한 처녀지의 첫 사용은 회피되
어야 하며, 도심개발조치, 기존의 도로의 활용, 토지의 재사용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자연자원의 침해는 보상
되어야 하고, 비오톱의 요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안에 있어 예방적
침수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음으로부터 일반공중의 보호와 대기의
청결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저지 조치들과 기후변화적응 조치들
을 통하여 기후보호의 공간적 요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의
확장을 위한, 에너지의 절약, 기후침해적 물질의 자연적 침강의 존속
및 발전 그리고 이러한 물질의 처리를 위한 공간적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34) 7. 국방과 민간인 보호의 공간적 요청들도 고려되어야 한다.35)
8. 유럽공동체와 광범한 유럽 공간의 결속 및 유럽이동의 조장을 위한
결속을 위한 공간적 조건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유럽공동체와 개별국가

32) ROG § 2 (2) 4.
33) ROG § 2 (2) 5.
34) ROG § 2 (2) 6.
35) ROG § 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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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적으로 중요한 계획과 조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들의 협력
과 도시와 지역들의 초국경적 협력도 조장되어야 한다.36)
아무튼 독일의 공간질서법을 보면 기본원칙을 대단히 자세하게 규정
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본원칙들의 핵심내용으로서는 지속가능한
공간개발, 전체공간과 부분공간들에 있어서 조화, 사회적 기반시설적,
경제적, 생태학적 그리고 문화적 관계, 지속적 생존배려, 경제성장, 발전
가능성, 자원보호, 일자리 인구증감, 지역들 상호간의 조화, 미래세대고
려, 도시와 농촌의 조화, 주택개발, 기반시설이용 및 보호, 공지보호,
생존배려 기회균등, 통합적 교통체계,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경제적 기
반시설 다양한 일자리 교육, 환경보존적 에너지공급, 문화적 경관, 공간
재생, 국방과 민간인 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전체 공간질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고려해 내는 것은 이 시대 엄청난 노하우요 경쟁력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가 복잡 다양하게 발달하면서 기존에는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사항들이 고려의 테이블로 올라오게 된다. 사실
이러한 다양한 이익들을 모두 다 고려하려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면
저러한 사항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이 모든 이익들이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기본원칙들은 공간질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형량명령
을 통해서 고려되는데, 이때 계획행정청에게 부여되는 계획적 형성의
자유는 도시계획에 있어서보다 크다. 형량에 있어서 이러한 기본원칙들
은 형량의 지침으로서 상호간에 동등한 가치로 고려되어야 하며, 규정의
순서나 문언의 작성방식 등은 상호간의 위계질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다.37)
36) ROG § 2 (2) 8.

35

36

일감 부동산법학 제 12 호

1.4 체계정합성(Systemgerechtigkeit)
독일에서는 체계적 정합성을 중요시하고 있는바, 공간질서법에서 부
합의 원칙과 역흐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간질서법 제1조(공간질
서의 임무와 기본이념) 제3항에 의하면 부분공간들의 발전, 질서 및 보장
은 전체공간의 소여와 요청에 녹아들어야 한다(부합의 원칙); 전체공간
의 발전, 질서 및 보장은 그의 부분공간들의 소여와 요청들을 고려하여
야 한다(역흐름의 원칙: Gegenstromprinzip). 이러한 원칙들이 어느 정도
로 잘 지켜지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38)
이러한 공간질서들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공간질서법 제4조(공간질서
의 요청들의 구속력)39) 그리고 제5조(연방의 공간의미적 계획이나 조치
에 있어서 공간질서목표의 구속력)를 두고 있다. 공공부문의 공간의미
적 계획들이나 조치들, 결정들을 내림에 있어서 공간질서의 목표가 존중
되어야 하고, 공간질서의 기본원칙들과 그 밖의 요청들이 형량결정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공간질서법 제4조 제1항 제1문). 연방이나 연방의
위임에 의하여 활동하는 다른 공적 부문 그리고 연방을 위하여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인들의 공간의미적 계획과 조치들에 있어서 공간질
서의 목표의 구속력은 관할부문이나 사인이 공간질서계획의 수립에 있
어서 참가한 경우에만 그리고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통용된다(공간질서법 제4조 제1항 제2문).
공간질서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부문의 공간의미적 계획이나
조치들에 있어서 공간지설의 목표들의 구속력은 관할행정청이 공간질
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참가한 경우에 그리고 2개월의 기간 내에 이의
를 제기한 경우에만 미친다. 공간질서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한 이의제기

37) Hoppe/Grotefels, Öffentliches Baurecht, Verlag C.H.Beck, 1995, S. 66 f.
38) BauGB § 1 Aufgabe und Leitvorstellung der Raumordnung.
39) ROG § 4 Bindungswirkungen der Erfordernisse der Raum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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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의제기자에 대해서 공간질서의 목표의 구속력이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미치지 않도록 한다. 1. 이의제기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질서의 목표가 하자있는 형량에 근거하거나, 2. 이의제기자가 그들
의 공간의미적 계획이나 조치들을 공간질서계획에서 상반되는 목표가
설정된 토지 외에 다른 적절한 토지상에서 실행할 수 없는 경우(공간질
서법 제5조 제2항). 공간질서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공간질서계획에
있어서 공간질서의 목표들로부터의 예외들을 규정할 수 있다.
공간질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계획적 차원에서 인지될 수 있고 의미
가 중요한 공익과 사익들은 상호간에 형량 되어져야 한다; 공간질서의
목표들에 대한 확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형량 되어져야 한다. 환경평가
및 참가절차에서의 의견들도 형량에 있어서 고려되어져야 한다(공간질
서법 제7조 제2항).
공간질서를 관장하는 주의 계획행정청은 공간의미적 계획이나 조치
들의 공간적절성을 공간질서절차를 통해서 심사한다. 이러한 절차에서
초지역적 관점에서 계획이나 조치들의 공간의미적 영향을 심사한다;
특히 공간질서의 요청들과의 체계적합성과 다른 공간의미적 계획이나
조치들과의 부합을 심사한다.(공간질서법 제15조 제1항).
1.5 환경평가와 공공부문의 참가
공간질서법 제9조(환경평가: Umweltprüfung) (제1항) 제8조에 의거한
공간질서계획들의 수립에 있어서 공간질서계획을 관할하는 행정청은
공간질서계획이 다음의 요소들에 미칠 중대한 환경영향들을 조사하고
환경보고서에 적기에 기술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 인간, 인간의 건강,
동물, 식물, 생물다양성 2. 토양, 수질, 대기, 기후 그리고 경관 3. 문화재
와 기타 보존물 4. 상기 보호가치 있는 것 상호간의 영향; 환경보고서는
부록 1에 의거한 항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평가의 조사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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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가 환경보고서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공간질서계획의 환경영향에
의하여 환경 및 건강관련 임무에 영향을 받는 공행정부문은 이 때 참가
하여야 한다. 환경평가는 현재의 지식수준,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방법
그리고 공간질서계획의 내용과 밀도에 적합하게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진다.40) (제2항) 부록 2에서 언급된 기준들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심각한 환경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간
질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서 있어서는 환경평가가 제외될 수 있다. 이러
한 평가는 환경과 건강관련 권한을 지닌 공공부문의 참가 하에 이루어져
야 한다. 심각한 환경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한,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과정들이 계획의 이유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41) (제3항)
제1항에 의거하여 계획영역의 전체에 대해서 또는 부분적으로 이미 환
경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공간질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환경평가는 부
가적이거나 기타 심각한 환경형향에 한정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환경평
가는 환경영향의 조사나 평가를 위한 다른 평가들과 결부될 수도 있
다.42) (제4항) 공간질서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심각한 영향
들은 감독조치들을 기초로 주계획법에 언급된 부서 또는 주법에 규정이
없다면 공간질서 계획에서 관할하는 부서에서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래
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이익한 영향들을 미리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간질서 계획의 집행이 심각하고도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한 환경영향을 가져온다면, 이익에 영향을 받는 공공부문은
제1문에 따라서 부서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43)
공간질서법 제10조에서는 공간질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참가를 규
정하고 있다: 제1항 공중 및 이익에 영향을 받는 공공부문은 공간질서계

40) § 9 Umweltprüfung (1).
41) § 9 Umweltprüfung (2).
42) § 9 Umweltprüfung (3).
43) § 9 Umweltprüfun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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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수립에 대해서 고지되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공간질서계획초안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그 이유를 부기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공간
질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환경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공간질서계획의
초안과 그 이유, 환경보고서 및 여타의 자료들을 최소한 한달간 공람을
하여야 한다. 공람의 장소와 기간은 최소한 일주일전에 공고되어야 한
다. 제2항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호혜성과 평등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참가한다.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른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참가할 수 있다.

2. 연방건설법(Baugesetzbuch)
2.1 연방건설법의 개괄
연방건설법전의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건설법에는 도시의
발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들이 망라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외에 기타 특정부분과 관련하여서만
별도의 법령들이 제정되고 있다. 즉 기본적인 체제는 큰 틀에서 일관성
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완결된 체계를 우리도 도입하자는
주장도 개진되고 있다.44)
연방건설법은 크게 3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장 일반 도시건
설법(Erstes Kapitel Allgemeines Städtebaurecht), 제2장 특별 도시건설법
(Zweites Kapitel Besonderes Städtebaurecht), 제3장 기타 규정들(Drittes
Kapitel Sonstige Vorschriften).
일반 도시건설법에서는 건설지도계획으로서 준비하는 건설지도계획
(Flächennutzungsplan))과 구속적 건설지도계획(Bebauungsplan))으로 구
44) 신봉기, 국토계획법제의 현안문제(II), 동방문화사, 2013, 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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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지도계획의 보장(Sicherung der
Bauleitplanung), 건설적 및 기타 이용규정; 보상(Regelung der baulichen
und sonstigen Nutzung; Entschädigung), 토지질서(Bodenordnung), 수용
(Enteignung), 도시기반시설(Erschließung) 그리고 자연보호를 위한 조치
들(Maßnahmen für den Naturschutz)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독일에서는 연방 그리고 주의 커다란 공간질
서프로그램이라는 윤곽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건설지도계획이
작성되는 것이 기본적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건설지도계획은 다시금
이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는 토지의 이용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계획이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이용의 밑그림 위에 구체적이고도 구속적
인 개발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이점은 건설지도계획은 보장되고
있으며, 건설지도계획의 변경으로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손실을 입는
경우에는 보상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45) 이는 그만큼 토지의 이용
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에 한 번 수립된 계획은 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신뢰가 손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건설지도계획에 근거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46)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는 기류에서 자연보호를 위한 조치
45) BauGB § 39 Vertrauensschaden(신뢰손해). Haben Eigentümer oder in Ausübung ihrer
Nutzungsrechte sonstige Nutzungsberechtigte im berechtigten Vertrauen auf den Bestand
eines rechtsverbindlichen Bebauungsplans Vorbereitungen für die Verwirklichung von
Nutzungsmöglichkeiten getroffen, die sich aus dem Bebauungsplan ergeben, können sie
angemessene Entschädigung in Geld verlangen, soweit die Aufwendungen durch die
Änderung, Ergänzung oder Aufhebung des Bebauungsplans an Wert verlieren. Dies gilt
auch für Abgaben nach bundes- oder landesrechtlichen Vorschriften, die für die Erschließung
des Grundstücks erhoben wurden.
46) BauGB § 85 Enteignungszwec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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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규정되어 있다.
특별

도시건설법에서는

Sanierungsmaßnahmen),

도시건설적

도시건설적

정비조치들(Städtebauliche
개발조치들(Städtebauliche

Entwicklungsmaßnahmen), 도시정비(Stadtumbau), 사회적 도시(Soziale
Stadt), 민간주도적 도시개발(Private Initiativen), 보존조례와 도시건설적
명령들(Erhaltungssatzung und städtebauliche Gebote), 사회적 계획과 형평
적 조정(Sozialplan und Härteausgleich), 임차인의 법률관계(Miet- und
Pachtverhältnisse), 농업구조개선조치와 연관된 도시건설적 조치들
(Städtebauliche Maßnahmen im Zusammenhang mit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 도시건설법은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정비법, 도시개발법, 택지개
발촉진법 등 여러 개의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로서, 도시의
정비와 재정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조치들 및 농촌의 구조개선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규정들(Sonstige

Vorschriften)로는

가치평가

(Wertermittlung), 일반적 규정들; 관할; 행정절차; 계획보장(Allgemeine
Vorschriften; Zuständigkeiten; Verwaltungsverfahren; Planerhaltung), 건설
위원회의 절차(Verfahren vor den Kammern (Senaten) für Baulandsachen)
그리고 경과규정과 종료규정(Überleitungs- und Schlussvorschriften)을 규
정하고 있다.
2.2 연방건설법상 일단의 지역에 대한 이용
독일에 있어 특정의 토지에 대한 건축가능성과 관련하여 연방건설법
은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용도지역제와 이에 따른 건폐
률⋅용적율을 그 내용으로 하는 지구상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상
세계획영역이 있고(연방건설법전 제30조), 건설지도계획이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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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건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외부영역(법 제35조), 그리고 양자
의 중간적인 영역으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건축이 허용되는 단순계
획영역(법 제34조)이 있다.47)
2.2.1 지구상세계획영역(제30조)
지구상세계획영역이란 일단의 토지 상에 최소한 건축적 이용의 종류
와 규모, 건축 가능한 토지의 면적 그리고 지역적 도로용지 등을 규율하
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영역에서의 토지이용은 지구
상세계획의 지정들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위한 기반시설이 구
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허용여부가 결정된다.48)
지구상세계획에는 도시건설적인 이유로 다음의 26개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로는 건축의 종류와
규모, 건축방식, 대지의 최소크기, 최소넓이 그리고 최소깊이, 놀이시설,
47) 김종보, “도시계획의 수립절차와 건축물의 허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 도시계획법제
와 독일의 연방건설법(BauGB)제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4쪽 각주 2).
48) § 30 Zulässigkeit von Vorhaben im Geltungsbereich eines Bebauungsplans (1) Im
Geltungsbereich eines Bebauungsplans, der allein oder gemeinsam mit sonstigen
baurechtlichenVorschriften mindestens Festsetzungen über die Art und das Maß der
baulichen Nutzung, die überbaubarenGrundstücksflächen und die örtlichen Verkehrsflächen
enthält, ist ein Vorhaben zulässig, wenn es diesenFestsetzungen nicht widerspricht und die
Erschließung gesichert ist.(2) Im Geltungsbereich eines vorhabenbezogenen Bebauungsplans
nach § 12 ist ein Vorhaben zulässig, wenn esdem Bebauungsplan nicht widerspricht und
die Erschließung gesichert ist.(3) Im Geltungsbereich eines Bebauungsplans, der die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nicht erfüllt (einfacherBebauungsplan), richtet sich die
Zulässigkeit von Vorhaben im Übrigen nach § 34 oder § 35.
연방건설법전 제30조 건설계획 적용영역내 건축물의 허용성 (1) 최소한 건축의 종류와
형태, 건축가능용지, 지역적 교통용지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하거나 또는 타 건축
법규와 함께 규율하고 있는 건설계획의 적용영역 내에서는, 건설계획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Erschliessung)이 확보되는 한 건축물이 허용된다. (2) 제1항의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설계획(단순 건설계획)의 적용영역 내에서는 34조 또는 35조에
의해 건축물의 허용성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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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등 부속시설용지, 양로원 등 자치단체의 공공토지, 도시건설적
근거에서 주거의 높이가 제한되는 용지, 소규모목축시설용지, 자원발굴
용지, 저류지, 폐기물시설용지, 공지, 환경보호용지, 사회적 주거 또는
특정주거수요를 위한 용지 등이 그러한 내용들이다.49)
연방건설법 제31조에 의하면, 지구상세계획영역에서의 계획적 지정
들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세계획에서 명시적으로 건축의 종류나 범위가
규정되었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지구상세계
획의 지정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데, 계획의 기본적 골격에는 훼손이
없고 다음의 각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이다: 1. 공공복리의 이유가
있거나, 2. 해방이 도시건설적으로 합리적이거나 3. 지구상세계획의 집
행이 명백하게 의도하지 아니한 해악을 가져오게 되어서 해방이 인근주
민들의 평가에 의하여 공익에 부합될 경우.50)
2.2.2 단순계획영역(제34조)
단순계획영역은 지구상세계획영역에서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 내용
들이 규율되어 있지 아니한 영역으로서, 이러한 영역에서는 건축적 이용
의 종류와 규모, 건축양식 그리고 건축할 토지면적이 인근 하는 환경의
속성에 끼여 들 수 있고 이러한 건축물을 위한 기반시설이 보장되는
경우는 허용된다. 건강한 주거와 근로관계에 대한 요청들이 보장되어야
만 하며, 지역의 경관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51)
49) Battis/Krauzberger/Lohr, BauGB, §9 Rn. 8 f.
50) BauGB § 31 Ausnahmen und Befreiungen.
51) Ernst/Zinkahn/Bielenberg, BauGB, §34 Rn. 2, 3;
BauGB § 34 Zulässigkeit von Vorhaben innerhalb der im Zusammenhang bebauten Ortsteile
(1) Innerhalb der im Zusammenhang bebauten Ortsteile ist ein Vorhaben zulässig, wenn
es sich nach Art undMaß der baulichen Nutzung, der Bauweise und der Grundstücksfläche,
die überbaut werden soll, in die Eigenartder näheren Umgebung einfügt und die Erschließung
gesichert ist. Die Anforderungen an gesunde Wohn- undArbeitsverhältnisse müssen gewahrt
bleiben; das Ortsbild darf nicht beeinträchti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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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외부영역(제35조)
이는 상세계획영역 또는 단순계획영역 외의 영역으로서, 이러한 외부
영역에 있어서의 건축은 공익이 침해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충분하
게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제3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52) 1. 농림업에 이바지하고 농림업면적의 일부분만 이용하는
경우, 2. 가든건축적 생산업에 이바지하는 경우, 3. 전기, 가스, 통신시설,
온배수의 공급 또는 지역관련영업에 이바지하는 경우, 4. 환경에 미치는
영향, 특수한 목적으로 인하여 다만 외부영역에서만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5. 풍력 또는 조력의 교육, 개발 또는 이용에 이바지하는 경우,
6. 농림업 또는 정원건축물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영업의 범주에
서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에 이바지하는 경우.
그 밖의 사업은 집행이나 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제2항). 공익에 대한
훼손은 특별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는데, 1. 토지이용계획의
지정들에 반하거나, 2. 상수도, 폐기물 또는 이미씨온보호법상의 계획적
지정에 저촉되는 경우 등이다.

Ⅵ. 우리나라 부동산개발법제의 과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내지 토지의 개발을 규제하는 법제로는 앞에서

52) BauGB § 35 Bauen im Außenbereich (1) Im Außenbereich ist ein Vorhaben nur zulässig,
wenn öffentliche Belange nicht entgegenstehen, dieausreichende Erschließung gesichert ist
und wenn es 1. einem land- oder forstwirtschaftlichen Betrieb dient und nur einen
untergeordneten Teil der Betriebsflächeeinnimmt, 2. einem Betrieb der gartenbaulichen
Erzeugung dient, 3. der öffentlichen Versorgung mit Elektrizität, Gas,
Telekommunikationsdienstleistungen, Wärme und Wasser,der Abwasserwirtschaft oder
einem ortsgebundenen gewerblichen Betrieb di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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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을 위해서 먼저 계획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국토
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국토계획법상의 계획들로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을 들 수 있다.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를 집행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하나의 단일법전 즉 연방건설법전에서 계획 및 개발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러한 틀을 준수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계획법과 같은
법이 하나의 큰 틀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소간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으며, 국토계획법이 우리나라 전국토의 개발과 관련하여 하나의 기본
이 되는 법률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되며, 국토계획법에는 도시의 개발과 관련하여 완결적인 체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독일법제에
비하여 내용적으로 다소간 체계적인 정교함이 덜하다는 것이 보인다.
이는 법규정의 세밀성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다. 독일법제에서는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복잡한 법규정들을 절차적
하자 내지 실체적 하자 없이 모두 준수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하자들의 법적 의미 특히 형량에 있어서의 하자를 다소
간 제한하는 규정들도 두고 있다.53)
아무튼 시사점으로는 첫째, 하나의 단일된 법전을 통하여 통일된 규
율을 하고 있다. 둘째,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상호간의 조정을 들 수가
있다. 셋째, 사업 내지 건축허가의 발급에 있어서 비교적 간명한 체제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대규모 택지, 대규모의 도시건설 내지 대규모
산업단지 등 한 가지 종류의 개발에 익숙한 것은 아닌가 사료된다. 이러
한 개발에 익숙하므로 기존의 법체계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53) BauGB § 214 Beachtlichkeit der Verletzung von Vorschriften über die Aufstellung
desFlächennutzungsplans und der Satzungen; ergänzendes Verfah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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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을 내세우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계획적 지정들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고 사료된다.
국가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사회의 고도화를
이루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처럼 대규모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계획적 체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국토계획법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신봉기
교수는 “국토계획법이 원칙법적 지위를 갖도록 국토계획법의 위상 및
행정계획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
다.54) 사실 이러한 주장이 과거부터 있어 왔지만 커다란 반향을 얻지
못하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충분하게 뒷받침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국토계획법을 하나의 기본
골격이 되는 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계획들 상호간에 체계적인 적합성
을 고양하기 위하여 보다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계획에 개발이
라는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에 마치 퍼즐
을 꿰맞추듯이 정교한 맞춤이라는 작업이 필요하다. 개발과 관련이 되어
있는 여러 요소들을 정합적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계획적인 정합성을 고양하려고 하기 보다는 새로운 특별법에
따라서 개발을 시도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진행하여 온 것은 아닌가
사료되며, 이러한 태도로부터 각 계획들 상호간의 관계설정을 함에 있어
서 비교적 소홀하게 규율하고 있는 듯하다.55) 그러므로 앞으로는 계획
들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많은 규정들을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4) 신봉기, “국토계획법의 개정방향 – 몇가지 기본적 쟁점을 중심으로, 글로벌시대에
있어 토지공법의 과제와 전망”,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0회 학술대회, 2015.12, 74쪽
이하.
55) 신봉기, 위의 논문,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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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건설법 제30조, 제34조 그리고 제35조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어서
특정한 지역에 대한 건축적 이용의 허용성 여부에 대해서 비교적 완결적
으로 규율을 하고 있다. 또한 계획적 이용에 대한 신뢰도 보호하고 있다.
지구상세계획의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계획을 신뢰
할 수 있으며, 지구상세계획의 변경으로 계획적 이용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도시계획 특히 도시관리계
획에 대한 신뢰가능성을 고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그리고 계획적 이용과 관련하여 비교적 간명한 체제를 만들어서
토지의 이용가능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Ⅶ. 결 론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법제는 이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큰 틀을 형성
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선진적인 체제를 형성
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형성된 큰 틀을 존중하면서
그 틀의 범주 내에서 미세적인 조정들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에서 규정되어 있는 부합의 원칙과 역흐름의 원칙과 같은
규정들을 입법화 하는 것이 필요한데, 보다 상세하고도 효력을 분명하게
하는 입법이 요청된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고려들을 보다 중시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들이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대상사업의 범위는 너무나 크므로 단지 면적이나 규모에 한정하여 다룰
것이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장차적으로는 부동산 개발법제와 환경법제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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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rrent State and Task of the Legal
System Regarding Real Estate Development
-In Connection with German Legal System of DevelopmentKang, Hyun-Ho*

56)

Real estate is as a part of civil law, would belong to the subject of personal
autonomy, but from the aspect of public law the it should be regulated to
guarantee the public interest in its development and use. Real estate assets
are important not only with its property value in the national wealth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50% of the whole national wealth, but also with
its role to ensure the constitutional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In the meantime real estate development legislation of our country has been
developed and modified to compensate for mistakes and built a general
framwork under the motto that there is no development without plan. This
kind of korean development framwork would belong to the advanced system
from the level of worldwide. Beginning with this stage it is necessary to
respect the basic framework and then to fix the contradictory regulations
to each other and to maintain the system more efficiently.
We may obtain a few suggestions from german real estate development
legislation, which has gone ahead of u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regulations more concretely and clearly, which are related the preferential
*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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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the rules. It is also required to adjust the real estate development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procedural law and substantial law, so that
the related various elements which contain values could be considered
properly.
Furthermore, the requirements requested in real estate development should
be more simple, so that the people can enjoy their fundamental rights in
conjunction with real estate development. Finally, the consideration on the
environment i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somewhat falls short of
expectations of the people, because target project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e too big,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undertake
a substantial enviromental impact assessment.
[Key Words] Real estate, Real estate Development, planning, National land,
Land use, Space order, System consistency, Environmenta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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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1]
독일 공간질서법(Raumordnungsgesetz)
§ 1 Aufgabe und Leitvorstellung der Raumordnung
(1) Der Gesamtrau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seine Teilräume
sind durch zusammenfassende, überörtliche und fachübergreifende
Raumordnungspläne, durch raumordnerische Zusammenarbeit und
durch Abstimmung raumbedeutsamer Planungen und Maßnahmen zu
entwickeln, zu ordnen und zu sichern. Dabei sind
1. unterschiedliche Anforderungen an den Raum aufeinander
abzustimmen und die auf der jeweiligen Planungsebene
auftretenden Konflikte auszugleichen,
2. Vorsorge für einzelne Nutzungen und Funktionen des Raums
zu treffen.
(2) Leitvorstellung bei der Erfüllung der Aufgabe nach Absatz 1 ist eine
nachhaltige Raumentwicklung, die die sozialen und wirtschaftlichen
Ansprüche an den Raum mit seinen ökologischen Funktionen in
Einklang bringt und zu einer dauerhaften, großräumig ausgewogenen
Ordnung mit gleichwertigen Lebensverhältnissen in den Teilräumen
führt.
(3) Die Entwicklung, Ordnung und Sicherung der Teilräume soll sich in
die Gegebenheiten und Erfordernisse des Gesamtraums einfügen; die
Entwicklung, Ordnung und Sicherung des Gesamtraums soll die
Gegebenheiten und Erfordernisse seiner Teilräume berücksichtigen
(Gegenstromprin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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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aumordnung

findet

im

Rahmen

der

Vorgaben

des

Seerechtsübereinkommens der Vereinten Nationen vom 10.
Dezember 1982 (BGBl. 1994 II S. 1798) auch in der deutschen
ausschließlichen Wirtschaftszone statt.
§ 2 Grundsätze der Raumordnung
(1) Die Grundsätze der Raumordnung sind im Sinne der Leitvorstellung
einer nachhaltigen Raumentwicklung nach § 1 Abs. 2 anzuwenden
und durch Festlegungen in Raumordnungspläen zu konkretisieren,
soweit dies erforderlich ist.
(2) Grundsätze der Raumordnung sind insbesondere:
1. Im Gesamtrau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seinen
Teilräumen sind ausgeglichene soziale, infrastrukturelle,
wirtschaftliche,

ökologische und kulturelle Verhältnisse

anzustreben. Dabei ist die nachhaltige Daseinsvorsorge zu
sichern, nachhaltiges Wirtschaftswachstum und Innovation sind
zu unterstützen, Entwicklungspotenziale sind zu sichern und
Ressourcen nachhaltig zu schützen. Diese Aufgaben sind
gleichermaßen in Ballungsräumen wie in ländlichen Räumen,
in strukturschwachen wie in strukturstarken Regionen zu
erfüllen. Demographischen, wirtschaftlichen, sozialen sowie
anderen strukturverändernden Herausforderungen ist Rechnung
zu tragen, auch im Hinblick auf den Rückgang und den Zuwachs
von Bevölkerung und Arbeitsplätzen sowie im Hinblick auf die
noch fortwirkenden Folgen der deutschen Teilung; regionale
Entwicklungskonzepte und Bedarfsprognosen der Landes-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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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planung sind einzubeziehen. Auf einen Ausgleich
räumlicher und struktureller Ungleichgewichte zwischen den
Regionen ist hinzuwirken. Die Gestaltungsmöglichkeiten der
Raumnutzung sind langfristig offenzuhalten.

2. Die prägende Vielfalt des Gesamtraums und seiner
Teilräume ist zu sichern. Es ist dafür Sorge zu tragen, dass
Städte und ländliche Räume auch künftig ihre vielfältigen
Aufgaben für die Gesellschaft erfüllen können. Mit dem Ziel
der Stärkung und Entwicklung des Gesamtraums und seiner
Teilräume ist auf Kooperationen innerhalb von Regionen und
von Regionen miteinander, die in vielfältigen Formen, auch
als Stadt-Land-Partnerschaften, möglich sind, hinzuwirken. Die
Siedlungstätigkeit ist räumlich zu konzentrieren, sie ist
vorrangig auf vorhandene Siedlungen mit ausreichender
Infrastruktur und auf Zentrale Orte auszurichten. Der Freiraum
ist durch übergreifende Freiraum-, Siedlungs- und weitere
Fachplanungen zu schützen; es ist ein großräumig
übergreifendes, ökologisch wirksames Freiraumverbundsystem
zu schaffen. Die weitere Zerschneidung der freien Landschaft
und von Waldflächen ist dabei so weit wie möglich zu
vermeiden; die Flächeninanspruchnahme im Freiraum ist zu
begrenzen.

3.

Die Versorgung mit Dienstleistungen und
Infrastrukturen der Daseinsvorsorge, insbesondere die
Erreichbarkeit von Einrichtungen und Angeboten der
Grundversorgung für alle Bevölkerungsgruppen, ist zur
Sicherung von Chancengerechtigkeit in den Teilräumen in
angemessener Weise zu gewährleisten; dies gilt auch in dünn
besiedelten Regionen. Die soziale Infrastruktur ist vorrang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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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Zentralen Orten zu bündeln; die Erreichbarkeits- und
Tragfähigkeitskriterien des Zentrale-Orte-Konzepts sind
flexibel an regionalen Erfordernissen auszurichten. Es sind
die räumlichen Voraussetzungen für die Erhaltung der
Innenstädte und örtlichen Zentren als zentrale
Versorgungsbereiche zu schaffen. Dem Schutz kritischer
Infrastrukturen ist Rechnung zu tragen. Es sind die
räumlichen Voraussetzungen für nachhaltige Mobilität und
ein integriertes Verkehrssystem zu schaffen. Auf eine gute
und verkehrssichere Erreichbarkeit der Teilräume
untereinander durch schnellen und reibungslosen Personenund Güterverkehr ist hinzuwirken. Vor allem in verkehrlich
hoch belasteten Räumen und Korridoren sind die
Voraussetzungen zur Verlagerung von Verkehr auf
umweltverträglichere Verkehrsträger wie Schiene und
Wasserstraße zu verbessern. Raumstrukturen sind so zu
gestalten, dass die Verkehrsbelastung verringert und
zusätzlicher Verkehr vermieden wird.

4. Der Raum ist im Hinblick auf eine langfristig
wettbewerbsfähige
und
räumlich
ausgewogene
Wirtschaftsstruktur und wirtschaftsnahe Infrastruktur sowie
auf ein ausreichendes und vielfältiges Angebot an Arbeits- und
Ausbildungsplätzen zu entwickeln. Regionale Wachstums- und
Innovationspotenziale sind in den Teilräumen zu stärken.
Insbesondere in Räumen, in denen die Lebensverhältnisse in
ihrer Gesamtheit im Verhältnis zum Bundesdurchschnitt
wesentlich zurückgeblieben sind oder ein solches
Zurückbleiben zu befürchten ist (strukturschwache Räume),
sind die Entwicklungsvoraussetzungen zu verbessern. Es sind
die räumlichen Voraussetzungen für die vorsorge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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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herung sowie für die geordnete Aufsuchung und
Gewinnung von standortgebundenen Rohstoffen zu schaffen.
Den räumlichen Erfordernissen für eine kostengünstige,
sichere
und
umweltverträgliche
Energieversorgung
einschließlich des Ausbaus von Energienetzen ist Rechnung
zu tragen. Ländliche Räume sind unter Berücksichtigung ihrer
unterschiedlichen
wirtschaftlichen
und
natürlichen
Entwicklungspotenziale als Lebens- und Wirtschaftsräume mit
eigenständiger Bedeutung zu erhalten und zu entwickeln; dazu
gehört auch die Umwelt- und Erholungsfunktion ländlicher
Räume. Es sind die räumlichen Voraussetzungen für die Landund Forstwirtschaft in ihrer Bedeutung für die Nahrungs- und
Rohstoffproduktion zu erhalten oder zu schaffen.

5. Kulturlandschaften sind zu erhalten und zu entwickeln.
Historisch geprägte und gewachsene Kulturlandschaften sind
in ihren prägenden Merkmalen und mit ihren Kultur- und
Naturdenkmälern zu erhalten. Die unterschiedlichen
Landschaftstypen und Nutzungen der Teilräume sind mit den
Zielen eines harmonischen Nebeneinanders, der Überwindung
von Strukturproblemen und zur Schaffung neuer
wirtschaftlicher und kultureller Konzeptionen zu gestalten und
weiterzuentwickeln. Es sind die räumlichen Voraussetzungen
dafür zu schaffen, dass die Land- und Forstwirtschaft ihren
Beitrag dazu leisten kann, die natürlichen Lebensgrundlagen in
ländlichen Räumen zu schützen sowie Natur und Landschaft
zu pflegen und zu gestalten.

6. Der Raum ist in seiner Bedeutung für die Funktionsfähigkeit
der Böden, des Wasserhaushalts, der Tierund Pflanzenwelt
sowie

des

Klimas

einschließlich

der

jeweil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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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chselwirkungen zu entwickeln, zu sichern oder, soweit
erforderlich, möglich und angemessen, wiederherzustellen.
Wirtschaftliche und soziale Nutzungen des Raums sind unter
Berücksichtigung seiner ökologischen Funktionen zu gestalten;
dabei sind Naturgüter sparsam und schonend in Anspruch zu
nehmen, Grundwasservorkommen sind zu schützen. Die
erstmalige Inanspruchnahme von Freiflächen für Siedlungs- und
Verkehrszwecke ist zu vermindern, insbesondere durch die
vorrangige Ausschöpfung der Potenziale für die
Wiedernutzbarmachung von Flächen, für die Nachverdichtung
und für andere Maßnahmen zur Innenentwicklung der Städte
und Gemeinden sowie zur Entwicklung vorhandener
Verkehrsflächen. Beeinträchtigungen des Naturhaushalts sind
auszugleichen, den Erfordernissen des Biotopverbundes ist
Rechnung zu tragen. Für den vorbeugenden Hochwasserschutz
an der Küste und im Binnenland ist zu sorgen, im Binnenland
vor allem durch Sicherung oder Rückgewinnung von Auen,
Rückhalteflächen und Entlastungsflächen. Der Schutz der
Allgemeinheit vor Lärm und die Reinhaltung der Luft sind
sicherzustellen. Den räumlichen Erfordernissen des
Klimaschutzes ist Rechnung zu tragen, sowohl durch
Maßnahmen, die dem Klimawandel entgegenwirken, als auch
durch solche, die der Anpassung an den Klimawandel dienen.
Dabei sind die räumlichen Voraussetzungen für den Ausbau
der erneuerbaren Energien, für eine sparsame Energienutzung
sowie für den Erhalt und die Entwicklung natürlicher Senken
für klimaschädliche Stoffe und für die Einlagerung dieser Stoffe
zu schaffen.

7. Den räumlichen Erfordernissen der Verteidigung und
des Zivilschutzes ist Rechnung zu t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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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ie räumlichen Voraussetzungen für den Zusammenhalt
der Europäischen Union und im größeren europäischen Raum
sowie für den Ausbau und die Gestaltung der transeuropäischen
Netze sind zu gewährleisten. Raumbedeutsamen Planungen und
Maßnahmen der Europäischen Union und der europäischen
Staaten ist Rechnung zu tragen. Die Zusammenarbeit der
Staaten und die grenzüberschreitende Zusammenarbeit der
Städte und Regionen sind zu unterstützen.

§ 4 Bindungswirkungen der Erfordernisse der Raumordnung
(1) Bei 1. raumbedeutsamen Planungen und Maßnahmen öffentlicher
Stellen, 2. Entscheidungen öffentlicher Stellen über die Zulässigkeit
raumbedeutsamer Planungen und Maßnahmen anderer öffentlicher
Stellen, 3. Entscheidungen öffentlicher Stellen über die Zulässigkeit
raumbedeutsamer Planungen und Maßnahmen von Personen des
Privatrechts, die der Planfeststellung oder der Genehmigung mit der
Rechtswirkung der Planfeststellung bedürfen, sind Ziele der
Raumordnung zu beachten sowie Grundsätze und sonstige
Erfordernisse

der

Raumordnung

in

Abwägungs-

oder

Ermessensentscheidungen zu berücksichtigen. Satz 1 Nr. 1 und 2 gilt
entsprechend bei raumbedeutsamen Planungen und Maßnahmen, die
Personen des Privatrechts in Wahrnehmung öffentlicher Aufgaben
durchführen, wenn öffentliche Stellen an den Personen mehrheitlich
beteiligt sind oder die Planungen und Maßnahmen überwiegend mit
öffentlichen

Mitteln

finanziert

werden.

Weitergehende

Bindungswirkungen von Erfordernissen der Raumordnung n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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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ßgabe der für diese Entscheidungen geltenden Vorschriften bleiben
unberührt.
(2) Bei sonstigen Entscheidungen öffentlicher Stellen über die Zulässigkeit
raumbedeutsamer Planungen und Maßnahmen von Personen des
Privatrechts sind die Erfordernisse der Raumordnung nach den für
diese Entscheidungen geltenden Vorschriften zu berücksichtigen.
(3) Bei Genehmigungen über die Errichtung und den Betrieb von öffentlich
zugänglichen Abfallbeseitigungsanlagen von Personen des Privatrechts
nach den Vorschriften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sind die
Ziele der Raumordnung zu beachten sowie die Grundsätze der
Raumordnung und die sonstigen Erfordernisse der Raumordnung zu
berücksichtigen.
§ 9 Umweltprüfung
(1) Bei der Aufstellung von Raumordnungsplänen nach § 8 ist von der
für den Raumordnungsplan zuständigen Stelle eine Umweltprüfung
durchzuführen, in der die voraussichtlichen erheblichen Auswirkungen
des Raumordnungsplans auf

1. Menschen, einschließlich der menschlichen Gesundheit,
Tiere, Pflanzen und die biologische Vielfalt,
2. Boden, Wasser, Luft, Klima und Landschaft,
3. Kulturgüter und sonstige Sachgüter sowie
4. die Wechselwirkung zwischen den vorgenann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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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tzgütern
zu ermitteln und in einem Umweltbericht frühzeitig zu beschreiben und
zu bewerten sind; der Umweltbericht enthält die Angaben nach der Anlage
1. Der Untersuchungsrahmen der Umweltprüfung einschließlich des
erforderlichen Umfangs und Detaillierungsgrads des Umweltberichts ist
festzulegen;

die

öffentlichen

Stellen,

deren

umwelt-

und

gesundheitsbezogener Aufgabenbereich von den Umweltauswirkungen des
Raumordnungsplans berührt werden kann, sind hierbei zu beteiligen. Die
Umweltprüfung bezieht sich auf das, was nach gegenwärtigem Wissensstand
und allgemein anerkannten Prüfmethoden sowie nach Inhalt und
Detaillierungsgrad des Raumordnungsplans angemessenerweise verlangt
werden kann.
(2) Bei geringfügigen Änderungen von Raumordnungsplänen kann von
einer Umweltprüfung abgesehen werden, wenn durch eine
überschlägige Prüf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in Anlage 2
genannten Kriterien festgestellt wurde, dass sie voraussichtlich keine
erheblichen Umweltauswirkungen haben werden. Diese Prüfung ist
unter Beteiligung der öffentlichen Stellen, deren umwelt- und
gesundheitsbezogener Aufgabenbereich von den Umweltauswirkungen
des Raumordnungsplans berührt werden kann, durchzuführen. Sofern
festgestellt wurde, dass keine erheblichen Umweltauswirkungen zu
erwarten sind, sind die zu diesem Ergebnis führenden Erwägungen
in die Begründung des Plans aufzunehmen.
(3) Die Umweltprüfung soll bei der Aufstellung eines Raumordnungsplans
auf zusätzliche oder andere erhebliche Umweltauswirkungen
beschränkt werden, wenn in anderen das Plangebiet ganz oder teilwe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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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fassenden Plänen oder Programmen bereits eine Umweltprüfung
nach Absatz 1 durchgeführt wurde. Die Umweltprüfung kann mit
anderen

Prüfungen

zur

Ermittlung

oder

Bewertung

von

Umweltauswirkungen verbunden werden.
(4) Die erheblichen Auswirkungen der Durchfürung der Raumordnungspläne
auf die Umwelt sind auf Grundlage der in der zusammenfassenden
Erklärung nach § 11 Abs. 3 genannten Überwachungsmaßnahmen von
der in den Landesplanungsgesetzen genannten Stelle, oder, sofern
Landesplanungsgesetze keine Regelung treffen, von der für den
Raumordnungsplan zuständigen oder der im Raumordnungsplan
bezeichneten öffentlichen Stelle zu überwachen, um insbesondere
unvorhergesehene nachteilige Auswirkungen frühzeitig zu ermitteln
und um in der Lage zu sein, geeignete Maßnahmen zur Abhilfe zu
ergreifen. Die in ihren Belangen berührten öffentlichen Stellen
unterrichten die öffentliche Stelle nach Satz 1, sofern nach den ihnen
vorliegenden Erkenntnissen die Durchführung des Raumordnungsplans
erhebliche, insbesondere unvorhergesehene nachteilige Auswirkungen
auf die Umwelt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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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2]
독일 연방건설법전
제1장 일반 도시건설법(Erstes Kapitel Allgemeines Städtebaurecht)
제1절 건설지도계획(Erster Teil Bauleitplanung)
제1관 일반조항들
제2관 준비하는 건설지도계획(토지이용계획)(Vorbereitender
Bauleitplan (Flächennutzungsplan))57)
제3관 구속적 건설지도계획(지구상세계획)(Verbindlicher Bauleitplan
(Bebauungsplan))58)
제4관 사인과의 협력, 간소화된 절차
제2절 건설지도계획의 보장(Zweiter Teil Sicherung der Bauleitplanung)
제1관 변경금지와 건축허가의 유보
제2관 토지의 분리
제3관 게마인데의 법적인 선매권
제3절 건설적 및 기타 이용규정; 보상(Dritter Teil Regelung der
baulichen und sonstigen Nutzung; Entschädigung)
제1관 사업의 허용성

57) 건설지도계획은 건설인도계획, 건설기본계획으로 번역될 수도 있음.
58) 지구상세계획은 건설구체계획, 건설실시계획으로 번역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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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Zulässigkeit von Vorhaben im Geltungsbereich eines Beb
auungsplans
(1) Im Geltungsbereich eines Bebauungsplans, der allein oder gemeinsam
mit sonstigen baurechtlichenVorschriften mindestens Festsetzungen
über die Art und das Maß der baulichen Nutzung, die
überbaubarenGrundstücksflächen und die örtlichen Verkehrsflächen
enthält, ist ein Vorhaben zulässig, wenn es diesenFestsetzungen nicht
widerspricht und die Erschließung gesichert ist.
(2) Im Geltungsbereich eines vorhabenbezogenen Bebauungsplans nach
§ 12 ist ein Vorhaben zulässig, wenn esdem Bebauungsplan nicht
widerspricht und die Erschließung gesichert ist.
(3) Im Geltungsbereich eines Bebauungsplans, der die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1 nicht erfüllt (einfacherBebauungsplan), richtet sich die
Zulässigkeit von Vorhaben im Übrigen nach § 34 oder § 35.
§ 31 Ausnahmen und Befreiungen
(1) Von den Festsetzungen des Bebauungsplans können solche Ausnahmen
zugelassen werden, die in demBebauungsplan nach Art und Umfang
ausdrücklich vorgesehen sind.
(2) Von den Festsetzungen des Bebauungsplans kann befreit werden, wenn
die Grundzüge der Planung nichtberührt werden und 1. Gründe des
Wohls

der

Allgemeinheit,

einschließlich

des

Bedarfs

zur

Unterbringung von Flüchtlingen oderAsylbegehrenden, die Befreiung
erfordern oder 2. die Abweichung städtebaulich vertretbar ist oder 3.
die Durchführung des Bebauungsplans zu einer offenbar n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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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sichtigten Härte führen würde und wenn die Abweichung auch
unter Würdigung nachbarlicher Interessen mit den öffentlichen
Belangenvereinbar ist.
§ 34 Zulässigkeit von Vorhaben innerhalb der im Zusammenha
ng bebauten Ortsteile
(1) Innerhalb der im Zusammenhang bebauten Ortsteile ist ein Vorhaben
zulässig, wenn es sich nach Art undMaß der baulichen Nutzung, der
Bauweise und der Grundstücksfläche, die überbaut werden soll, in
die Eigenartder näheren Umgebung einfügt und die Erschließung
gesichert ist. Die Anforderungen an gesunde Wohn- und
Arbeitsverhältnisse müssen gewahrt bleiben; das Ortsbild darf nicht
beeinträchtigt werden.
§ 35 Bauen im Außenbereich
(1) Im Außenbereich ist ein Vorhaben nur zulässig, wenn öffentliche
Belange nicht entgegenstehen, dieausreichende Erschließung gesichert
ist und wenn es 1. einem land- oder forstwirtschaftlichen Betrieb dient
und nur einen untergeordneten Teil der Betriebsflächeeinnimmt, 2.
einem Betrieb der gartenbaulichen Erzeugung dient, 3. der öffentlichen
Versorgung mit Elektrizität, Gas, Telekommunikationsdienstleistungen,
Wärme

und

Wasser,der

Abwasserwirtschaft

oder

einem

ortsgebundenen gewerblichen Betrieb dient, 4. wegen seiner
besonderen Anforderungen an die Umgebung, wegen seiner
nachteiligen Wirkung aufdie Umgebung oder wegen seiner besond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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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eckbestimmung nur im Außenbereich ausgeführtwerden soll, es sei
denn, es handelt sich um die Errichtung, Änderung oder Erweiterung
einerbaulichen Anlage zur Tierhaltung, die dem Anwendungsbereich
der Nummer 1 nicht unterfällt unddie einer Pflicht zur Durchführung
einer

standortbezogenen

oder

allgemeinen

Vorprüfung

oder

einer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nach dem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nterliegt, wobeibei kumulierenden
Vorhaben für die Annahme eines engen Zusammenhangs diejenigen
Tierhaltungsanlagenzu berücksichtigen sind, die auf demselben
Betriebs- oder Baugelände liegen und mit gemeinsamenbetrieblichen
oder baulichen Einrichtungen verbunden sind, 5. der Erforschung,
Entwicklung oder Nutzung der Wind- oder Wasserenergie dient, 6.
der energetischen Nutzung von Biomasse im Rahmen eines Betriebes
nach Nummer 1 oder 2 oder einesBetriebes nach Nummer 4, der
Tierhaltung betreibt, sowie dem Anschluss solcher Anlagen an das
öffentlicheVersorgungsnetz dient, unter folgenden Voraussetzungen:
a) das Vorhaben steht in einem räumlich-funktionalen Zusammenhang
mit dem Betrieb, b) die Biomasse stammt überwiegend aus dem
Betrieb oder überwiegend aus diesem und aus nahegelegenen
Betrieben nach den Nummern 1, 2 oder 4, soweit letzterer Tierhaltung
betreibt, c) es wird je Hofstelle oder Betriebsstandort nur eine Anlage
betrieben und d) die Kapazität einer Anlage zur Erzeugung von Biogas
überschreitet nicht 2,3 Millionen NormkubikmeterBiogas pro Jahr, die
Feuerungswärmeleistung anderer Anlagen überschreitet nicht 2,0
Megawatt, 7. der Erforschung, Entwicklung oder Nutzung der
Kernenergie zu friedlichen Zwecken oder der Entsorgungradioaktiver
Abfälle dient, mit Ausnahme der Neuerrichtung von Anlagen z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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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ltung von Kernbrennstoffenzur gewerblichen Erzeugung von
Elektrizität, oder 8. der Nutzung solarer Strahlungsenergie in, an und
auf Dach- und Außenwandflächen von zulässigerweisegenutzten
Gebäuden dient, wenn die Anlage dem Gebäude baulich untergeordnet
ist.
§ 38 Bauliche Maßnahmen von überörtlicher Bedeutung auf
Grund von Planfeststellungsverfahren; öffentlich zugängliche Ab
fallbeseitigungsanlagen
Auf Planfeststellungsverfahren und sonstige Verfahren mit den
Rechtswirkungen der Planfeststellung fürVorhaben von überörtlicher
Bedeutung sowie auf die auf Grund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für

dieErrichtung

und

den

Betrieb

öffentlich

zugänglicher

Abfallbeseitigungsanlagen geltenden Verfahren sind die §§29 bis 37 nicht
anzuwenden, wenn die Gemeinde beteiligt wird; städtebauliche Belange sind
zu berücksichtigen.Eine Bindung nach § 7 bleibt unberührt. § 37 Abs. 3
ist anzuwenden.
제2관 손실보상
§ 39 Vertrauensschaden
Haben Eigentümer oder in Ausübung ihrer Nutzungsrechte sonstige
Nutzungsberechtigte im berechtigten Vertrauen auf den Bestand eines
rechtsverbindlichen Bebauungsplans Vorbereitungen für die Verwirklichung
von Nutzungsmöglichkeiten getroffen, die sich aus dem Bebauungsplan
ergeben, können sie angemessene Entschädigung in Geld verlangen, soweit

부동산 개발법제의 현황과 과제

die Aufwendungen durch die Änderung, Ergänzung oder Aufhebung des
Bebauungsplans an Wert verlieren. Dies gilt auch für Abgaben nach bundesoder landesrechtlichen Vorschriften, die für die Erschließung des Grundstücks
erhoben wurden.
제4절 토지질서(Vierter Teil Bodenordnung)
제1관 환지
제2관 간소화된 환지
제5절 수용(Fünfter Teil Enteignung)
제1관 수용의 허용성
§ 85 Enteignungszweck
(1) Nach diesem Gesetzbuch kann nur enteignet werden, um 1.
entsprechend den Festsetzungen des Bebauungsplans ein Grundstück
zu nutzen oder eine solche Nutzungvorzubereiten, 2. unbebaute oder
geringfügig bebaute Grundstücke, die nicht im Bereich eines
Bebauungsplans, aber innerhalb im Zusammenhang bebauter Ortsteile
liegen, insbesondere zur Schließung von Baulücken, entsprechend den
baurechtlichen Vorschriften zu nutzen oder einer baulichen Nutzung
zuzuführen, 3. Grundstücke für die Entschädigung in Land zu
beschaffen, 4. durch Enteignung entzogene Rechte durch neue Rechte
zu ersetzen, 5. Grundstücke einer baulichen Nutzung zuzuführen,
wenn ein Eigentümer die Verpflichtung nach § 176 Abs. 1 oder 2
nicht erfüllt, 6. im Geltungsbereich einer Erhaltungssatzung eine
bauliche Anlage aus den in § 172 Abs. 3 bis 5 bezeichneten Gründen

67

68

일감 부동산법학 제 12 호

zu erhalten oder 7. im Geltungsbereich einer Satzung zur Sicherung
von Durchführungsmaßnahmen des Stadtumbaus eine bauliche
Anlage aus den in § 171d Abs. 3 bezeichneten Gründen zu erhalten
oder zu beseitigen.
제2관 보상
제3관 수용절차
제6절 도시기반시설(Sechster Teil Erschließung)
제1관 일반적 규정
제2관 기반시설부담금

제7절 자연보호를 위한 조치들
(Siebter Teil Maßnahmen für den Naturschutz)
제2장 특별 도시건설법(Zweites Kapitel Besonderes Städtebaurecht)
제1절 도시건설적 정비조치들
(Erster Teil Städtebauliche Sanierungsmaßnahmen)
제1관 일반적 규정들
제2관 준비와 실행
제3관 특별 정비법적 규정들
제4관 정비주체와 기타 수임자
제5관 정비의 종료
제6관 도시건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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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건설적 개발조치들
(Zweiter Teil Städtebauliche Entwicklungsmaßnahmen)
제3절 도시재건(Dritter Teil Stadtumbau)
제4절 사회적 도시(Vierter Teil Soziale Stadt)
제5절 민간주도적 도시개발(Fünfter Teil Private Initiativen)
제6절 보존조례와 도시건설적 명령들(Sechster Teil Erhaltungssatzung
und städtebauliche Gebote)
제1관 보존조례
제2관 도시건설적 명령들

제7절 사회계획과 형평적 조정
(Siebter Teil Sozialplan und Härteausgleich)
제8절 임차인의 법률관계(Achter Teil Miet- und Pachtverhältnisse)
제9절 농업구조개선조치와 연관된 도시건설적 조치들(Neunter Teil
Städtebauliche Maßnahmen im Zusammenhang mit Maßnahmen
zur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제3장 기타 규정들(Drittes Kapitel Sonstige Vorschriften)
제1절 가치평가(Erster Teil Wertermittlung)
제2절 일반적 규정들; 관할; 행정절차; 계획보장(Zweiter T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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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gemeine Vorschriften; Zuständigkeiten; Verwaltungsverfahren;
Planerhaltung)
제1관 일반적 규정들
제2관 관할
제3관 행정절차
제4관 계획보장
제3절 건설위원회의 절차(Dritter Teil Verfahren vor den Kammern
(Senaten)für Baulandsachen)
제4절 경과규정과 종료규정(Viertes Kapitel Überleitungs- und
Schlussvorschriften)
제1관 경과규정들
제2관 종료규정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