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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은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건설, 화장장설치, 쓰레기 처리
시설 등 다양한 분야를 총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개
발은 다양한 만큼 다양한 법률, 다양한 이해관계, 다양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명확히 하나의 개념, 분류, 원리로 설명한다는 것
은 쉽지 않다. 하지만 부동산개발이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개발의 형태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거나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개발로 공동화현상은 슬럼화, 지역낙후, 환경훼손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부동산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법적 쟁점이 있다. 첫째, 부동산개발의 다양성과 일
회성문제이다. 부동산은 다양한 법률, 원리, 방식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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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일회성⋅일시성인 정책들로 인해 개발지연,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부동산개발의 공익과 사익의 균형필
요이다. 어떠한 이익이 공익인지, 사인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익형량
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제공 등은 필요하다. 셋째, 수많은 부동산개발관련
법률의 난맥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통합 및 융합을 통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입법정책적 정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육이 백년지
대계이 듯, 부동산개발도 배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이고 지속가능한 올바른 부동산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부동산개발, 지역경제, 공익, 사익, 입법

Ⅰ. 들어가는 말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1953년 651)
달러에 머물던 1인당 국민소득2)이 2015년 28,338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28위, 명목기준 1조 4,351억 달러를 기록하여 11위를 기록하였다.3) 이러
한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데 있다
고 할 수 있다. 총 4차례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 계획4)은 수출주도의
1)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1975년 기준 GDP 통계에서는 1953년 1인당 국민총소
득이 67달러였으나 동 수치는 과거의 국민계정 매뉴얼(1953 SNA)에 의해 작성되었다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계정 매뉴얼(1993 SNA)에 의해 재추계 하였다.
2) 엄밀하게는 1인당 국민총소득(nominal Gross National Income)을 가리키며 종전의 1인
당 명목 국민총생산(nominal Gross National Product)과 동일한 개념이다. 1975년 기준년
계열에서의 ‘1인당국민소득’은 고정자본소모액 등이 제외된 것으로 현재 통상 사용하
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참조.
4) 제1차 경제개발계획은 1962-1966년, 제2차 1967-1971년, 제3차 1972-1976년, 제4차
1977-1981년까지 이루어짐.

부동산개발과 지역경제발전의 법적 문제

고도성장전략을 근간으로 추진하였으며, 이후 1988년 세계올림픽 개최
등으로 인한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도 경제성장은 장점만을 남긴 것은 아니다.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은 지역 간 불균형, 인구편차, 빈부격
차 등을 포함하여 각종 불균형을 수반하였다. 최근 민주화, 자율화추세
와 함께 성장일변도의 발전전략에 대한 반성과 분배와 형평 차원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고도경제성장의 장점과 단점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부
동산개발이다. 부동산개발은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으며, 많
은 사람들은 부동산개발지역 및 개발을 위한 많은 투자 및 노력을 아끼
지 않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부동산개발을 중요한 과제로 뽑고 있다. 부동산개발은 지역경
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안이나, 많은 법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즉, 용도지역, 지구, 구역, 건폐율, 용적률, 등 다양한
법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부동산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성시 화장시설설치에 따른 반대, 미군공여
지역 개발에 따른 유치와 관련한 갈등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부동산개발과 지역경제발전의 의미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법적 쟁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부동산개발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부동산개발의 정의
일반적으로 부동산개발은 협의의 개발과 광의의 개발로 나눌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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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협의의 부동산개발은 지준, 지표, 지상 또는 지하에서의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타 작업의 수행 등 유형적 행위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광의
의 의미에서는 건축, 토목공사 등 물리적 작업의 수행뿐만 아니라, 본질
적인 용도의 변경을 포함하는 뜻으로 넓게 사용하고 있다.5)
법률적으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
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
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있다.
생각건대, 부동산은 어떠한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잘못된 부동산개발
을 하게 되면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이는 부동산의
비가역성 때문이다. 비가역성이란 어떤 부동산문제가 악화되면 이를
완전한 옛 상태로 회복하기는 사회⋅경제⋅기술⋅환경면에서 어렵다는
부동산문제의 특성을 말한다.6) 그러므로 부동산개발은 토지이용계획과
함께 부동산을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이용⋅사용⋅관리해야 함을 인식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공간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도시지역의 인구집중, 토지의 가수요 및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 등은
무주택⋅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구매의욕 상실과 더 나아가 인간의 본질
적인 생활욕구 중에 하나인 주(住)생활을 크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7)
5) David Canman and Leslie Austin-Crowe, Property Development, 2nd ed., London E. &
F. N. SPON Ltd., 1983, p.113.
6) 방경식, 부동산용어사전, 부연사, 2011.5.
7) 이창석/김용민, “부동산개발과 환경의 이론적 접근”, 대한부동산학회지 18, 대한부동
산학회, 2000.12, 9-10쪽.

부동산개발과 지역경제발전의 법적 문제

따라서 부동산개발은 개인의 문제로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차원은 물론 정치적 차원에서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차
원에서 다양한 입법적 정비를 통한 방안이 요구된다.8)

2. 부동산개발의 기능
부동산개발의 직접적인 목표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 부
동산을 공급한다는 근본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은 부차적으로 도시공간의 연계성이란 점에서 대상지역의 물리적
변동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9) 이처럼 다양한
부동산개발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파급효과가 크다.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개발은 단순한 토지, 주택의 공급에서 범주를 벗어나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택공급정책, 사회경제적 지원정책 등 지역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부동산개발이
국가경제사회에 미치는 제반효과로는 경기부양과 조절, 국민소득의 향
상, 복지경제의 강화, 국가재정에의 기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인 면 뒤에는 환경문제(환경오염, 환경파괴 등)가 크게 대두되어 최근에
는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 부동산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3. 부동산 개발의 유형
3.1 부동산개발주체에 따른 유형
부동산개발 주체에 따른 분류는 사업을 누가 맡아서 하느냐로 구분되
며 크게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관합동부문으로 분류한다. 또한 중앙정

8) 이창석, 부동산학원론, 범론사, 1986, 253쪽 이하 참조.
9) 이창석/김용민, 앞의 논문,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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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방정부, 공사(LH공사, SH공사, 경기개발공사 등), 민간부문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사는 공공부문으로 이
해하여 첫 번째 분류에 근거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공공개발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정부투자기관 등이 사업
시행자10)가 되어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사회기반시설을 위시(爲
始)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다.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민간사업과는 달리 사회적 편익을 중시하는 사회기반시
설의 확충을 주목적으로 삼는다.11)
민간개발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단독개발,
공동개발, 컨소시엄개발로 구별할 수 있다. 단독개발은 개발사업 시행자
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사업방식으로, 주로 소규모택지개
발에서 많이 활용된다. 공동개발은 신탁회사, 금융기관 등과 하는 공동
개발과 여러 지주가 함께 하는 지주공동개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12)
지주공동개발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 또는 건설업
자가 개발비용을 투자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개발방식이
다. 이 방식은 개발위험을 서로 분담하여 위험은 절감하고 수익은 극대
화하려는 서로의 이해가 맞아야 행하여지는 경우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주택시장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 컨소시엄개발은 법인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으며,

10) 일반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시행자’ 또는 ‘시행사’란 부동산개발사업자를 의미
하는 것으로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부동산의 건설공사는
건설회사(시공자, 시공사)에 도급을 주게 된다(신호상, “부동산개발 기업의 성공사례글로스타를 중심으로-”, 기업연구저널 제6권 제1호, 한국기업사례연구학회, 2011.3,
3쪽).
11) 김진희,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3.2, 9-10쪽.
12) 황재연, “부동산 개발사업 단계별 개발위험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중소 부동산개발업
자의 아파트시장 진입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
교, 2007.2,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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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의 경우 유리하다.13) 대표적으로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14)
광주 광천동 재개발 사업15) 등이 있다.
민관합동개발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민간기업과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제3섹터방
식이라고도 한다. 공공기관은 인허가를 담당하고 민간기업은 기술과
자본을 투입하여 서로를 보완하여 공공의 목적과 사업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는 효과가 있다. 주로 고속도로건설, 철도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부동산개발은 주체와 내용에 따라 그의 역할이 달라진다. 개발사업의
수익성 면만을 놓고 그 주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공이나 민간을 차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개발 내용의 공공성에 따라서는 개발주체의
차별화가 불가피해 질 수밖에 없다.

13) 황재연, 위의 논문, 10쪽.
14) 개발비가 28조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자에 ‘삼성물산⋅
국민연금’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용산 개발사업은 용산구 한강로 일대 56만6,800㎡(코
레일 부지 35만6,492㎡, 국유지 11만6,800㎡, 서울시용산구 3만337㎡, 사유지 등 6만
3,171㎡)에 152층 초고층빌딩과 오피스, 아파트, 쇼핑몰을 건설하는 사업이다(문화일
보, “‘용산지구’ 우선사업자 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 선정”, 2007.11.3,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1103010301241020020>).
15) 광주광역시 광천동 주택 재개발 시공사로 프리미엄사업단(대림산업⋅롯데건설⋅현
대산업개발⋅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광천동 주택 재개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프리미엄사업단이 퍼스트사업단을 누르고
시공사로 낙점돼 공사비가 1조원이 넘는 재개발 대어의 시공을 맡게 됐다. 이 재개발
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53번지 일대 대지면적 25만5,284㎡에 지하 2층∼지상
33층 61개동 6,108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공사금액이 1조945억원이다. 전용면적별
로는 △60㎡ 이하 1,770가구 △60∼85㎡ 3,982가구 △85㎡초과 356가구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임대주택이 521가구, 분양주택이 5,587가구이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12040827575100391>, 2015.12.22, 건
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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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동산개발내용에 따른 유형
부동산개발은 일반적으로 신개발과 재개발로 나눌 수 있다. 신개발은
가장 전형적인 개발형태로 농지 혹은 임야를 성토, 절토하여 택지를
조성하거나 조성 후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비롯하여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이용목적에 맞게 토지와 건축 등의 가공행위를 말한다.16) 이러한
신개발은 개발 아이디어의 획득, 사업대상의 계획, 경비추정, 시장분석,
산출분석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17) 예를 들면, 신도시개발, 택지개
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토지형질변경사업, 부동산개발사업 등이 있다.
다음으로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
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18)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주택사업의 성격이 짙은 재건축과 다르다.
2002년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비되면
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19)
3.3 부동산개발방식에 따른 유형
용지취득방식에 따라 개발방식을 분류하면 단순개발방식,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합방식, 기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순개발방식이란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기준규칙에 따른 형질변경사업에 의한 지주자력
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주자력개발은 토지의 절대적인 사유관 개념
을 바탕으로 예부터 대규모 토지개발방식이 많이 채용되고 있는 오늘날
16) 방경식, 앞의 책.
17) 이창석/김용민, 앞의 논문, 14쪽.
18) 이종수,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2009.1, 15쪽.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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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20)
둘째, 환지방식은 우리나라에서 택지개발수법으로 널리 활용되던 토
지구획정리사업을 의미한다. 이 방식은 사업시행전의 토지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개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주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한
개발이 성행하였으나, 1990년대 들어서서는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 독
점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전면수용방
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을 선호하고 있다.21)
셋째, 수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의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전부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22) 공적주체
가 토지를 전부 취득하기 때문에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모두 소멸
된다.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시행자의 의도대로 개발할 수 있는 이점
이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생활기반이나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지방공사에서 주체가
되어 시행하며, 안산, 시흥, 분당, 일산, 하남 등 수도권 신도시 대부분이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넷째, 혼합방식은 매수방식과 환지방식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도시개
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의 주택종합계획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등은 대상
토지를 전부매수 또는 환지하는 혼합방식을 취하고 있다.23)
20) 이재준, “부동산개발사업 PF 채권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 KAMCO PF채권
(NPL) 사례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2.6,
12쪽.
21) 황재연, 앞의 논문, 6-7쪽.
22) 방경식, 앞의 책.
23) 이창석/김용민, 앞의 논문,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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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의식에 따른 부동산개발 유형
모든 부동산개발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을 만족시키는 개발이라
고 할 수 없다. 즉, 지역, 주민, 생활양식 등에 따라서 부동산개발은 이루
어지고 이는 다시 ‘좋은 개발’과 ‘나쁜 개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개발’과 ‘나쁜 개발’은 명확히 구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발 초기 또는 개발완료 후에 환경에 따라서 좋은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개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좋은 개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는 나쁜 개발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도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좋은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개발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지역이기주의 및 개인적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좋은 개발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4. 부동산개발관련 법제
부동산개발 관련 법제의 부처별 관장 현황은 표와 같다. 실제로 부동
산과 관련된 법제는 부동산개발법의 소관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8개 부처에서 89개 법률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 중
전체 법률의 약 80% 정도의 법률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기타
의 부처가 20% 정도 관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연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토와 관련된 내용 즉, 부동산과 관련한
개발은 국토교통부의 권한에 해당한다.
하지만 나머지 부처에서 관장하는 법률은 특별법 형태를 가지고 있어
24) 이 조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분야별 검색 중 행정일반에서 국토개발⋅
도시분야, 주택⋅건축⋅도로분야, 수자원⋅토지⋅건설분야와 부동산개발을 키워드
로 하여 검색된 법률을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임(검색일자: 2015.12.23). 이에 본 졸자가
임의적으로 검색한 것이기에 이보다 더욱 많은 법률이 존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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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법률보다 상위에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아
니될 것이다. 즉,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환경영향평가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은 특별법으로 일반법에 우선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소관법률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입법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입법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입법이 관대하다고 할 수 있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25) 특히
부동산은 경제발전과 관련성이 많은 관계로 자주 변화하고 있는 입법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이들의 입법 제⋅개정 사항이 정당한 것이며,
체계적인 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 부동산개발법제의 소관부처별 관장 현황26)
법령명

소관부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국토기본법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국토교통부

25) 18대 국회 전반기 2년간 의원입법 발의 현황은 6,018건으로 17대 국회의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하였는데 이러한 의원입법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내용상 국가재정
에 부담을 초래하거나 부처간 이견이 표출되는 등의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법제처보도자료, “법제처 18대 국회 의원입법 현황과 과제 국무회의
보고”, 2010.5.4.) 또한 19대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5835건을
발의해 428건(7.3%)이 가결됐으며 새정치연합은 7354건을 발의해 359건(4.9%)이 가결
됐다. 정의당은 235건을 발의해 2건(0.9%)만 가결됐다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109010703301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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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교통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국토교통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건축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도로법

국토교통부

사도법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국토교통부

임대주택법

국토교통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국토교통부

주거기본법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국토교통부

주택법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촉진법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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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법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토교통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국토교통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골재채취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외국인토지법

국토교통부

지하수법

국토교통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하천법

국토교통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법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촉진법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자연공원법

환경부

수도법

환경부

하수도법

환경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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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도서개발촉진법

행정자치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행정자치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전원개발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산업통상자원부

소하천정비법

국민안전처

자연재해대책법

국민안전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민안전처

5. 부동산개발의 공공성 및 공공개입 필요성
일반적으로 재화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으
나, 부동산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특성,27) 부동산시장의 구조적
결함,28) 외부효과의 존재 등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에 맡겨 두는 것이
쉽지 않다. 즉 투자가 아닌 투기, 부동산개발의 실패 등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커다란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개발의 실패
는 지역의 슬럼화⋅황폐화, 환경훼손 및 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
다.29) 이러한 이유에서 부동산은 사익적 목적보다는 공공적인 목적이
강한 재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토지공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관념이라
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의 공공성은 공공개입 가능성을 부여했으며, 공공개입은 여러
형태를 나타날 수 있는데, 법률에 의한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26) 각주 15번 내용을 참조.
27) 토지의 자연적 특성으로는 영속성, 고정성, 개별성 등을 들 수 있다.
28) 토지시장의 불완전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토지등기제도상의 결함, 토지의 독점,
토지의 과도한 분할소유, 외부효과 또는 용도간의 상호의존성, 공간주거형태의 선택
과 관련된 불가분성을 들 수 있다(황명찬, 공영개발의 의의와 필요성, 토지정책론,
경영문화원, 1985, 454쪽).
29) 신호상, 앞의 논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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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구역⋅지구 등), 과세(개발이익 환수
에 관한 법률상 개발이익 징수금, 부담금 등), 특정행위에 대한 보조(주
민지원, 주민우선고용 등),30) 공공소유, 서비스 공급 등을 포함한다. 이
런 제수단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지역적 격차를 해소,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의 효율성, 편익의 최종적인 분배, 전국의
형평성 등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6. 부동산 개발과 지역경제 연관성
부동산개발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중에서 가장 현실적⋅효
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기업체의 유치, 둘째, 교통시설의 발전,
셋째, 대학 등의 공공기관 유치이다. 본 저자가 생각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있다면 그 지역은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방안
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이 필수불가결한 것일 것이다.
예를 들면 혁신도시,31) 세종시 정부청사이전, 기업도시,32) 미군공여
30) 발전소수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
31) 혁신도시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서
혁신거점도시, 개성 있는 특성화 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교육⋅문화도시로 이루어져
있다, <http://innocity.mltm.go.kr/submain.jsp?sidx=13&stype=1>. 부산, 대구, 광주⋅전
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2)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주택⋅교육⋅의료시설
및 각종 생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자급형 도시를 말한다. 기업이 투자 계획을 가지고
도시를 개발한 뒤, 상당수의 인력과 자본을 기업도시로 이전해 간다는 점에서 산업도
시와는 다르다. 또 산업도시가 개발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도시 조성 후에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반면, 기업도시는 개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도시개발과 기업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이점이 있다. 대표적인 기업도시로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니
스, 일본의 도요타[豊田]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6. 전경련이 법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었고, 2005.8.에 정부가 시범도시로 태안군,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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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시에 정부기관의 이전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많은 상권이 발전하고 이는 세종시의 발전으로 부각되
고 있다. 충주기업도시의 경우 2020년까지 약 3조 1,366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0,285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33)
그러나 이와 같이 항상 긍정적인 면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화장장시설, 납골시설
등으로 부동산개발 할 경우 많은 지역에서 반대의 벽에 부딪치고 만다.
우리는 이러한 시설을 비선호시설 또는 기피시설34)이라고 한다. 비선호
시설은 공익성이 강하며, 환경오염이나 피해가능성이 높고, 지각하락,
주민의 삶에 영향력이 크다고 한다.35) 특히 주민들에게 지각하락과 지
역이미지의 실추(失墜)는 어떠한 이익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를 비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개발은 어떠한 개발이 되든 지역경제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동산개발=지역경제활성화 공식으로
이해하고 서로 쌍생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대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원주시, 충주시, 무안군, 영암⋅해남 등 6곳을 선정하였다.
33) <http://www.nexpolis.com/nexpolis/?menu=0202020203>.
34) 이러한 기피라는 용어는 ‘지역적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LULUs : Locally
Unwanted or Undesirable Land Uses)’이라는 뜻으로 Frank J. Popper에 의해서 최초로
사용되었다(박종구/최재실,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 갈등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 -장사
시설의 입지찬성 인식 형성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2009년도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65쪽).
35) 졸저, “주변지역 지원법제들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 일감부동산법학 제11호, 건국
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8,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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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동산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
1. 부동산개발의 다양성⋅일회성 문제
부동산개발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흔히 부동산개발은 주택개발,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이해
하지만, 여기서는 광범위하게 이해하여 모든 개발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자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개발의 다양성⋅일회성의 문제이다.
부동산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입법정책적 규제가 다양하
게 제도화되어 있다. 이는 획일적인 부동산개발을 야기하게 되었다. 따
라서 해당지역의 특색36)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부동산개발로 인해,
대규모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부동산개발은 한번 시행되면,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일회성 정책이 되면 안 될 것이다. 즉 2018년 동계
올림픽이 평창에 유치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은 무궁무진할 것이라
고 생각되지만, 이후에 활용방안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유치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수세계박람회의 경우 박람회 종료 후 활용하기
위해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
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
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
36) 당시 설계는 해발 750m 고원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고 야외 70%, 실내 30% 비율에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는 사면과 그 상부에 워터파크 시설을 설치하고 출입구도 분산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워터파크 설계비는 당초 58억 원에서 9억 원이
증액돼 67억 원이 지출됐으나 전문가들로부터 워터파크 테마가 지역특성에 맞지 않아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다가 지난 8월 재설계로 보완키로 했다(NEWSIS강원,
“강원랜드 워터파크 설계비 과다지급 논란”, 2015.11.17,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17_0010419330&cID=10
805&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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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
다(법 제1조).

2. 부동산개발의 공익과 사익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부동산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는 밀접한 관
련이 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등의 개발도 부동산개발이고 화장시
설, 납골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등도 부동산개발
에 해당한다. 하지만 같은 개발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이익을 따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피시설은
공익성이 강하다고 한다. 공익이란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
며, 공익으로서의 공동체의 이익은 각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 아니며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는 이익이다.37)
공익이란 개념을 우리법에서는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 제
23조 제2항, 제37조 제2항, 제76조 제1항, 제77조 제1항에서 공공복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헌법상 공익의 개념은 다의적이고 불확정개념으로 시대적 환경과 상
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38) 특히 다원적 사회에서 공익개념의 판
단은 더욱 어렵다.39) 특히 행정법규에서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반사법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규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익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모도하기 위한 것이다.40)
특히 부동산개발은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예시로
제시한 방폐장, 폐기물처리시설, 송변전시설, 댐 등의 이익은 공익성이
37)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4, 9쪽.
38) 박균성, 위의 책, 10쪽.
39)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9, 7쪽.
40)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08,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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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익을 사익이라
고 하여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사익인가 공익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명백히 ‘공익이다’ 또는 ‘사익이
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익충돌이 생기
는 경우 ‘이익형량’을 하게 된다. 이익형량이란 구체적인 사안에서 상호
충돌 하는 가치들과 규범들 사이를 비교하여 그 중 어느 하나가 해당
사안에서 기타의 대안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파단하고 이를 선택하는
실천적 판단을 의미한다.41)
하지만 여기선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누구의 이익이
공익이냐에 의문이 있다. 예를 들어, 부안 방폐장 반대운동,42) 밀양 송전
탑43) 반대운동, 청주시 쓰레기 매립장 유치44) 반대운동, 제주 해군기지
41) 김도균,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문제”, 서울대학교법학 제48권 제2호, 서울대
학교 법학연구소, 2007.6, 31쪽.
42) 부안의 방폐장관련 일지는 다음과 같다.
- 1986년 : 정부가 해안지역 중심으로 후보지 선정 시작했으나 주민 반대로 계속
무산
- 2003년 7월 14일 : 전북 부안군 방폐장, 24일 : 산업자원부 방폐장, 26일 반대측
-

야간 촛불시위 시작
2003년 8월 23일 : 부안주민 전주 도심서 격렬 시위
2003년 9월 8일 : 김종규 부안군수 내소사서
2003년 11월 19일 : 반대 주민 7000여 명 고속도로 점거 등 격렬 시위
2003년 12월 10일 : 정부 주민투표 실시와 위도 건립안
2004년 2월 14일 : 부안대책위 주민투표 실시(투표자 91.83%, 유치반대)

- 2005년 3월 3일 : 방폐장
- 2005년 9월 6일 : 부안군수 방폐장
43) 밀양 송전탑관련 일지는 다음과 같다. <https://ko.wikipedia.org/wiki⋅
%EB%B0%80%EC%96%91_%EC%86%A1%EC%A0%84%ED%83%91_
%EC%82%AC%EA%B1%B4>.
- 2001년 5월 : 한전, 송전선로 경유지 및 변전소 부지 선정
- 2005년 8월 : 한전, 주민설명회 개최
- 2005년 10월 : 환경영향평가 실시
- 2007년 11월 : 정부,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
- 2008년 7월 : 밀양주민들 송전선로 백지화 요구 첫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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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설치 반대 운동 등 다양한 주민반대 운동이 ‘사익’이다. 라고 할 수
있는가? 결국, 이들의 이익이 모두 사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 행정주체의
이익은 모두 공익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실제로 이익이라는 것은 누구를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2년
2012년

12월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밀양지역 송전탑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11월 : 경실련 주관 밀양송전탑 보상제도 개선추진위원회 구성
5월-7월 : 밀양주민-한전 대화위원회 운영, 18차례 대화 진행
1월 : 이치우씨 분신 자살
3월 :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 중지
6월 :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 재개

- 2012년 7월 : 밀양 상동면에 헬기로 3T 굴삭기 및 자재 투입
- 2012년 9월 : 밀양 송전선로 한전 대책위 구성
- 2012년 9월 24일 : 국회 현안 보고 이후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 중지
- 2013년 5월 15일 : 한전 송전탑 공사 재개 방침 공식화
- 2013년 5월 18일 : 한전 송전탑 공사재개 관련 대국민 호소문 배포
- 2013년 5월 20일 : 한전 밀양시 4개면 6개 지역 공사재개 시도, 2개 지역 주민과
대치
- 2013년 5월 29일 : 한전-밀양 주민 공사 일시 중단 및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대안
연구 합의
- 2013년 9월 11일 : 정홍원 국무총리 밀양 방문하여 공사 강행 시사, 밀양 송전탑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 가구당 400만원씩 개별보상⋅태양광 밸
리 보상안 확정
- 2013년 10월 1일 : 한전, 10월 2일부터 송전선로 공사 재개 방침 및 공사재개에
따른 호소문 발표
- 2013년 12월 6일과 13일 : 자살 및 자살기도
- 2014년 6월 11일 : 밀양시, 송전선로 건설 반대 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
- 2014년말 : 신고리 원전 3호기 준공 예정.
44) 청주시에 쓰레기매립장 유치를 신청한 신전동 주민들과 이에 반발하는 인근 가경동,
강서동 지역 주민들이 끝내 충돌해 예정됐던 주민설명회가 파행됐다. 7.23. 청주시가
강서1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제2 쓰레기매립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는
지역 주민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300여 명(반대추진위
주장)의 가경⋅강서동 주민들은 전세버스를 이용해 설명회장에 도착한 신전동 주민들
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이날 시의 신전동 후보지 주민설명회는 반대 측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밀려 시작 수 분 만에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반대 측 주민들의
소란 때문에 설명회를 지속할 수 없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은 청주시청 홈페이
지에 탑재한 내용을 참조해 달라”고 설명한 뒤 자리를 떴다. 지난해 12.24. 마감한
제2매립장 입지 후보지 4차 공모에서는 신전동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등 2곳이
응모하였다.<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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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주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익을 구별할
때 공익과 사익을 구별하는 것은 case by case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개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누구의 입장에서 개발의
목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공익과 사익으로 구분할 경우 분배기준, 형평성, 평등 등의 다양한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최근 하남시의 미사지구를 보면 20여년 가까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어 있다고 미사지구의 지정으로 구역해제와 개발이 동
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누구에게 이득이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정도가 입법적 조건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입법적 주민참여 및 소통의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주민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의 경우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기피시설의 경우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둘째, 공익과 사익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3. 수많은 부동산개발 관련 법률의 난맥상 문제
소관부처별 부동산개발 관련 입법 관장현황을 근거로 하여 현행 부동
산개발 관련 법률은 난맥상의 문제가 있다. 첫째,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법률의 관장이다. 대부분의 법률이 국토교통부 소관법률이지만, 이외의
다양한 부분에서 타부처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즉 부동산을 개발하
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의 인⋅허가가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등 다양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둘째, 다양한 법률상의 문제이다. 대략적으로만 90여
가지의 법률이 조사대상 이었으나,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많은 법률들이
부동산개발에 관련되어 있다. 특히 특정목적별 개별법을 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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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과 촉진법을 만들어냈으며 이러한 법률의
운용은 법적용의 혼란을 야기했다. 또한 분야별, 소관부처별 현황에서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법률이 많은 관련부처에 의해 운용됨으로써 우리나
라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토지이용규제가 지나치게 번잡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의 운용은 법률의 이용자인 개발업자는 물론이고
관련 전문가 심지어는 관장 공무원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이다. 따라서 입법적 통합과 융합을 통한 입법효율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 주도의 법률 개정으로 인한 지역특색 미반영이다.
즉, 중앙정부차원에서 법률의 제정 및 운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지역적 특성이나 개발사업의 특성을 무시한채로 일괄적으로 법률을 적
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시책이 지방정부의 정책
을 압도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4. 지역경제발전에 역행하는 부동산개발 관련 사례
4.1 대학의 이전과 지역경제활성화
현재 수도권의 부동산개발과 관련 문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개발일 것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
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
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주한
미군 이전으로 공역구역이 생긴 동두천, 의정부, 하남시는 다양한 개발
정책을 시도 중에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부동산개발방안이 대학유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현재 세명대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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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45) 그러던 중 2014년 11월 송광호 의원 등 20인이 주한미군 공여
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제안이유는 ‘수도
권정비계획법의 대학입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으로 지방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는 대학입지 특례규정이 있으며 문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 이전을 검토하는 지방대학이 열 곳을 넘었고, 이로 인해 지방의
인재양성 기반이 붕괴되고 인력 유출이 발생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마저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이 소재한 시⋅군의 경우
기존 대학주변의 상권 붕괴가 지역경제 전체의 침체로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46) 따라서 제
17조 제1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
유발시설 중 학교를”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인구집
중유발시설 중 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로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하남시의 경우에는 대학유치가 무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47)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은 대학유치가 지역경제활성화
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의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지역의 경제를 위해 다른 지역의 경제를 훼손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
다. 지역경제는 쌍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나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역경제를 훼손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무의미한 부동산개
발 및 경제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45) 지난 4.30. 국회 안전행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반환 공여구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 전국 모든 대학의 이전 또는 증설을 허용하던 것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으
로 한정하고 있다. 법률이 개정되면 그간 하남시가 추진한 세명대(충북 제천 소재)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경기신문, “미군공역구역법 개정안 반대 경기도가
적극 협조해달라”, 2015.5.31,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733>).
46) 송광호의원 대표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쪽.
47) 그러나 2015.4.30. 대안반영으로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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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화성시 광역화장장 시설과 지역경제
화성시는 지난해 매송면 숙곡1리 산 12의 5일대 36만4,000㎡에 건축
전체면적 1만3,858㎡ 규모로 광역화장장(함백산 메모리얼 파크)을 건립
추진을 발표했다. 이 화장장은 화성시를 비롯 부천⋅안산⋅시흥⋅광명
시가 함께 사용하게 되는 공동시설로서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440
기, 자연장지 3만8,200기, 장례식장 6실 규모로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48) 하지만 건립 예정지 인근의 주민들이 화장장으로 인한
환경과 교통 등 주거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으며, 올 2월 이후 경기도와 화성시는 2차례 주민설명회와 5차례
의 갈등조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주민들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49)
하지만 최근 화성시는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지역을 제외시키는 조건부
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 통과시켰다.50) 이로 화성시
는 1,212억 원을 투입하여 광역화장장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많은 경제
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직까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가에 있다. 즉
수원시의 의견이 될 것이다. 광역화장장이 설치되는 곳이 수원시와 인접
한 곳으로 수원시의 의견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떤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그 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향유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담금, 개발이득환수제도, 주민
지원 등이 있으나, 다양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48)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22609222971903>.
49) NEWS1뉴스, <http://news1.kr/articles/?2522467>.
50) 수원일보,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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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우리는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은 작게
보면 주택건설, 농지개량, 택지개발, 리모델링 등을 이야기 할 수 있으나,
넓게는 지역개발, 재개발, 간척지개발 등 다양한 개발을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을 어떠한 의미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고 이러한 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쟁점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부동산개발이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성을 따져야
할 것이다. 부동산개발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특성도 부동산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개발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 지가, 부동
산시장, 지역주민생활양식 등이 다양하게 변화한다. 따라서 우리는 부동
산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실증적인 연구를 추진⋅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있다. 첫째, 공익과
사익에 대한 검토이다. 부동산개발은 공익과 사익이 염연히 대립한다.
하지만 누구의 이익이 공익이고 누구의 이익이 사익인지는 명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항상 조정과 소통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입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부동산개발에 대한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
고 이들은 규제라는 형식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규제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특색에 맞는 부동산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아파트나 건축물을 보면 지역적 특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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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특색에
맞는 건축물과 형태를 갖춤으로써 지역적 색채를 잘 살리고 이를 관광자
원으로 활용하여 부가적 효과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지속적인 활용가
능성이 필요하다. 부동산개발은 한번 이루어지면 수십 년 또는 수백
년간 지속되어진다. 또한 부동산개발은 환경파괴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또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이 흘러야 하며, 관리해
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개발을 위한 방안 마련 시 장기적이고 효용가능
성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안이 마련된다면 부동산개발로 인한 지역경제는 활성
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이득은 주민 또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
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이듯, 부동산개발도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올바른 부동산개발을 통한 지역경
제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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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과 지역경제발전의 법적 문제

[Abstract]

Legal Matters in Real Estate Development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Kim, Dong-Ryun*

51)

Recently, we have tried to find various plans for the invigoration of
regional economy. It is said that the representative plan among them is a
real estate development. In a small scope, the real estate development may
be said as housing construction, farmland amelioration, housing land
development and remodelling, etc. In a wide scope, it means various
developments such as regional development, redevelopment and reclaimed
land development, etc. It can be said that the scope of real estate development
is varied depending on the views on which the real estate is seen.
This real estate development is very relevant to the invigoration of regional
economy. Specially, the land value, real estate market and local resident’s
lifestyle are variously changed depending on the direction to which the real
estate development is conducted. If such change has positive change, it has
also negative change. We would like to review several issues from the
legislative view to which this change is brought.
First, it is the review on both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I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th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interest are clearly
conflicting. However, it cannot be clearly distinguished whose interest is
* Prof, Security Police Administration, Shin-Ans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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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blic interest and whose interest is the private interest. Accordingly,
adjustment and communication are always required. Second, it is necessary
to organize various legislations. There are various laws about the real estate
development and they have the formality called as regula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relaxation of regulation through the
comprehensive review about them. Third, it is required to carry forward
the real estate development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 are
lots of cases in which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seldom found in the
most of apartments or buildings. However, since Jeju island has the buildings
and typ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 its regional color
is well utilized and it shows additional effectiveness by utilizing such color
as tourist attractions. Fourth, the continuous applicability is required. I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is once achieved, it has been continued for several
decades or hundreds of years. Also, the real estate development may be
achieved through th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Several decades or
hundreds of years must be passed in order to restore such destruct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onduct the development through the long
term review.
[Key Words] Real estate Development, Public Interest, Private Interest,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