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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각 구성원들의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야 한다. 하지만 기본권 중에서 재산권과 같은 기본권은 그 보장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제한에도 일정
한 한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한계를
이탈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에는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의 장
기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개발제한구역법상의 계획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가 대표적이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구) 도시계
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 헌법불합
치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 제도와 실효제도가 신설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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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구제의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그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법적 개선방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매수청구권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공시지가, 개
발제한구역

Ⅰ. 머리말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
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가 공익
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할 수 있으나 재산권
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상 공용수용 및 공용
제한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침해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있어서의 장기
미집행이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용수용으로 인한 개인
의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보상 및
권리구제 제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고, 헌법재판소도 장
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분쟁 해결 및 입법의 불비를 보완하고
자 97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1)을 통하여 실효제도와 매수청구권제도
1) 헌법재판소ﾠ1999. 10. 21.ﾠ선고ﾠ97헌바26ﾠ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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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국토계획법과 개발제
한구역법상 실효제도와 매수청구권제도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헌법재
판소의 결정에 이은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미집행 도
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에서
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
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법상의 매수청구권제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된 실정법상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입법적 개
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매수청구권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 의의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는 1919년 일본 도시계획법에서 영국의 Town
Plan 및 미국의 City Plan에서 사용된 용어를 직역하여 처음으로 사용하
였으며2)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에서도 사용되었다.3) 도시계획은 전통
적으로 구속적 성격을 가지는 도시계획과 행정내부적 성격을 가지는
도시기본계획으로 구별 및 정의되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
설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공공시설물로서 민간의 활동만으로는
효율적으로 설치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며 행정주체가 직접 설치하
2) 김종보,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행정법연구 제11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4, 244쪽.
3)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1990, 177쪽 이하;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2013년 개정판, 피데스, 2013,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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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행정주체의 지원을 받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의 절차를
거쳐 전체적으로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능적⋅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법적 절차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로 정의된다.4)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기반시설 중 법률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5)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
시설 중 장기간(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계
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
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6) 미집행은 도시계
획결정 고시 이후 협의매수 또는 토지의 수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한다.7)
1.2 종류
20세기 이후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인구의 도시집중화를 초래하
였고 도시가 적절히 기능하도록 교통 및 통신시설 등이 필요해졌고 학교
및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도시기반시
설에 대한 수요는 시장원리에 따라 충족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행정
주체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8) 국토계
4) 강문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14.9, 2014, 17쪽.
5) 김용철,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행정학회보 제12권 제1
호, 한국토지행정학회, 2005, 46쪽.
6) 국토교통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4, 2쪽.
7) 김남욱,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에 관한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79집, 한국토지
공법학회, 2017, 151쪽.
8)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수용권”, 행정법연구 제30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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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법 제2조 제6호에 도시에 필요한 각종 시설들이 규정되었고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는 국토계획
법에서 정하는 7개 대분류와 시행령에서 규정한 53개 시설을 149개로
세분화하였다. 도시계획시설은 53개 종류의 기반시설 중에 도시관리계
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한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면서9) 처분성을 가지고 있다.10)

2. 매수청구권에 관한 개관
2.1 매수청구권의 의미
국토계획법상 매수청구권이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과 관련하
여 일정 기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상 토지를 시장 및
군수 등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11) 개인 토지를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대상지로 지정하여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
과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12)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수인
할 정도를 초과하여 특별한 희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나 손실보상을 청구하더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토지를 매수
하거나 또는 손실보상청구에는 이르지 않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권리구제 보완제도이다.13)
9) 정태용, “우리나라 개별법에서의 행정계획수립절차의 현황”, 토지보상법연구 제14집,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4, 242쪽.
10) 허강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적 쟁점”, 행정법연구 제35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201쪽.
11) 허강무, 위의 논문, 211쪽.
12)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결정.
13) 박평준, 행정상손실보상법리연구, 고시연구사, 2000, 518-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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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
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형성권이라는 견해와 청구권이
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우선 형성권이라는 견해를 살펴보면, 매수청
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매수청구권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같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견해이다.14) 잔여지
매수청구권은 종래 목적에 의하여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재산권 보장 내지 기업자의 승낙이나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 등의 조치를 기다림으로 인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15) 청구권설은 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매수청구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여서 바로 계약체결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청구권이라는 견해16)로 매수청구권은 상대방으
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불허가처분을 하여
토지소유권자로 하여금 처분을 제한한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도지사에
대해 청구하면 손실보상의 원리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매매를 알
선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토지소유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동조 제2항에서는 "매수청구를 받은 도
지사는 당해 토지 등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
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예산과 제21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격의 범위내에서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그것이
14) 류해웅, “보전지역의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상”, 부동산법학 제7집, 한국부동
산법학회, 2003, 156쪽; 이선영, “토지규제와 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 감정평가 통권
제36권, 한국감정평가협회, 2000, 74쪽.
15) 이선영, 위의 논문, 76쪽.
16) 배영길, 토지공법, 세종출판사, 2003, 3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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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헌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
과 합치되는 것인가이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5 제1항에서 말하
는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란 동조 제2항과 연
결시켜 살펴 볼 때 그 권리행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바로 매수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 아니고, 한낱 도지사에 대한 매수알선청구권에 지나
지 않는다”라고17) 하여 매수청구권제도는 매수알선청구권이라는 견해
를 유지하고 있다.
2.3 매수청구권의 실정법적 근거
매수청구권이 규정된 실정법으로는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
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공유수면관리및
매립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농지법, 도
로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있
다.18) 여기서는 간략하게 부동산공법 중 농지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
비법 상 매수청구권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농지법은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조 제1항). 농지 소유자
는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2
항).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17) 헌법재판소ﾠ1989. 12. 22.ﾠ선고ﾠ88헌가13ﾠ결정.
18) 부동산 공법상 사권보호에 대한 규정은 토지매수청구제도는 총 4가지를 상정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상진, “부동산공법상 사권보호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제30권 제2호, 한국토지법학회, 2014, 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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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3항).19)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은 제64조에서 사업시행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20) 제1
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
된 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
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0조 제5항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
2.4 매도청구권과의 비교
매수청구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
고 있는 자의 공권이란 점에서 사업시행자의 권리 또는 권한에 속하는
매도청구권과는 비교된다. 매도청구권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자가 재건축사업을 시행에 있어서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의
토지 및 건축물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집합건물의소유
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규정에 의하여 인정 된 권리였으며,21) 도
19)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33조의2 제1항).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동법 제33조의2 제2항).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동법 제33조의2 제3항).
20) 도시사업의 쟁점 및 도시정비법상의 정비기반시설의 법적 쟁점에 관한 상세한 견해로
는 이헌석, “도시정비사업의 쟁점 및 법적과제-도정법상 도시정비사업 절차의 성격
및 해제의 쟁점을 중심으로-”, 부동산법학 제18집, 부동산법학회, 2014, 259-264쪽;
이현수,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법적 쟁점”, 행정법연구 제30호, 행정법이론실
무학회, 2011, 361-366쪽.
21) 김동근, “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권행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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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을 명문으로 규
정하였다(동법 제39조). 매도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
관계이나22)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매도하여
야 하는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23) 그 본질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수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24) 또한 일방
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법
률적으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25) 대법원
은 매도청구권의 효과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판시하
여,26) 매도청구권자가 그 상대방에게 매도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
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시가에 따른 매매계약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
로 보고 있다.

논총 제27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47쪽.
22)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3923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사이의 매도
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3) 민태욱, 부동산공법론 제9판, 부연사, 2017, 311쪽.
24) 헌법재판소 1999. 9. 16. 97헌바73, 98헌바62, 98헌바60(병합) 결정;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김동근, 앞의 논문, 48쪽.
25) 이희훈, “공동주택의 재건축상 매도청구권에 대한 연구 -합헌성과 관련 법규정의 중심
으로-”, 토지공법연구 제35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254쪽.
26)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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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수청구권제도의 등장배경 및 법적근거
1. (구)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률개정과정
1.1 이유 및 결정요지
1.1.1 헌법재판소ﾠ1999. 10. 21.ﾠ선고ﾠ97헌바26ﾠ전원재판부 결정요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더 이상
그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건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이용가능성이 배
제된다.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매수가 장기간 지체되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더 이상 요구될 수 없다면, 입법자는 매수청구권이나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가능성을 통하여 재산권
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시행
지연으로 인한 보상의 문제는, 도시계획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필요적 과제이자 중요한 공익이라고 하는 관점과
다른 한편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재산적 손실을
입는 토지소유자의 이익(헌법상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하여 양 법익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규정은 입법자가 헌법 제23조에서는 공용수용,
공용사용, 공용제한까지도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
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두어야 하는 규정이다. 재산권의 침해와 공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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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례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헌법상 반드시 금전보상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지정의 해제 또는 토지매수청구권제도
와 같이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1.2 헌법재판소ﾠ1998. 12. 24.ﾠ선고ﾠ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병합)ﾠ전원재판부 결정요지
재산권의 제한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지정
당시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을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게 합헌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
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1.2 법률개정 과정
(구) 도시계획법 제4조(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되
어 1991년 12월 14일 법률 4427호로 최종 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
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권리구제를 위한 매수청구
권을 인정하였다. 즉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
도록 하였고 토지소유자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매수청구권
을 인정하였고 이후 국토계획법에 승계되었다.27)
27) 김상진, 앞의 논문,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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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산일에 관한 부칙조항
도시계획법 제41조 제1항은 2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실효기간의 기산일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결정⋅고시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칙 제10조 제3항은
2000년 7월 1일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때
까지 이미 경과한 기간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2000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20년을 경과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계획
법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도 2000년 7월 1일 이전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을 실효기산일로 규정하였다.28) 위의 실효제도
에 대한 기산일은 2000년 7월 2일 이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 결정
및 고시일로 되었다.
1.2.2 매수청구권 조항의 신설
(구) 도시계획법은29)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
(地目)이 대(垈)인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제도를 신설하였고(동법 제40
조), 동 조항의 규정내용은 국토계획법 제47조로 승계되었다. 동 조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법률이 정한 매수의무자에
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동법 제47조 제6항).

28) 정병실, “<판례평석>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등의 위헌 여부 -헌재 2005.9.29.
선고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결정-”, 법학연구 제9권 제2호, 인하대
학교 법학연구소, 2006, 257쪽.
29)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62.1.20.에 제정
했으나, 2002.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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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청구권제도의 법적근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1998년 12월 24일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30) 및 (구)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31)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도시계획
법을 개정하여 장기간 동안에 시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제41조),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제40조),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10조)를 신
설하였고, 위 규정들은 모두 국토계획법 제47조(매수청구), 제48조(실효)
및 부칙16조(경과조치)에 승계되었다.32)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관하여
는 우선적으로 특별법인 개발제한구역법이 적용되지만, 개발제한구역
은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국토계획법이 적용된다.33)
2.1 국토계획법(헌재 97헌바26 결정과 관련하여)
2.1.1 매수청구사유와 매수청구권자
국토계획법은 지목(地目)이 대(垈)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외의 부지에 관하여 매수청구를 허용하
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및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가 금지되어 도시계획시설부지가 나대지인
경우 소유자는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30) 헌법재판소 1998. 12. 24. 89헌바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31) 헌법재판소 1999. 10. 21. 97헌바26 결정.
32) 정병실, 앞의 논문, 256쪽.
33)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4590 판결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 규정의 체계
와 내용, 위 법률들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이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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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매도 역시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가능성
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장기
간 사업이 지체된다면 소유자에게 적정한 보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34)
매수청구권자인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7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제47조 제1항 제2호).
2.1.2 매수절차 및 매수가격
매수청구권자가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의 소재지⋅지번⋅
면적 및 이용현황,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매수청구를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매수의무자는 제1
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동법 제47조 제6항).

34) 허강무, 앞의 논문, 203쪽;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11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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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발제한구역법(헌재 97헌바78 결정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위헌적 요소를 제
거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이 제정되었고 매수청구권을 제도화하였
다.35) 동법은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였
다(동법 제17조 제1항).
2.2.1 매수대상토지 및 매수청구권자
동법 시행령은 매수청구대상토지의 판정기준으로 매수 청구할 당시
대상토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
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있는 읍⋅면⋅동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 일 것, 그리고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이 불가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제1호), 토지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제2호) 및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35) 류해웅,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에 대한 보상의 법해석학적 고찰”, 부동산학보 제22집,
한국부동산학회, 2004,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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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매수기간 및 매수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동법 제18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
관은 매수대상토지임을 알린 경우에는 3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
조).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
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매수금액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
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의 변
동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3. 검토
(구) 도시계획법 제4조와 제2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이 상당한 도시
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반성으로 실효제도36) 및 매수청구권제도가 제도화
되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보완된 규정자체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실효기간이
20년이라는 상당한 장기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용된 토지
36)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84, 89, 2003헌마678, 943(병합) 결정(도시계획시
설결정 실효제도는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비례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재산권의
내용에 대한 확인적 규정이라고 할 것으로서, 단순히 방만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
한 통제라고 하는 입법정책에 따른 시혜적인 차원의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즉, 20년의
기간 동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재산권이 제한상태로부터 회복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권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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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상술한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이 상당히
요청되며 그 외에도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역수용수송의 도입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그와 같은 실정
법의 규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Ⅳ. 현행 매수청구권제도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미집행 및 공용제한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보완방법 등이 국토계획법 및 개발제
한구역법에 신설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현행 실정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미집행 및 개발제한과 관련하여 규정된 여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매수청구기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매수청구기간의 문제점
국토계획법은 매수청구의 범위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
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토지
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동법 제47조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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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에, 즉 10년이 경과된 후에야 토지소유자는 사업부지에 포함된 자신
의 토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는 공익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라는 사익의 합리적인 균형 및 조정이
라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에게
는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변경금지의
무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재산권 및 재산권 행사에 대한 현저한 침해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37)
1.2 매수청구기간에 관한 개선방안
상술한 바와 같이 현행 국토계획법상 10년이라는 매수청구기간에 대
한 제한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미국 및 독일의38)
37) 이상훈/석호영,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적정성 확보 방안 연구”, 토지공
법연구 제76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78쪽.
38) 미국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county) 가 도로나 공원 등의 예정부지로서 도시시
설로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이용의 제한이 당해 토지를 하여금 쓸모없게 되거나 매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를 경우와 또는 개인의 토지를 3년 동안 토지의 개발을 막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경우에
는 보상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도시계획은 토지재산권을 침해하는 성질이 있기
에 위헌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주된 추세이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의
수립기간 중 도시계획예정구역에 대해 형질변경금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언제나 일정 기간이 소용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토지소유자에게 4년까지는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4년이
경과한 후에는 도시계획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적절하게 금전으로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도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적 손실을 입고
있을 경우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수용적 효과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침해받
은 토지소유자에 대해 곧바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석종현 외, “도시계획에
따른 재산권제한의 적정기준에 관한 연구”, 국토교통부, 2012,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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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서와 같이 합리적인 정도에서의 기간의 단축 및 10년이라는 장기
간의 개인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반대급부가 행해
진다면 기간에 대한 문제는 일정 부분 치유될 수 있으리라 본다. 즉
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제약되는 기간은 10년에서 3년 또는 5년으로 단축
하는 방안이 있으며 또한 3년 또는 5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진행되
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기회비용으로서의
적정한 보상규정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근 지역
의 동일한 지목의 1년간 평균 임대 수익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실효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1 실효제도의 문제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
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규정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39)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를 두어 장기미집행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을 실효시키는 것은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것으
39) 또한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의 실효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가 시작되며,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과 고시가 없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이 상실된다(김한수, “장기미집행도시공원문제, 해법 있다.”, 이슈&진
단 제200호, 경기연구원 연구자료, 2015,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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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도시계획시설결
정의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지목과 관계없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
이 경과한 후에 실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도시의 근간인 기반시설과
관련 사업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제한 및
침해로서 성질을 갖기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1.2 실효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국토계획법과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전체
에 대한 실효제도가 없다. 물론 우리의 경우에도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에 대한 실효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상 실효제도가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40) 그러나 전술한 헌법재판소에
결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제약에 비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서 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언급하였듯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수준의 제약은 공익의 증진을 위하여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국토계획법상의 20년의 실효기간은 전술한
매수청구권 행사의 10년보다는 더 상당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
된 토지소유자가 감수할 합리적인 수준, 예를 들어 5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면 합리적일 듯하며 물론 그 기간 내에 사업미집행으로 인한 실효
가 확정된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실효제도의 일몰제도를41) 도입하여 타당성, 합리성 및 적정성이 있는
40) 석종현 외, 앞의 보고서, 76쪽.
41) 공원, 도로 등 도시의 필수기반시설이 일몰제로 인하여 폐지되어 간다면 도시의 골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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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회시설사업은 계속 유지되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42)
2.2 잔여지 보상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2.1 잔여지 보상의 문제점
잔여지란43) 동일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
사업에 제공됨으로써 남는 토지로서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다른 용도로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로 잔여
지는 과소면적이 되거나 부정형이 되어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그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보상되어야 한다.44) 그러
나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는 규정하고 있으나(동
법 제47조)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토지보상법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을 청구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2.2.2 잔여지 보상에 관한 개선방안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된 토지의 일부분인 잔여지가 사업 결정으
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 및 용도에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용도로의 적정한
형성하는 기반이 몰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도시는 경쟁력과 기능을 상실해 갈 것이며
결국 주민의 삶은 피폐해지게 될 것이라는 견해로는 박명원, “지방자치단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도시문제 제37권 제409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2. 42쪽.
42) 김남욱, “공법상의 매수청구권 제도”, 공법연구 제32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4, 291쪽.
43)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44) 류해웅/허강무, 신수용보상법론 제7판, 부연사, 2016, 3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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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매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잔여지를 포함한 완전한 형태로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완전한 행사는 잔여지를 포함할 경우에 인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에 대한 매수청구는 인정하면서 공익사업에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매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방적인 손해를 토지소유자에게 감내하라
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인정하지 않음으
로 인한 손해를 비교형량해 볼 때 상대적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그
피해의 정도가 더 상당할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것이
라고 본다. 만약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그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손실
과 이익에 대한 평가가 적정히 행해진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법체계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
를 인정하고 토지보상법을 고려할 때 국토계획법 제47조 제4항의 규정
에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 및 그에 대한 보상규정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다.45)

45) 국토계획법 제47조 제4항은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라
고 규정하고 있고, 달리 매수청구의 대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
로, 명문상 매수청구된 토지 외의 잔여지 부분에 대한 매수청구에 관한 규정까지 준용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또한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여지 매수청구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토지소
유권이 이전되고, 그 결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보완수단으로서 인정된 권리인데 반해,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시설의 부지인
토지의 소유권은 유지되고 있으나 그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데에 따른 보완수단으로
서 인정된 것으로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토지소유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려는 것이란 점에서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보고 있다(법령해석관리단,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매수청구권의 범위)관련”, 법제 2007년 4월호,
법제처, 2007, 164-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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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 입법론적 개선방안
통상적으로 공익의 목적을 위해 국가가 사인의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
여 원고가 되어 제기하는 소송을 수용소송이라고 하는데 반하여, 국가로
부터 수용적 침해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반대로 원고가 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역수용소송이라 한다. 이러한
역수용소송은 일반적인 규제권에 따라 제정된 도시계획시설의46) 제한
이 과도하게 침해되어 재산권의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수용과
유사한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소송
의 유형이다.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제한이 우리
헌법상 제23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재산권의 내용과 수인한도의 한계
범위를 벗어나, 제23조 제3항의 수용법상의 희생한계를 넘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역수용소송은 우리
사회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소송
과 같은 구조로 이용된다. 역수용소송47)은 제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폐지를 주장하거나 도시계획시설상 토지의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소
유자의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매우 광범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정법인 국토계획법 규정내용과 관련하
여 제기될 수 있는 매수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및 도시계획시설결정폐
지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등 여러 취소소송유형을 포괄하는 것으로48)
46) 공도라 함은 미국의 도시계획시설을 말하지만 우리의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
을 의미한다.
47)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더하
여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
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48) 최종권, “미국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법적 고찰 -The Official Map을 중심으로-”,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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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기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에게 형질변경을 통한 일정한 개
발행위의 허용해줄 뿐만 아니라 매수청구권과 실효제도 등을 통해 행정
청의 공용침해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
록 제도적 장치를 행정청이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장기미집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재산의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49) 매수청구 가격기준에 관하여 매수청
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마다 매수청구에 대한 규정이 각기 다르
다. 매수청구대상 토지의 형질과 사용용도 등에 따라 그 가격기준을
차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음으로 인해 토지소유
자의 실질적 재산권 보장 제고라는 측면에 있어 일응 수긍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보상적 규정 등에 관한 일반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토지보상법이 입법화되어 있는 우리나
라의 법제상황 하에서 제도 운영에 있어 다양한 준거기준을 각각 설정
운영한다는 것은 법체계적인 측면은 물론 관계 국민의 입장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 형평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50)
그러므로 현재 매수청구된 토지 매수가격이 24개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매수가격기준의 상이한 내용을 통일된 기준으로 토지보
상법으로 일원화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토지이용제한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관한 주요한 법률인 국토계획법
에는 매수청구제도 등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수단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의

학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232-233쪽.
49) 허강무, “한미FTA시대의 토지보상법제 쟁점과 과제”, 토지공법 제58집, 한국토지공법
학회, 2012, 38쪽.
50) 강문수, 앞의 보고서,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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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계획제한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제도 등은 그 성립요건은 수용
적 효과가 발생된 경우에 인정되고, 일반적인 계획손실에 대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51) 적합한 보상의 방안은 먼저 계획제한
에 의한 손실은 수용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용수
용에 비해 대상은 많지만 그 손실은 일반적으로 훨씬 적을 것이다. 그러
므로 계획손실에 대하여 일반적인 보상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비교적
손실이 상당하여 반드시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을 먼저 찾아내어
그것부터 보상방안을 강구하여 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이 보다 현실적
인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즉 가장 먼저 피해가 큰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하여 손실보상을 통한 금전방안이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

Ⅴ. 맺음말
무릇 사회는 각 구성원들의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
여야 한다. 하지만 기본권 중에서 재산권과 같은 기본권은 그 보장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한계를 이탈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에는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으
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개발제한구역법상의 계획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의 침해가 대표적이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구) 도시계획법의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매수청구권제도
51) 김희곤, “계획제한에 대한 보상제도의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2호, 한국토지공
법학회, 2009,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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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효제도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구
제의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현행 매수청구권제도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매수청구권 행사의 기간을 현재의 10년에서 3년
또는 5년으로의 단축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그 기
간 동안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기회비용으로서의 적정한 보상이 규정되
어야 한다. 둘째, 실효제도와 관련하여서는 20년의 실효기간을 5년 정도
로 단축하고 그 기간내에 사업미집행으로 인한 실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일정한 보상이 행해져야 한다. 셋째, 잔여지 매수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토지보상법 규정과의 체계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국토계획법 제47조에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 및 그에 대한 보상규정을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추가적인 개선방안으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역수용소송
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매수가격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재산권 침해가 실질적으로 피해가 큰 부분부터
시작하여 손실보상을 통한 금전보상을 해나가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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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ystem of Purchase Claim
Rights on the Real Estate Public Law
Choi Hong-Jun*

52)

The society shall guarantee the basic rights including the property rights
of each member to the utmost. However, basic rights such as property rights
among basic rights are not guaranteed indefinitely, and public interest as
a reasonable and reasonable ground can be limited within a certain range.
However,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re are limitations to the limit.
Representation of such property rights is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due to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due to the long-term exploit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nd
restriction of plans under the Restricted Zone Act. Thus,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ity planning decision
for the designation of the restricted area for develop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long - term unplanned urban planning facility. However,
it is still a reality that there is not enough equipment of the right to relieve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Therefore, we analyze the problems and propose
the following legislativ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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