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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백 수십 개의 나라가 독립하였고 선진국은 이들 신생
독립국의 자립을 위하여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우리 역시 신생 독립국의
하나로 적지 않은 규모의 대외원조를 받아왔다. 그리고 건국 60년만에 우리는 대
외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대외원조를 하는 나라도 변신하였다. 대단한 성취이다.
이처럼 변신하는 데에는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고도 경제성장이 있었다. 그러
나 밝은 면 뒤에 어두운 그림자도 없지 않다. 그 중 하나가 고질적인 토지문제이
다. 특히 높은 지가와 토지투기, 이로 인한 부의 양극화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자신 있게 말
하기 어렵다. 워낙 토지문제가 곪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토지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토지정책들을 추진하여왔
다. 그러나 투기억제 대책만 가지고는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을 것
이다. 토지문제의 많은 부분이 도시용지의 수요-공급 간 불일치에 근거하기 때문
이다. 도시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78년에 (구)한국토지공사를 설립하고
1980년대에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수많은 신도시를 개발하여 왔다. 이러
한 공공부문의 역할은 주택보급률을 100%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하
지만 늘어나는 도시용지 수요를 공공부문에서 모두 충족할 수는 없다. 민간부문
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i

이러한 인식 아래 현 정부는 도시용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토지이용규
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2020년까지 소요될 도시용지가 3,000㎢에 달할 것이라

는 가정 아래,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농지 및 산지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작년 말로 소요물량의 90.6%인 2,719㎢의
토지에 대한 규제완화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도시용지 공급이 확대
되어 토지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토지이용 규제완화는 적지 않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토지이용 규제완화의 긍
정적인 효과는 강화하면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대
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이 연구보고서가 토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계 및 전문가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의
발견사항과 정책건의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 과제를 맡아 유용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정희남 토지전략센터장을 포함한 여러 연구진, 계량분석에 참여한 중앙대학교
문태훈 교수와 연세대학교 서승환 교수, 프랑스의 토지이용제도를 집필한 국토
해양부 김영태 과장, 네덜란드의 최신 자료를 소개한 Edwin Buitelaar 박사 및
Arno Segeren 박사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2009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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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2500년 전 묵자墨子는 “굶주리는 자에게 먹을 것이 없고食, 추위에 떠는 자에게
옷이 없으며衣, 피로한 자에게 쉴 곳이 없는 것住, 이것을 일러 백성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어려움이라고 하였다(民有三患니 飢者不得食고 寒者不得衣며 勞者不
得息니라 : 墨子/非樂).” 의식주, 이 세 가지는 모두 땅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춘
추시대에 제나라 환공桓公을 패자로 만들었던 관자管子는 다섯 가지 정치원리를 제
시하면서, 맨 첫 번째로 토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토지는 정치의 근본
이므로 토지로서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토지가 고르지 못하고 조화롭지 못하
면 정치를 바로잡을 수 없다... 이 다섯 가지의 정치원리를 안다면, 다스림에 도가
있다 할 것이다. (地者 政之本也니라 是故로 地可以正政也니라 地이 不平均調和면
則政不可正也니라... 五者其理可知也론 爲之有道니라 : 管子/卷1/乘馬)”
이러한 성현들의 말씀을 상고하노라면 토지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듯
하다. 그만큼 토지문제의 해소가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굳이 세계 경쟁력 강화
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토지문제는
국민의 의식주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듯이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관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토지정책은
항상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세상만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쪽이 지나치면
iii

다른 쪽에서 모자람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규제완화의 당위성은 충분히 있
지만 혹시 규제완화가 지나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이
러한 입장에서 토지이용 규제완화의 취지는 충분히 살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이번 보고서를 마련하는 데 여러분의 도움이 컸다. 먼저, 바쁜 가운데에서도
거시계량분석을 담당한 연세대학교 서승환 교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돌
려준 중앙대학교 문태훈 교수, 프랑스의 토지제도를 집필한 국토해양부 김영태
해외건설과장, 네덜란드의 토지제도를 소개한 네덜란드 환경평가청 선임연구원
Edwin Buitelaar 박사와 Arno Segeren 박사에게 감사드린다. 토지시장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직접 수행한 (주)한국리서치의 정관철 과장과 이혜민 연
구원에게 감사드린다. 연구 추진과정에서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연구심
의위원과 자문위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벅찬 업무에도 항상 의연하
게 연구에 임하여준 최수․천현숙 연구위원, 김승종․손학기 책임연구원, 강미
영․김선지 연구원에게 감사한다.

이 연구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아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주의력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토지시장 관리방안의 파급
효과가 국민경제 및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서 연구를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이 주제가 워낙 어려운 분야이다 보니 적지 않
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오류는 전적으로 천학비재한 본인의
책임이다. 추후 계속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학계와 정책 실무자 그리고 일반국민
제현의 질책과 격려를 기대한다.

2009년 12월
정희남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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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완화 정책의 내용과 규제
완화 관련시책의 논리적 근거를 재검토하고,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토지시장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토지시장 주변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전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공
급확대 시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하면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그리고 연구의 흐름을 보여준다. 제2장은 이 연구의 분석틀
과 분석이론, 그리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제3장은 토지이용 규제완화 시
책을 정리하고 규제완화의 논리적 근거를 재검토한다. 제4장은 토지이용 규제완
화 및 도시용지 공급확대가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제5장
은 주요국가의 토지시장 관리정책을 비교 연구한다. 제6장은 실증분석, 해외사례
시사점, 여건변화 전망 등을 토대로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제7장은 결론으로서 이 연구의 성과와 정책기여도, 연구의 특징과 향후 연구과제
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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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연구의 구성과
흐름을 다루고 있다.
현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시장
안정이 필요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도시용지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는 인식 아래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 규제완화 확
대를 둘러싸고 한편에서는 더 많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
에서는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규제완화의 속도와 방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파
급효과를 분석하고 긍정적인 효과는 제고하면서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시장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하되, 실증분석에서는 1989
년~2008년까지 최근 20여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
으로 하되, 실증분석에서는 수도권지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례지역으로 전주
시 및 김포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사례지역으로 파주시를 추가하였다. 내용
적 범위는 규제완화와 토지시장 관리의 이론과 제도, 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공급
현황, 규제완화 파급효과 실증분석,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등이다.
위와 같은 연구내용을 충족하기 위해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정
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시책 조사, 전통적인 계량경제모형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 3개 도시를 대상으로 규제완화가 지가에 미치는 시․공
간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GIS 분석,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실증분석의 전문성을 고려하
여 이 연구를 학계 전문가와 협동연구 방식으로 추진하였고, 외국사례 조사의 일
부는 해외전문가가 직접 집필하였다.

제2장 연구분석 이론과 분석틀
제2장은 토지시장 및 토지정책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규제완화의 파급효과 분
vi

석기법을 소개하며, 선행연구 검토 및 이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자본주의적 토지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사유화시장․도시

화시장․상품화시장으로 세분하여 개념화하였다. 즉, 토지는 대개 사적(私的)으
로 소유되며(사유화), 비도시용지를 도시용도로 전환하는 과정에 많은 건설자본
이 투자되면서 흔히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지고(도시화), 토지는 시장에서 거래되
는 상품의 하나로 다루어진다고(상품화) 보았다. 이들 토지시장의 문제를 진단하
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시각은 시장주의, 계획주의, 조지시트 및 마르크스주의
패러다임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각 패러다임을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보고
서, 자본주의적 토지시장의 현상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
었다.
이어서 규제완화의 파급효과 실증분석에 사용한 계량경제 모형과 시스템 다이
내믹스 모형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이 연구에서 활용한 각 모형의 구조와
내용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의 특성과 한계를 논의한 후, 이 연구가 갖고 있는 차별성

을 연구목적․연구방법․연구내용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3장 도시용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시책

제3장은 도시용지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시책의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새 정
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용지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의 추진시책을 정리하며, 도
시용지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시책의 기본논리를 재검토한다.
우리는 지난 5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도시
화와 산업화를 달성하였다. 도시화율은 1960년의 37%에서 2007년에는 90%에 육
박하였고, 산업화율 역시 1960년의 35%에서 2007년에는 92%로 급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시용지는 최협의 개념에서 최광의 개념까지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
전국토의 6.4% 내지 9.5%가 공급되었다.
도시용지가 빠른 속도로 공급되어 왔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용지
수요의 증가 속도는 이보다 더욱 빨랐다. 이 때문에 도시용지의 수요-공급 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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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가 계속 이어졌고, 도시용지의 수급 불균형은 결국 지가상승과 주기적인 토
지투기로 이어졌다. 만성적인 도시용지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
여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 정책이 지난 1993년 김영삼 정
부 이래 추진되어 왔다.
김영삼 정부의 도시용지 공급확대 계획은 1995년 제3차 국토건설종합계획 수
정계획에서 2011년까지 15년간 3,600~4,000㎢, 매년 평균 250㎢의 도시용지가 소
요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선계획-후개
발｣체제를 정립한 후 2000년에 마련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2020년까지

3,848㎢, 매년 192㎢의 도시용지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2020년까지 3,722㎢, 매년 232㎢의 도
시용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 역시 2008년 3월에 2020년까지 3,000㎢, 매년
250㎢의 도시용지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지, 산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하였다. 예
컨대 전국의 농지 657㎢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2008.12.18일), 산지 1,300
㎢를 준보전산지로 전환하며(2008.12.29일), 2020년까지 최대 308㎢의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고(2008.10.30일),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전체 58개 지역에서 454㎢
를 해제 및 완화함으로써(2008.9.22일), 2020년까지 총 2,719㎢의 토지를 대상으
로 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추진되었다. 도시
용지 부족은 → 고지가 경제구조 고착 → 투자 감소 및 지연 → 실업증대와 저성
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토지규제를 완화하여 → 도시용지 공급확대 → 지가 안
정 → 투자확대 → 고성장 달성 및 실업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도시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개발가능지가 확대될 경우 지가가 당연히 안정될 것
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토지공급 확대로 이어질 경우 해당용도의 지가는 하락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가정은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수요변화를 수반하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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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만 설득력을 가진다. 토지이용 규제완화는 해당 토지의 용도전환을 의미하
고, 토지의 용도전환은 해당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킬 것이며, 토지가치의 상승이
기대될 경우 수요변화를 동시에 수반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럴 경우 규제완화
가 지가상승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산업자본의 신규 투자를 오히려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제4장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어느 방
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제4장 도시용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효과분석
제4장은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가 지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위하여 전통적인 계량경제모형 분석, 동
태적인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그리고 GIS를 이용한 지가 시계열변화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계량경제모형 분석결과, (1) 규제완화변수가 -1 변하는 경우 전국평균 지
가변동률은 0.61% , 경기도는 1.30% 하락하여 경기도가 전국보다 하락폭이 2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고 토지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수도권에서 규제완화의 지가안정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2) 경기도에서 개발
제한구역을 10㎢ 해제할 경우 지가는 1.04%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과 도시용지 면적이 동시에 증가할 경우 지가변동률
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가를 상승
시키는 반면 도시용지 증가는 지가를 안정시키는 등 서로 상반된 작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동태적인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결과, (1) 가용토지 비율을 10% 및 20%
증가시킬 때 대지가격은 0.9% 및 1.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지에 대
한 가수요가 10%, 20%, 30% 증가하는 경우 지가는 각각 1.4%, 2.5%, 3.5% 상승하
였지만, 가수요 증가율의 크기만큼 토지가격이 상승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3) 도시용지 공급시간을 2년 단축하는 경우 대지가격은 3.7% 하락하였다.
셋째, GIS를 이용한 필지별 지가변화 시계열분석은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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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전주와 부분해제가 이루어진 김포,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해제가 이루
어진 파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계열분석 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해제
계획의 발표시점과 실제 해제된 시점을 전후하여 다른 지역보다 지가가 더 빨리
상승하였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는 지가변동에 큰 영향이 없었다. 군사시
설보호구역은 대개의 경우 이미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후 사후에 해제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개발예정지 확정 직후에 지가가 다소 높게 상승하였다.
모형을 통한 모의실험과 GIS기법을 활용한 실증분석의 잠정적인 결론은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지가안정에 영향을 주지만
전체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기대와 달리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토
지이용 규제완화를 전국에 걸쳐 일시에 적용하는 것보다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
여 완화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규제완화는 당해토
지의 용도전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규제완화 대상토지의 지가는 상승하였다. 규
제완화와 동시에 토지시장 안정시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
째, 가수요가 증가할수록 지가 역시 상승하였으나 가수요 증가량에 비하여 지가
의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투기안정 대책이 필요하지만 시장기구를 지나
치게 규제할 만큼 강하게 대응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완화
그 자체보다 도시용지 공급시기를 단축하는 것이 토지시장 안정에 더 효과적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제완화부터 개발계획 수립 → 토지개발 및 공급
→ 주택건설 등 실제로 도시용지로 이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적 마찰효과가 토
지이용 규제완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행정절
차를 보다 간소화하려는 정책적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5장 주요국의 토지시장 관리방안
제5장은 영미법계(영국과 미국), 대륙법계(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아
시아계(일본과 싱가포르) 등 7개 나라를 대상으로 토지시장 관리시책을 비교연
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사례대상국가 역시 우리처럼 다양한 정책 혼합(policy mix)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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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채택하는 주된 정책수단은 일차적으로 도시화시장에
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조정에 집중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는 주로 용도지역
지구제를 통하여 국토를 관리하면서 개발허가제를 통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개
발허가 조건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개발이익을 조정하고자 한다. 주로 지
구상세계획을 통하여 국토를 관리하고 있는 대륙법계에서는 선매제 등 공공의
토지비축제도 운영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내재화하거나, 네덜란드처럼 공영개발
방식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적극적으로 공공이 환수한 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계 국가 역시 유사하였다.
그 이후에 상품화시장에서 자본이득세제 또는 양도소득세제를 통하여 실현
된 개발이익을 환수하며, 사유화시장에서 재산세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공공
의 서비스 대가를 받고 있다. 그 외에 상품화시장에서 투기억제를 위한 토지거
래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은 최근에는 거의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국가의 토지시장 관리시책 요약>

사유화
(공적토지비축)

토지시장
관리시책
도시화
(개발허가제)
(기반시설부담금제)

상품화
(개발이익환수제)

이들 외국의 토지시장 안정시책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의 현행 토지
시장 안정시책은 외형상 다른 나라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외
국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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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먼저, 우리의 경우 투기억제라는 정책목표를 강조하여 다양한 환수수단을 갖

고 있지만, 이들 제도 간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및 연계가 다소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사례국가가 영미법계이든 대륙법계이든 공통적인 특징 중 하
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division of labor)에서 대부분의 국가
가 적어도 토지시장 관리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우리
역시 점차 지방화가 정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토지시장 안정시책의 운영
체계를 지방화에 맞춰 개편해 나가는 방안을 서서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집권적인 토지시장 안정시책을 지방정부에 이
양하면서 지방정부와 민간 개발업자 또는 토지소유자 간에 기반시설 설치부담
에 대하여 일종의 협상을 진행하였고, 이들 협상이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
록 시설부담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도 현재 기반시설 설치
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책의 예측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중복되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보다 간단하고 객관적인 기
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끝으로 사례국가 대부분은 토지이용계획과 토지개발계획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토지개발계획 승인과정에서 당초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하였던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즉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조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토지이용 변경을 수반하는 규제완화가 사실상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별도
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제6장 토지시장 관리방안 개편과제
제6장은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완화 이후의 토지시장 관리
정책의 개편과제를 다룬다.
이 장에서 우리는 먼저 토지이용 규제완화 필요성과 함께 토지시장 안정대책
을 마련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어서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정치의 지방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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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세계화와 정책의 정보화 등 여건변화를 분석하였다. 토지시장 및 사회적 여
건변화 재검토, 해외사례의 시사점, 그리고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규제완화 이
후의 토지시장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규제완화 이후의 토지시장 관리과제>
거시계량분석
SD분석
GIS시계열분석

규제완화 추진실태

협동연구
연구협의회

규제완화 파급효과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정책방향
규제완화와 시장안정
공급시스템
ㆍ적지 공급
ㆍ적시 공급
ㆍ계획적 공급

개발이익 조정
ㆍ보유시(사유화)
ㆍ개발시(도시화)
ㆍ처분시(상품화)

수요시스템
ㆍ수요 분산
ㆍ소요량 재추정

정책방안
규제완화 추진과제

신규공급 토지시장 관리
․보상제도 개선
․환지방식 활용
․공적 토지비축제도 활용
․광역시설비 분담
․절차 간소화

기존 토지시장 관리
․보유세제 정상화
․시설부담금제 정상화
․양도세제 정상화
․주변지역 관리

정책 추진능력 제고
․정책 일관성
․제도간 연계성
․시장 투명성
․정보체계 연계성

먼저, 공급시스템 개편과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규제완화와 계획적 공급체

계를 통하여 저가의 토지를 적시․적소에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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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용지 適地공급을 위해서는 전국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는, 산업투자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접근방법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適時공급을 위해서는 당장의 토지이용 규제완화보다 장
기적․예측 가능한 공간계획을 통하여 지속적․안정적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시

스템 확보가 중요하다. 適價適量
․
공급을 위해서는 전국적인 규제완화보다 수도
권 등 각 하위시장별로 향후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대도시의 광역도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도시용도
로 전환이 가능한 용지를 먼저 확보하고, 수요가 발생하면 즉시 공급하는 체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계획적으로 개발하기로 한 대상지역에서는 사전환경성 검
토,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계획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개혁적 차원에서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요시스템 개편과제와 관련해서는 개발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이들 토지수요를 지역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
지 도시용지 소요량에 대한 추계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이래 여러
번 있어 왔다.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적정한 도시용지 소
요량을 재추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도권의 도시용지 수요는 늘어나지만 현재
의 과밀상태에서 추가공급 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시용지 공
급확대 방안을 모색할 때 도시용지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는 시책도 동시
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요체계와 공급체계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
회적 환수를 통하여 기존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보유단계에서는 보유세(재산세)를 현실화하는 한편, 공공사업 주변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편익에 상응하여 수익자부담금제를 부과함으로써 편익과 비
용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토지개발과정에서도 상당
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된 개발이익의 범위 안에서 시설부담금제
와 기부채납제도 등을 활용하여 공평 부담을 실현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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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이익이 실현되는 처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 등 자본이득세의 공평한 과
세를 통하여 환수하도록 한다. 토지거래규제는 보다 완화된 규제수단을 먼저 적
용하고 토지거래허가제는 보충적 규제수단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불합리한
거래규제를 완화하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는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신규공급 토지가격의 안정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신규공급 용지
의 조성원가는 대체로 용지비 40.2%, 공사비 30.9%, 기반시설비 18.1%, 자본비용
4.9%, 기타 직․간접비 5.9%로 구성된다. 따라서 신규 공급택지의 조성원가 인하
를 위하여 이들 원가구성 항목별로 가격인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
대, 용지비 인하를 위해서는 보상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기반시설 설치비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중앙정부-지
방정부-택지개발 시행자 간의 분담체계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자본비용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인ㆍ허가 기간의 단축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이들 체계를 연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토지관련 정보체계를 통합적으
로 운영하고, 토지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토지․부동산시장과 거시경제 여건 변화
에 따라 관련제도를 대증요법적 차원에서 도입 및 폐지를 반복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수준
과 관련조세의 세율 등의 적용 강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더라도 관련제도의 안정
성은 유지하고 상당기간 일관성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투
명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반 조세와 부담금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일원화시킬 필요도 있다.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토지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토지 및 부동산시장 관련정보망을 연계하
는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7장 결론
제7장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의 성과와 정책기여도, 연구의 특
징과 향후 추진과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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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정부의 토지이용 규제완화 시책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시한 규제완화의 보완과제, 조성원가 인하방안 등을 통하여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동산시장 관련정보망의 연
계방향과 관련수단의 통합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부동산정책의 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연구결과는
정부의 토지시장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련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
하는데 논리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정책과제의

장․단기적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는데, 단기과제는 주로 시장 안정시책의 개선,
장기과제는 관련 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연구의 기대효과와 정책과제>
부문별
공 급
시스템
수 요
시스템

신규공급
시장관리

기존시장
안정관리
토지행정
선진화

정책 제안
대분류

소분류

적지 공급
적시 공급
계획적 공급
수요 분산
소요량 재추정

지역 특성별 규제완화
수요발생 이전의 공급확대
토지이용계획과 개발계획 연계

용지비 인하
기반시설비 분담
자본비용 인하
개발이익 조정
정상화
거래규제 합리화
제도 일관성
실거래가 기반
정보체계 연계성

보상제도 개선
환지방식 활용
공적 비축제도 활성화
거버넌스 참여자의 역할분담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제
정상화

장단기
․
과제
단기
중장기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이 연구는 정부정책뿐 아니라 학문적 차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토지이용 규제와 규제완화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과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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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는 향후 추진될 토지시장에 대한 다양한 실증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실증적, 역사적, 정치경제학적 시각의 종합적 접
근방법(holistic approach)으로 정책대안을 모색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시장주의, 계
획주의, 조지스트, 마르크스주의적 패러다임이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
지 않고 서로 연계 및 보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학술적인 측면에
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시장 안정은 국가경쟁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시장의 항구적인 안정을 모색하는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단기과제는 이미 관련부처 및 기관에서 제도화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
문에, 중장기적인 후속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부문의 규제완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고유한 업무특성을 반영하고 각 용도의 토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제완화가 추진되도록 조절․조정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하여 기존의 토지규제를 완화하여야 하지만, 규제
완화가 난개발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규제완화의 부
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패키지를 개
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규제지역의 해제만 가지고는 토지시장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토지이용 규제체계 자체에 대한 점
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지시장 관련정보망과 정보체계의 연계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계량경제모형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통합한 새로
운 모형구축에 대한 이론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색인어 _ 토지이용 규제완화, 도시용지 공급확대, 개발이익 환수, 토지시장 관리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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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토지시장 안정이 필요하
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도시용지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 아
래 현 정부는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이용 규제완화 확대를
둘러싸고 한편에서는 더 많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규
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규제완화의 속도와 방법에 대한 이견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긍정적인 효
과는 제고하면서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시장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서론인 이 장에서는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
위와 방법들을 서술하고, 연구의 구성과 추진체계를 보여주고자 한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는 1960년대 이래 고도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토지문제를 겪

어왔다. 다양한 토지문제 중에서 전문가들은 고지가․토지투기․개발이익 사유

화․난개발 등이 특히 심각하다고 지적하여 왔다.1) 이들 토지문제를 완화하기
1) 국토개발연구원. 1979.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토지개발공사․국토개발연구원. 1985. ｢택지
개발 및 정책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제1 편: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새국토연구협의회․국토연구
원. 2000.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국토연구원. 2006.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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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도시용지 공급확대, 개발이익 환수제도 정비, 계획적 국토관리 추진 등
각종 토지정책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 문제는 여전히 토지
문제의 핵심으로 남아있다. 예컨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 9월에 추진
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의 90% 이상이 높은 지가와 토지투기가 아
직도 상존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1-1> 토지시장 상황 및 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단위 : %)
심한 규제

55.8

소수가 독점

84.3

무질서한 개발

64.0

투기수단으로 이용

91.3

높은 가격

93.6

토지 부족

68.6
0.0

20.0

40.0

60.0

80.0

100.0

<표 1-1> 토지시장 상황 및 제도에 대한 설문결과
(단위 : %)
토지를
토지를 소수의 사람들이
토지가 토지가격이
토지 규제가
투기수단으로 무질서하게 많은 토지를
부족하다 비싸다
심하다
이용한다
개발한다
갖고 있다

구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68.6
55.9
70.3
81.6
65.2
67.5

93.6
91.2
91.9
100.0
100.0
87.5

91.3
85.3
91.9
97.4
95.7
87.5

64.0
73.5
48.6
60.5
56.5
77.5

84.3
88.2
75.7
89.5
87.0
82.5

55.8
61.8
27.0
52.6
87.0
62.5

그런데 이들 토지문제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 즉, 지난 50여년 동안 성장우선
정책을 추구하면서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도시용지

2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도시용지 공급은 시차를 두고 따라갔기 때문에 수요-공급
간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도시용지 수급 불균형은 지가상승을 유발하였으나, 개
발이익 또는 자본이익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정교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발이익 사유화가 초래되었다. 다른 한편 도시용지 수급
불균형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개발과 규제완
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각종 개발계획과 환경
계획 등을 사전에 정교하게 연계하여 운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난개발과 자연
환경 훼손문제가 발생하였다.

토지부족
+

+

+

++

산업화
+

+

토지투기

+

-

불공평분배

도시화

+

투기적토지수요

토지가격

개발이익

+

성장우선정책

-

+

사회통합

기업지원

경제제일주의

+

-

+

-

토지규제강도

+

-

난개발

기업성장

경제정책비중

+

-

+

지속가능발전

+

+

+

+

토지개발

인구집중

+

+

+

토지수요

+

<그림 1-2> 우리나라 토지문제의 인과지도

경제력집중

+

기업의영향력
+

+

+

환경훼손
기업의정
책불순응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토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사실
아주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다. 이들 정책을 일반화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일
이지만, 대체로 우리 토지시장의 수요-공급 간 불일치가 상대적으로 심하였던
1990년대 초까지는 수요억제대책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예컨대 1978년의 제1
차 토지투기억제 종합대책, 1989년의 제2차 토지투기억제 종합대책과 토지공개
념제도 확대도입 등을 들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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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요억제 중심의 토지정책 패러다임이 공급확대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된 때는 1993년 김영삼 정부 때였다. 이 당시 도시용지의 수요-공급 간 불일
치가 어느 정도 완화되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규제완화(de-regulation)와 민
영화(privatization)를 내세운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이 있었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도시용지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
간의 활력을 활용하여야 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토지이용규제
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후 도시용지 공급확대 정책은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함께 토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3)
도시용지 공급확대 계획은 1995년 제3차 국토건설종합계획 수정계획이 마련
되면서 본격적으로 제시되었다. 제3차 국토건설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2011년
까지 15년간 3,600~4,000㎢, 매년 평균 250㎢의 도시용지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
였다.4)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른 바 ｢덩어리 규제완화｣가 추진되었고,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 개정하여 준농림지역과 준도시
지역 등 용도지역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수도권에 대한 직접규제를 과밀부담금
제도와 공장입지총량제 도입 등을 통하여 간접규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1990년대 말에 난개발 문제의 단초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된 1999년부터 일련의

난개발 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면서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수립하였다.5) 이러한 여건 속에서 2000

년에 마련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3,848㎢, 매년 192㎢의 도시
용지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6)
2)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국토개발연구원. 1989.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 국토개발연구
원. 1990. ｢토지공개념백서｣; 오진모․정희남 외. 1994. ｢토지정책관련제도의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방
향(I) : 토지공개념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건설교통부․국토개발연구원; 박헌주․정희남 외. 1998.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종합평가와 향후 과제｣. 국토연구원 등.
3)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서울: 한스미디어; 국토연구원. 2008. ｢상전벽
해 국토60년｣ 제4장 농지개혁에서 토지공개념까지.
4) 대한민국정부. 1995. ｢제3차 국토건설종합계획 수정계획｣.
5) Hee-nam Jung. 2007 “Urban sprawl, reckless development, and smart growth policy: Korean case study on
Yongin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11(2). pp.13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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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 기간 내내 부동산 투기억제는 토지정책의 주된 과
제 중의 하나였다.7) 수요억제뿐 아니라 공급확대가 크게 강조되었다. 2004년 3월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되, 단편적․국

지적 규제완화가 오히려 지가상승만을 부추겼다는 과거 경험을 감안하여 ｢전국

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토지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른 바 ｢토지규
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였다.8) 이를 위하여 2020년까지 3,722㎢, 매년 232㎢의
도시용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곧이어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다. 국
내외의 어려운 환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주요 목표로 제시되면서 토지규제 완화와 도시용지 공급확대 정책이 더
욱 강조되었다. 2008년 3월에 2020년까지 3,000㎢, 매년 250㎢의 도시용지를 공급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9)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농지 및 산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용지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접근방법에 대하여는 서로 대립되는 이견이 존
재한다.
한편에서는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가용토지의 공급을 늘려 지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 즉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도시용지 공급을 늘릴 것이고, 공급이 늘
어난다면 수요가 일정할 경우 토지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측면을 바라본다. 다
른 한편에서는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지가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즉 토지
이용 규제완화가 토지의 용도전환을 의미하고 이것은 토지의 내재적 가치를 상
승시키며 그 과정에서 개발이익 향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서 규제완화
6) 대한민국정부. 2000. ｢제4차 국토종합계획｣.
7) 류해웅. 2007.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제도｣. 한국부동산연구원; 손경환 외. 2007. ｢참여정부 부동
산정책의 성과와 과제｣. 국토연구원.
8) 정희남. 2004. ｢토지규제개혁 추진과제｣. 국토연구원.
9) 국토해양부. 2008.3. ｢기업하기 좋고 살기편한 국토경영: 2008 국토해양 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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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장
기적으로 보상가격 상승 등 오히려 계획적인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저해하고 개
발이익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은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지가를 안정시키는 순기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가를 불안하게 하는 역기능을 한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있을 것이다. 모두의 논리에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크게 네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먼저, 정부의 도시용지
공급확대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토지이용 규제완화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규
제완화 관련시책의 논리적 근거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토지시장에 어떠한 방
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선진외국 역시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서,
이들 나라의 토지시장 관리시책을 비교연구하고 그러한 비교연구가 우리에게 주
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규제완화, 사회적 정보화 등 토지시장 주
변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도시
용지 공급확대 시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하면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최소
화함으로써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과제
를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6

(1) 시간적 범위

토지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높은 지가와 개발이익이었다. 이를 감안하여 토지
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발생규모와 분배구조 등에 대한 분석은 관련 자료 등이
구축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로 하였다. 규제완화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태적인 계량분석과 동태적인 시스템 다이
내믹스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실증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규제가 본격적으로 해제된 1998년을 기준으로 전후 10년인 1989년에서
현재까지로 하였다. 정책효과 분석을 추진함에 있어서 목표연도는 규제완화 등
의 안정화 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으로 상정하였다.

(2) 공간적 범위

토지관련 제반 정책은 아직까지는 전국에 걸쳐 대개 동일하게 시행된다. 예컨
대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고, 이들 규제
지역의 해제 등 규제완화 역시 전국에 걸쳐 추진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향후 지방화가 정착되어 토지정책
이 각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를 갖고 운용될 경우 분석대상은 지자체를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토지이용 규제완화의 일차 대상지역은 사실 도시
용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고 따라서 도시용지 공급확대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일 것이다. 따라서 규제완화 파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정태적인 계
량분석 및 동태적인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수도권지역을 별
도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규제완화의 파급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 중에서 그동안 토지이용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여 왔던 개발제
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규제지역을 해제한 이후
토지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였는지를 GIS분석 등을 통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세 개 도시, 즉 수도권의 김포시와 파주시 그리고 전주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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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적 범위

토지이용 규제완화는 사실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정책목적과 파급효
과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내용적 범위를 크게 세 단계
를 거쳐 설정하였다.
먼저, 토지이용 규제완화의 내용이다. 모든 토지이용 규제완화의 정책목적은
기본적으로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있다. 그런데 도시용지 공급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토지이용 밀도규제의 완화, 즉 용적률을 상향 조정함으로
써 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예컨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및 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또는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
여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밀도 조정도 넓게는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의 범주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토지이용 행위규
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전에 행위규제가 심하였던 특정 용도지역을 해
제함으로써 비도시용지를 도시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른 바 개발가능지를 확
대하는 것이다. 예컨대 1993년에 도입된 준농림지역이나 새 정부 들어서 추진하
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모
두가 규제완화의 범주에 들어가고 또한 도시용지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 후자의 규제완화만을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둘째는 규제완화의 파급효과이다. 토지이용 규제완화의 파급효과를 둘러싼 논
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규제완화가 지가를 과연 안정시킬 것이냐
와 규제완화가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을 것인지이다. 다시 말하여 규제완
화의 긍정적 및 부정적 파급효과의 핵심은 지가안정과 난개발이다. 이 연구에서
는 전자의 파급효과, 즉 토지시장 안정을 연구범위로 한정하였다. 다만 난개발
문제에 대하여서는 정책대안 제시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언
급하고 이 분야는 별도의 후속연구 과제로 남겨놓고자 한다.
셋째는 토지시장 안정수단이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은 투기지역
지정 등 직접적인 수단과 조세를 통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간접적인 수단으
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중 후자의 정책수단인 개발이익 조
8

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토지시장을 관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
하였다. 토지거래 허가제나 투기지역 지정 등과 같은 직접적인 투기억제 대책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루었다.

2) 연구의 방법

위와 같은 연구내용과 연구범위를 감안하고 연구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 사례중심의 실증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관련 전문가 연구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국제비교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
법을 사용하였다.

(1) 선행연구의 문헌조사

먼저,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공급확대의 추진배경 및 현황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관련대책 자료
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이어서 도시용지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 규제완화의 파급
효과와 토지시장 안정정책, 토지공개념제도 등 개발이익환수제도와 환수실태 등
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관련 연구소에서 수행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의 석‧박사 학위논문이며, 마지막 하나는 학회지에

발표된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공급확대 관련 논문들이다. 이 연구에서
는 이들 관련 자료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토지시장 관리제도의 현황, 효과, 한계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토지시장 관리방안 모색에 활용하였다.
한편, 외국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문헌조사뿐 아니라 해당국가 전
문가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그들 국가에 대한 토지시장 관리제도의 구성체계와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도개편 방향과 정책과제 도출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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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량분석 방법을 통한 실증분석

이 연구는 규제완화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식의 분석방법, 즉 전통적인 계량경제 모형, 동태적인 시스템 다이내
믹스 모형 그리고 규제완화 이후의 지가변화 실태분석을 위한 GIS기법 등 다양
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먼저, 규제완화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계량경제 모형을 활
용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경제성장률, 금리, 현금유동성, 환율 및 주가 등 토
지가격 변화에서 거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부분을 상쇄한 후 이를 바탕으로 토지
이용 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공급확대가 전국 및 수도권의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활용하여 규제완화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
향을 구조적 및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요인과 시장요인을 복합적으로 고
려한 토지시장의 구조적 동태성을 분석함으로써 규제완화와 개발이익 사유화 수
준 및 도시용지 공급시기 등이 토지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토지공급과 가격과의 관계에 대한 인과지도와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작성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과 정책실험을 수행하였다. 정책실험에서 도시용
지 공급확대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 토지 가수요의 증가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
도시용지의 공급시기 조정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셋째, GIS를 이용한 토지가격 변화의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토지이용 규제완화
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국지적 및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도시용지 공급확대
를 위한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군사시
설보호구역 해제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토지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3개 사례지역(전주시, 김포시, 파주
시)을 선정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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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토지시장 계량분석 방법 개념도

규제완화에 의한
토지시장과 관련변수 간의
선형관계 분석

도시용지공급에 따른
토지시장 변화 분석

규제완화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

지가변화 시계열 분석

지가와 관련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한
계량경제모형

지가와 도시용지공급량 등의
미시자료를 이용한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형

GIS를 이용한 규제완화지역과
인근지역의 지가변화를 시계열 분석

사례지역과 주변지역에서 지가변동 추세를 공간적으로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표준지공시지가 전산자료와 공간정보를 결합한 GIS분석을 실시하였다. 2007년
지적도를 기반으로 각 시점의 공시지가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자료를 구축한 후,
규제완화 시점 전ㆍ후에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의 지가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
하였다. GIS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따랐지만 분석결과는
제4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지이용 규제완화의 영향을 확인하는 데 당초 연
구진이 예상하였던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
전통적인 계량경제 모형, 동태적인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GIS기법을 활용
한 지가변화 시계열분석의 구체적인 모형과 방법론 등은 제4장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3) 전문가 설문조사

토지이용 규제완화 및 도시용지 공급확대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이번 조사는 전화로 설문참여를 요청 후 전문가들이 직접 인터넷상에 마
련된 구조화된 설문조사서(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자동설문참여방식으
제 1 장∙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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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9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1일간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가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제 조사는 조사전
문기관인 한국리서치(주)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은 교수와 연구원, 공무원, 공공개발 시행자, 민간개발 시행자,
부동산산업 관련종사자(평가사, 중개사, 회계사 등) 등 5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각 집단별로 각각 40명씩, 총 200명을 목표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조사
결과는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당초 목표의 86.6%인 총 172명이 응답하였다.

<그림 1-4> 전문가 인식조사 최종 응답자

부동산관련종사자
40명

교수 및 연구원 34
명

공무원 37명
민간개발사업 시
행자 23명
공공개발사업 시
행자 38명

셋째, 설문조사 내용은 도시용지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평가와 한계, 여건변화에 상응하는 토지시장 관리제도
의 발전방향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상세한 설문조사 내용은 <부록 1>의 조
사표에 실었고,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는 <부록 2>에 별도로 수록하였다.

(4) 협동연구

본 연구는 국내․외 전문가와 협동연구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규제완화의 토지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중 계량경제 분석은 연
세대학교 서승환 교수가 참여하였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에는 중앙대학교
문태훈 교수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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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분석에서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프랑스의 토지시장 관리정책
부문에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김영태 과장, 네덜란드의 토지시장 관리정책 부
문은 네덜란드 환경평가청(Netherlands Environmental Assessment Agency)의10) 선
임연구원 Edwin Buitelaar 박사와 A.H.J. Arno Segeren 박사가 참여하였다.

(5) 전문가 의견수렴

도시이용 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공급확대는 토지시장의 참여자뿐 아니라 해당
부처의 고유한 정책목적 달성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뿐 아니라 연구가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추진되고 토
지시장과 토지정책에 참여하는 관련 전문가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서 실천
가능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와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
하여 토지시장 관리방안의 타당성, 합리성, 실효성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
다. 이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토지정책포럼을 구성
하였던 바, 이 포럼에서 토지시장 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본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관련회의에서 논의된 의
견은 <부록 3> 회의록에 수록하였다.

3. 연구의 흐름
이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모두 7장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이 연구의 분석틀과 분석이론을 다루었다. 먼저 토지소유권의 내
용을 중심으로 토지시장 분석틀을 보여주고, 토지정책의 다양한 시각을 정리하
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토지시장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어서
계량분석 및 시스템 다이내믹스 관련 이론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토지시장 관리방안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 연구가 선행연구와
10) 네덜란드 환경평가청은 2008년 4월에 종전의 네덜란드 공간연구소(Netherlands Institute for Spatial
Research)를 개편한 정부기관이다.
제 1 장∙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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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제3장은 토지이용 규제완화 시책을 정리하였다. 먼저 이명박 정부에서 제시하
고 있는 도시용지 공급확대 및 토지이용 규제완화 시책을 정리하고, 이들 규제완
화 정책의 논리적 근거를 재검토하였으며, 규제완화의 목표와 방법을 둘러싼 논
란의 핵심을 도출하였다.
제4장은 토지이용 규제완화 및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대한 실증분석이다. 이
장에서는 제3장에서 정리한 토지이용 규제완화의 가정과 쟁점을 염두에 두고서
토지이용 규제완화 및 도시용지 공급확대가 토지시장에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 가지 분석방법, 즉 계량경제 모형, 시스템 다이내믹
스 모형, GIS기법을 활용한 규제완화 이후의 지가변화 실태분석을 통하여 확인
하고자 하였다.
제5장은 주요국가의 토지시장 관리정책을 국제 비교한 결과를 실었다. 사례대
상 국가는 영미법계(영국과 미국), 대륙법계(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아
시아계(일본, 싱가포르)로 구분하여 모두 7개 나라를 선정하였다. 이들 국가의 토
지시장 관리시책 등을 논의한 후, 해외 사례연구가 우리 토지시장 관리방안 마련
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6장은 제4장과 함께 이 연구보고서의 핵심이다. 먼저 토지시장 여건변화를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토

지시장 관리방안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 모색 틀에
따라 토지시장 관리방안의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제7장은 이 연구의 결론으로 이 연구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 연
구가 정부, 산업계 및 관련 학계에 줄 수 있는 연구의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부록에는 전문가 설문조사표와 조사의 분석결과, 관련 자문회의 회의록, 토지
이용 규제완화 및 도시용지 공급확대 관련 정부시책, 그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에서 사용하였던 토지공급과 가격모델을 수록하였다.
다음 <그림 1-5>는 이 연구의 흐름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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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연구 추진체계,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흐름

세부내용

자본주의적 토지시장과 토지문제
규제완화와
토지시장

도시용지의 개념과 공급현황
규제완화와 토지시장

⇓

연구방법

문헌 조사
설문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
규제완화 추진배경

규제완화
관련시책 분석

규제완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문헌 조사
관련법제 조사

규제완화 기본논리의 재검토
⇓

⇓
정태적 계량경제모형 분석

규제완화
파급효과의
실증분석

동태적 시스템 다이내믹스모형 분석
GIS를 활용한 규제완화 후 지가변화 분석

사례 분석
실증 분석
설문 조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
영미법계 : 영국, 미국

외국사례
비교연구

대륙법계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아시아 : 일본, 싱가포르

국제 비교연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
토지시장 관리방안 모색 필요성

여건변화에
상응하는
토지시장
관리방안

토지시장 관리의 기본방향과 틀

설문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토지시장 관리제도 개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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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T

․

E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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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석 이론과 분석 틀

연구의 분석틀과 분석이론을 논의하고 있는 이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자본주의적 토지시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토대로 자본주의적 토지시장의 특
성을

사유화시장도시화시장상품화시장으로
․
․

개념화하고,

시장주의계획주의
․
․

조지시트 및 마르크스주의의 관련 이론이 자본주의적 토지시장이라는 분석틀 속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논의하며, 이러한 분석틀 속에서 우리나라 토지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실증분석에 사용된 계량경제 모형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의 이론적 배경을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 연구가 어떤 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1. 연구의 분석 틀1)
토지는 아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자․지리학자․사회학자․계획가

등은

토지를

이 때문에 법률가․행정가․경제학
사적

자산․생산요소․자연환

경․삶의 터전․공간 등의 모습으로 각각 다르게 바라본다. 그 결과 토지문제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토지문제의 원인을 다르게 진단하며, 토지정책의 역할 역
시 다양하게 제시한다.
1) 정희남․김창현. 1997. ｢거시경제정책이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토개발연구원; 정희남. 1998.
“Land Prices and Land Market in Korea, 1963-1996: Explanation from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s”. ｢국
토연구｣. 제27권. 국토개발연구원. pp.127-146; 정희남. 2003. “한국 토지시장의 구조분석, 1963-2000”.
｢감정평가연구｣. 제13집. 제1호. 한국감정평가연구원. pp.137-156. 석종현 외. 2007. ｢시장친화적 토지
공개념과 공공부문의 역할｣. 한국토지공사. pp.18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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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주의적 토지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자본주의적 토지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신고
전학파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실증주의적 시각과 정치경제학적인 시각이다.

(1) 신고전학파의 시각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 및 주택을 다룰 때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무
엇보다도 강조한다.2) 지가와 임대료를 포함하는 가격은 유사한 지역 또는 위치
의 상대적 희소성을 나타내는 가치중립적인 지표로 다루어진다. 이 가격 지표는
매수인이 토지를 사고 싶거나 매도인이 토지를 팔고 싶은 의사의 척도이기 때문
에 개별적인 지가와 임대료는 당해 토지용도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하
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때 각 개인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토지를 모색한다. 기업 또한 이윤을 최대로 추
구할 수 있는 최적의 토지를 모색할 것이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의 다양한 특성, 예컨대 위치의 고정성(
규모의 부증성(不謯 ), 가치의 불멸성(不

),

) 등에도 불구하고 토지시장이 완

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경쟁하는 수요자-공급자 사이에서 가격을 통하여 토지
배분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시장기제가 작동하
도록 허용할 것을 주장한다. 공공개입은 시장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에 한
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그 개입의 내용 역시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쳐야 하며, 개입의 강도는 가능한 최소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정의하는 시장실패는 토지자원의 고정성,
외부효과, 불충분한 정보, 기타 시장기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인
과 같은 좁은 시각의 시장실패로 정의된다. 신고전학파의 시각은 토지 거래의 역

2) Alonso, William. 1964 Location and Land Us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Mills, Edwin S. 1972.
Urban Economics. Glenview, IL: Scott, Foresman & Co; Wingo, Lowdon. 1990. Transportation and Urban
Lan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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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도적 측면, 토지를 둘러싼 생산과 교환의 사회적․재산적 관계, 정치적
정당성과 자본축적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기능과 성격, 그
리고 토지정책을 포함한 제반 공공정책 수립 과정의 정치적 행태를 무시한다. 토
지는 하나의 생산요소로 간주되어, 추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대
체 가능한 기술적인 투입 요소의 하나로 다루어질 뿐이다. 토지가 경제구조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대화 과정의 패러다임
안에서 다루어질 뿐이다. 예컨대, 개발도상국가의 농지개혁이 그 나라의 경제개
발 과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국한된다. 따라서 자본축적 과정
에서 토지가 담당하는 역할은 흔히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만약 토지소유권의 집
중이나 고지가 등이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토지문제는 자
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양식에서 나타나는 모순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지주와 임
차인 간의 갈등으로 취급된다.

(2) 정치경제학의 시각

정치경제학적 분석가는 이러한 실증주의의 전통적인 시각에 도전한다. 정치경
제학적 시각을 단순화하기에는 너무나 많고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이들은 일반
적으로 시장의 조정기능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일어나는 계급적 갈등, 토지소유

권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적 관계, 토지문제에 대한 자본주의국가의 원초적
기능과 모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역사적이고 역동적인 분석을 강조한다.3)
정치경제학적 분석가들은 생산양식에서 볼 수 있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를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에도 연장하여 적용한다. 예컨대 토지시장의 가장
큰 영향력은 금융자본과 부동산자본의 결합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이러한 힘이
토지에서 초과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지만, 이들의 잉여
이윤은 토지가 없거나 적은 규모의 토지만을 가진 다른 사람의 손실과 부담을
의미할 뿐이다.

3) Haila, Anne. 1990. “The Theory of Land Rent at the Crossroad”. Environment and Planning D 8.
pp.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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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경우 정치경제학적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방법론은 지나치게 추상
적이고 이론적인 경우가 많다. 신고전학파 이론가들은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지
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정치경제학적 이론가들은 종종 경제구조 우월론
적 또는 경제구조 결정론적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기능
적으로 지나치게 구조적인 관점을 강조하다보니, 시장에서 개별 개인의 역할을
무시하기도 한다.

(3) 통합적 시각

신고전학파 경제학자와 정치경제학자들이 토지문제를 다른 시각을 통하여 바
라보고 있지만, 양 시각 사이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 예를 들면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다음 세 가지 기능 즉, 주거환경을 위한 토지,
경제활동을 위한 토지, 그리고 재산의 보존 및 증식을 위한 토지로 개념화하고
있다.4) 이러한 토지 기능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바, 토지를 노동의 재생산, 자본의 (재)생산 활동, 그리고 지주의
소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 시각의 개념화와 서로 대칭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아울러 신고전학파에서는 토지를 자본의 한 유형으로 다루고는
있지만, 이들은 동시에 경제적 외부효과에 있어서 토지와 자본 간에 차이가 있다
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때로는 토지시장의 자율기능에 대한
맹목적인 강한 믿음을 유보하고, 토지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오히려 혼란을 초
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용인하기도 한다.
반면에, 정치경제학자들도 토지의 독특한 성격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가 발전하면서 토지가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상품 또는 자본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Harvey는 토지가 “의제 자본(fictitious
capital)”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였고,5) Soja는 토지 또는 공간의 상품화라는 개념

4) Barlowe, Raleigh. 1978. Land Resource Economics. Englewood Cliffs. CA: Prentice-Hall. pp.10-11.
5) Harvey, David. 1982. The Limits to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arvey, David. 1985.
The Urbanization of Capital. Oxford: Basil Black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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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고 있다.6) Logan & Molotch와 Roweis & Scott는 토지가 일반적인 상품
이 아닐지라도, 개발되는 도시 공간이나 위치적 장점은 시장에서 교환되는 상품
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7)
게다가 우리는 더 이상 지주계급이 사회의 생산과정에서 독특한 지위를 누리
는 농경사회 또는 봉건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여 농경사회 또는 봉건
사회와 달리 현재 자본주의 사회 또는 (탈)산업사회에서는 지주 또는 토지소유자
가 다른 계급과 확연히 구별되는 독특한 사회적 계급 또는 신분이 아니다. 노동
자 또는 농민의 일부는 직접 토지소유자 또는 지주계층과 중첩된다. 이보다 더욱
두드러진 현상은 토지의 소유와 개발 활동을 거치면서 토지소유자가 자본가 계
급으로 확대되는 경향, 다시 말하여 지주와 자본가 계층이 중첩된다는 점이다.8)
이에 따라 자본축적 과정에서 자본가의 유형에 따라 토지는 점점 더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전환되고, 금융자산의 하나로 자본화되는 경향이 강화된다.9) 결국 도
시용지에 대한 다양한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발전과정에 달려 있
다. 예컨대 토지 투기문제는 토지의 소유와 이용이 자본주의적 상품교환 과정에
서 나타난 시장기제의 결과이지 사회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자본주의의 다양한 특성은 자본가의 절도
나 음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잉여 가치의 획득과 사용에 의한 자본의 축적에 있
다. 이러한 자본축적에 대한 욕구와 집념은 자본주의가 역동적으로 활동하기 위
한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10) 잉여 가치의 형태로 나타나는 자본 확대에 대한 끝

6) Soja, E. 1985. “The Spatiality of Social Life: Toward a Transformative Retheorizing”. In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 eds. D. Gregory & J. Urry. NY: St. Martin’s Press. pp.90-127,
7) Logan, John & Harvey L. Molotch. 1987.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Spa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oweis, Shoukry T. & Allen J. Scott. 1981. “The Urban Land Question”.
In Urbanization and Urban Planning in Capitalist Society. eds. Michael Dear, & Allen J. Scott. NY:
Methuen. pp.123-157.
8) Roweis, Shoukry T. & Allen J. Scott. 1981. “The Urban Land Question”. In Urbanization and Urban
Planning in Capitalist Society. eds. Michael Dear, & Allen J. Scott. NY: Methuen.
9) Haila, Anne. 1991. “Four Types of Investment in Land and Proper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5 (3). pp.343-365.
10) Edel, Matthew. 1981. “Capitalism, Accumulation, and the Explanation of Urban Phenomena”. In
Urbanization and Urban Planning in Capitalist Society. eds. Michael Dear & Allen J. Scott. NY: Meth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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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갈망, 그리고 이것을 위한 상호경쟁의 계속적인 압력이 자본축적을 가져왔
다.11) 이러한 자본축적 과정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
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장이 존재하여야 하고, 시장의 활동을 보장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모든 재산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유연한 투자의 형태로 사회 각 부문과 영역에서 자본이
자유롭게 순환될 수 있어야 한다.
토지와 토지시장 역시 유사한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논리를 이해할 때, 지가가 왜 상승하는지, 토지에 왜 투자하는지, 도시용지 공급
확대와 규제완화가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한 이유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적 토지의 특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
자 한다. 여기에는 토지의 사적 소유권, 토지의 도시적 이용, 그리고 상품으로서
토지의 교환 등이 포함될 것이다.

2) 자본주의적 토지시장의 구조적 특성

(1) 토지의 사유화

자본주의의 기본적 신념 중 하나는 생산수단과 재산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
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산이 사적으로 소유되는 바, 토지
역시 대부분 그러하다.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다른 생산수단의 사
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때로 자본과 토지 사이의 관
계가 자본축적 과정에서 모순을 일으키더라도 자본가들은 지주의 특권과 권리를
부정하지 못한다. 자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주들에게 임대기간의 연장 또는
임대규모의 확대 등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부문에서 발생한 수익보다 지대
나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중과세(謩斍 )하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
는 정도에 그친다.12)

pp.19-44.
11) Harvey, David. 1982. The Limits to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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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은 토지소유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
다.13) 이러한 권리는 총체적인 권리(bundle of rights)로서 토지의 독점적 이용, 자
유로운 처분, 장래의 소득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용가치에 근거하여 계산한 지대
요구에 관한 권리 일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는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자기 재산을 이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
또는 자본이득과 같은 소득 역시 토지소유자에게만 전적으로 귀속된다.
그렇지만 토지의 사유재산권이 언제나 자본주의의 원활한 작동에 긍정적인 기
능만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토지소유자는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을 최대로 얻고자 하지만, 토지는 자본과 노동의 생산 및 재생산에 있어서도 필
수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이 때로 토지소유자의 독점적 권리 때
문에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자본가, 토지소유자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 현실
이며, 이때 토지소유자의 독점적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자본주의적 생
산체제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부의 토지시장 개입
은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때로 필요하다(political legitimacy).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기능 중 또 다른 하나는 자본축적(economic accumulation)
과정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필요한 여러 조건 등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토지)시장 형성을 지원하고, (토지)시장 활동을 보장 및 지
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과 생산수단에 대
한 사적 소유를 보장하고, 유연한 형태로 사회 각 부문과 영역에서 자본, 노동
및 토지가 자유롭게 순환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Plotkin은 사적 재산권이 법률적인 소유권 이상의 권리라고 지적하고 있
다. 자본축적에 대한 경쟁 압력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뿐만 아니라 (토지
12) George, Henry. 1951[1879]. Progress and Poverty: An Inquiry into the Causes of Industrial Depression
and of Increase of Want with Increase of Wealth, 50th anniversary ed. NY: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Harrison, Fred. 1983. The Power in the Land: An Inquiry into Unemployment, the Profits
Crisis and Land Speculation. London: Shepheard-Walwyn.
13) Bowles, Samuel & Herbert Gintis. 1986. Democracy and Capitalism: Property, Community, and the
Contradiction of Modern Social Thought. NY: Basic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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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유한)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혁신”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소유권
의 혁신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지리적 입지와 상업 및 산업의 공간적 관계까지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여 재산권은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s)뿐만 아니라 공간
에 대한 확장 지향적 권리(explosive rights) 또는 공간의 재편성 권리까지를 내포
한다. 토지소유권에서 확장적인 권리는 “투자된 소유권에 대한 단순한 권리 주장
뿐만 아니라,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변경하고, 인간의 공간적․사회적 관계를 전

환시키며, 물리적․사회적 환경의 주요 국면을 혁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
다.14) 이것이 도시화를 지향하는 토지개발의 주된 핵심이다.

(2) 토지이용의 도시화

토지 소유권의 확장적인 권리는 도시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더욱 뚜렷하여지
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도시용지의 개발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투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이 일차원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요인은 토지에 대한 자본투자를 억제하는 반면, 다른 요인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투자를 촉진시킨다. 예컨대 토지소유자(또는 지주)와 자본가가 사회에서 발
생한 총 잉여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할 경우, 토지에 대한 자본투자
는 억제될 것이다. 반면에, 자본가가 스스로 토지소유자로 되고 그리하여 자본가
가 토지자본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 도시용지에 대한 개발 즉, 토지에 대한 자본
투자 규모는 자본의 성장과 함께 증가할 것이다.
토지와 자본 간의 관계는 도시기반시설에 많은 자본의 투자가 필요한 도시화
과정에서 더욱 뚜렷하여진다. 국가마다 도시화가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도시화의 일반적인 현상은 자본과 노동의 특정 공간에 대한 집중화, 다
양한 상품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높은 지가가 포함된다. 이러한 도시화와 산업
화 과정에서 많은 자본이 도시 토지, 그리고 사회적․물질적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s)에 투자된다. 도로와 철도, 상수도와 하수도, 전

14) Plotkin, Sidney. 1987. “Property, Policy, and Politics: Toward a Theory of Urban Land Use Conflic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11. no.3. (September). pp.38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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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자본투자는 상품의 생산, 유통, 교환과 소비
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어, 궁극적으로 자본 축적을 촉진한다. 주택에 대
한 자본투자는 노동의 안정적인 (재)공급을 보장한다.
자본축적이 달성되어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노동과 자본은 더욱 도시지역에
집중된다. 이러한 집중은 도시토지에 대한 투자와 건조환경의 투자를 또 다시 촉
진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투자는 도시공간의 용도를 결정하고 도시지역
을 계속 공간적으로 확장시킨다. 때로 산업용, 상업용, 주거용 등 토지이용이 혼
합된다. 그러나 도시화 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는 정부의 대
규모 토지시장 개입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을 설치하고,
용도지역지구제와 조세 정책 등을 통하여 도시토지의 이용을 조정 및 조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흔히 토지이용 규제의 강화 또는 완화는 정부정책의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토지에 자본투자를 유도하고, 모든 경제활동을 점점 더 도
시지역에 집중시킨다. 이 결과 도시토지 이용에 대한 경쟁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
서 지가가 쉽게 폭등한다. 높은 지가를 상쇄할 수 있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
여, 투자자는 토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예컨대 건물의 밀도와

높이를 높이거나, 주거용에서 상업․업무용으로 토지용도를 변경함으로서 투자
수익을 늘리려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층은 자신의 주거 및 작업 공간을 포기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도심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정부 및 민간기업의 재개발계
획에 의하여 흔히 주거공간을 재배치 당한다. 생업에 종사하던 소매업자들은 재
개발 후에 증가된 임대료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영업할 수 없다. 이들 상인 역시
자신의 작업공간을 옮겨야 하며, 그 자리에는 새로운 기업가, 예컨대 금융 및 보
험업자, 컨설팅 및 법률고문 변호사 등이 차지한다.

이러한 도시화 과정에서 사회 계층 간에 사회․경제적 갈등이 흔히 발생하며,

이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개입한다.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선적이지 않고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정부는 때로 도시 거주민의
입장을 지지하며, 때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이익을 옹호한다. 정부는 때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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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에게 유리한 정책을 때로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다. 도시관련
제반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사회의 많은 계층이 정부에 압박을 가하며, 이들 각
계층의 때로 상충되는 요구에 따라 정부 활동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것은 정부가 사회계층의 요구에 항상 중립적이거나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정부가 사회 각 계층의 의사와 관계없
이 주도적으로 도시화 및 산업화 과정을 추진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자본이 도시토지 시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간접시설과 건축물을 설치하는 형태로 토지 자본
(land capital)이 토지에 투자된다.15) 건설 자본(construction capital)은 주택 건설,
공장 건축 및 다른 생산시설의 설치에 투자된다.16)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가 증가
면서 토지거래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이러한 토지거래에 많은 부동산 자본
(real estate capital)이 활용된다.17) 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익이 보장되는 한,
자본은 계속 토지에 투자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토지는 상품으로서, 그리고 자
본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진다.

(3) 토지의 상품화

고전적인 자본주의는 “상품”의 생산, 교환, 유통 및 소비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된다. 기업 이익의 실현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을 유지하고
노동을 고용하기 위하여 자본가들은 상품을 공개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노
동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역시 노동시장에서 상품으로 매매된다. 그런데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는 특정 지역과 위치에서 발생한다. 재화와 서비스
의 교환 및 유통 역시, 비록 정보산업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을
통하여 거래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라는

15) Harvey, David. 1982. The Limits to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6) Lamarche, Francois. 1976. “Property Development and the Economic Foundation of Urban Question”.
Urban Sociology: Critical Essays. C.G. Pickvance. ed. NY: St. Martin’s Press. pp.85-118.
17) Massey, D. & A. Catalano. 1978. Capital and Land: Landownership by Capital in Great Britain. London:
Edward Arn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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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한 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교통 및 통신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공간은 대부분 공공이 소유하는

반면, 생산․교환․유통․소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공간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
유한다. 경제 및 사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공간을 모두가 다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제한된 기간 동안 필요 공간에 대한 이용권을 구입한
다. 지대 개념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지대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자본주의 생산
체제에서 토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전적
인 리카도의 차액지대론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론, 현대적인 마샬의 순수지대/
준지대론과 파래토의 파래토지대/잉여지대론 등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된다.18)
지대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자본주의 생산체제에서 토지가 가지고 있는 기
능과 역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현대 자본주의가 고전
적 자본주의와 다른 특성을 갖고 발전하면서 지대의 특성과 토지 소유자의 역할
역시 계속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지대와 지주의 특성은 각 시대의 자본주의 체
제가 안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다.19)
먼저, 토지의 매매 또는 임대의 선결 조건은 토지 수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현대에 들어와 거의 모든 나라의 경제제도는 더욱 복잡하여지면서 지대의 유
형 역시 계속 다양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수요자인 기업과 가계는 자신
들의 입지를 선택하는 데 보다 다양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업과 가계의
경제 및 생활공간을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선정할 수 있고, 도시 안에서도 도심
부와 주변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수요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간끼
리의 경쟁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공급자 즉, 토지소
유자의 독점적 통제권은 감소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도시 내부에 있는 제
한된 토지공간은 고밀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도시용
18) 이정전, 2006. ｢토지경제학｣. 서울: 박영사. 제6장 고전적 지대이론 및 제7장 마샬의 지대이론과 현대
의 지대이론. pp. 249-352.
19) Haila, Anne. 1988. “Land as a Financial Asset: The Theory of Urban Rent as a Mirror of Economic
Transformation”. Antipode. vol.20, no.2. pp.79-101; Haila, Anne. 1990. “The Theory of Land Rent at the
Crossroad”. Environment and Planning D. vol.8. pp.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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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경제주체로서의 토지소유자의 역할이 계속 다양화 되어왔다. Massey와
Catalano는 토지소유자가 하나의 계층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각 유형의 토지소유자는 서로 다른 관심과 행동양식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
다.20) 토지소유자의 여러 유형 중 특히 관심을 끄는 새로운 집단은 은행, 보험,
증권, 투자신탁 회사 등이다. 이들 집단의 행태는 명백히 일반 토지소유자의 행
태와 다르다. 이들은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을 최대화하려는 의욕과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세계경제 체제가 대두되면서, 토지의 지대는 더 이상 국내 시장의 여건
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어느 한 공간의 지대는 이제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 여건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Palloix는 자본을 상품자본ㆍ생산
자본ㆍ금융자본으로 구분하고서, 자본주의 초기에는 단지 상품자본(commodity
capital)만이 국제적으로 순환되었다고 지적하였다.21) 이 당시 금융자본(money
capital)과 생산자본(productive capital)은 자국 내의 제한된 지역 안에서 순환하였
다. 자본의 세계화 과정이 진전되면서 다국적 기업이 나타났다. 이들 다국적기업
의 자본은 사실상 금융자본, 생산자본 및 상품자본 모두의 총체로 구성되어 있
다.22) 공간의 확장은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복합자본이 확대되기 위하여 필요
했고, 각 국가 역시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규제완화 및 도시용지 공급
확대가 필요하였다. 이것은 결국 지리적 위치의 세계화에 영향을 미쳤다. 도시
토지시장에서 다국적기업과 국제금융기관의 본사는 종종 현지기업보다 더 많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거주자나 임차
인이 자기들 공간을 보다 많은 지불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 내어주듯, 세계도
시의 특정한 공간은 당해 국가의 기업으로부터 세계기업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

20) Massey, D. & A. Catalano. 1978. Capital and Land: Landownership by Capital in Great Britain. London:
Edward Arnold
21) Palloix, Christian. 1979.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and the Circuit of Social Capital”.
International Firms and Modern Imperialism. Hugo Radice. ed. NY: Penguin. pp.63-88.
22) 정희남. 1995. “세계화의 다면성”. ｢국토정보｣. 3월호. 국토개발연구원. p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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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당해 도시의 지대와 지가는 흔히 상승하게 된다.
넷째, 전통적으로 토지시장은 상품시장 또는 자본시장과 분리된 별도의 시장
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많은 경우 지대론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상이한 토지시장
(예컨대, 주택용지 시장과 업무용지 시장)이 서로 통합되고, 아울러 서로 다른 투
자시장(예컨대, 토지시장과 주식시장)이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자본과 토지의
통합은 토지가 주식, 채권, 기타 금융상품과 같은 상업용 가치로 전환되고 있는
사실에서 나온다.23) 이에 따라 자본축적이 달성되면서 토지는 매력적인 투자대
상으로 변모하여 부동산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24) 자본과 토지의 결
합은 이른 바 부동산 유동화를 통하여 더욱 빈번하여 지고 있다.25) 이 같은 여건
변화는 결국 토지의 특성을 전환시켰고, 이제 토지는 순수한 금융자산과 이자를
산출하는 자본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26)
토지가 금융자본의 한 유형으로 원만히 전환되기 위해서는 금융제도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융제도와 은행의 신용창출 제도는 토지의 의제자본을 형성
하는 데 필요한 반면, 금융기관과 정부는 이러한 의제자본의 원만한 순환을 중재
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신용제도가 발전하면서 토지를 가진 자본가들은 화폐자
본을 보다 용이하게 접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의 지위도 더욱 강화된다.27)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자본주의적 토지와 토지시장의 특성은 다음
과 같다. 토지는 사적으로 소유되며(사유화), 도시용도로 이용되는 토지가 보다
보편적인 관심대상이 되며, 비도시용지를 도시용도로 전환하는 과정에 많은 자
본이 투자되면서, 도시지역에서 흔히 고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지며(도시화), 토지
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하나로 변형된다(상품화). 그 과정에서 금융 및 법

23) Roweis, Shoukry T. & Allen J. Scott. 1981. “The Urban Land Question”. Michael Dear & Allen J. Scott.
eds. Urbanization and Urban Planning in Capitalist Society. NY: Methuen. p.151.
24) Haila, Anne. 1988. “Land as a Financial Asset: The Theory of Urban Rent as a Mirror of Economic
Transformation”. Antipode vol.20, no.2. pp.93-95.
25) 정희남 외. 2008.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리츠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6) Harvey, David. 1982. The Limits to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347.
27) 김홍상. 1992. “현대 토지문제에 대한 지대론적 해명”.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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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제도의 정비가 선결되고 다양한 규제 및 규제완화가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그림 2-1> 토지소유권(민법 제211조)과 자본주의적 토지시장

이용
개발권

점유권

사유화시장
(점유)

토지
소유권

자본주의
토지시장

처분
수익권

도시화시장
(이용개발)

상품화시장

(처분)

토지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 헌법 제23조와 민법 제2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의 개념 및 범주와 거의 유사하게 대칭된다.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점
유하고, 이용ㆍ개발하며, 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총체로 정의되고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토지소유권 개념은 로마시대 디오클레디아누스(Diocletianus) 황
제가 서기 296년에 칙령으로 사적 재산권(Proprietas)을 공인하면서 소유권
(Dominium)을 이용권(usus), 수익권(fructus), 처분권(abusus)으로 구성한 데에서 비
롯되었다. 이러한 로마의 토지소유권 개념은 근대 이후 자연법적 계몽주의와 시
민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과정을 통하여 재발견되었고 우리나라 민법 제211조 상
의 소유권 개념으로까지 이어져 내려왔다.28)
자본주의적 토지시장이 안고 있는 이와 같은 특성에서 다양한 문제와 모순 그
라고 갈등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들 토지시장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완화
및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패러다임에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 이
들 패러다임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크게 신고전학파의 시각과 정치경제학
파의 시각으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신고전학파의 시각을 시장주의 패
28) 정희남. 2009. “부동산공법의 구조 및 체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강의자료｣. 한국토지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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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과 계획주의 패러다임으로, 정치경제학파의 시각을 마르크스의 패러다임
과 조지스트 패러다임으로 세분화한 논의가 제시된 바 있다.29) 이들 시장주의-계
획주의-마르크스주의-조지스트 패러다임 사이에는 기본적인 가치관, 현실에 대
한 인식, 방법상의 논리, 토지에 대한 시각 등이 다소 상이함을 볼 수 있다. 그렇
지만 각 패러다임 사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시각 차이는 자본주의적 토지시장
의 구조적 특성 중 어떤 측면을 보다 더 강조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다음 절
에서 우리는 네 가지 패러다임의 관점을 요약한 뒤, 자본주의적 토지시장의 특성
속에서 각 패러다임의 시각을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3) 토지시장과 토지정책 패러다임

(1) 토지정책 패러다임의 문제인식과 정책대안

시장주의 패러다임

시장주의 패러다임은 시장을 이상적인 사회모형으로 보고서 시장원리를 사회
구성 및 운영의 주된 원리로 삼고자 하는 접근방법이다. 여기에서 시장의 원리란
거래를 통한 상호이익 증진의 원리, 자유경쟁시장에서의 경쟁의 원리, 경제적 인
센티브의 원리 등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원리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요소는 사유재산권이며, 사유재산권이 확립될 경우 나머지 제도나 법률 등은 자
연스럽게 뒤따를 것으로 본다.
시장주의 패러다임은 시장의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즉, 자원의 효
율적 배분을 성과물의 형평적 분배보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장은 개인에
게 선택의 자유를 더 많이 제공하며 더 나아가 개인의 정치적․경제적 자유도
신장시켜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시장참여자 개개인의 사적 이익(private
29) 한국토지공사. 2005.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정책 방향연구｣; 이정전. 2005. “토지문제에 대한
4가지 패러다임”. ｢환경논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pp.69-106; 이정전. 2006. ｢토지경제학｣. 서울:
박영사. 제2장. pp.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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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s)을 보다 더 강조함으로써 만장일치로 합의된 것 외에는 공익(public
interests)의 개념을 잘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라는 개인의 합리성을 중시하고, 사회 구성원 각자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경우 그 결과 역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될 것이라는 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때의 합리성이란 대개의 경우 목적과 수단 간의 연계성(chains of
goals and means)으로서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을 의미한다.
시장주의 패러다임은 철저하게 개인의 시각에서 토지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위치의 고정성․규모의 부증성 등 이른 바 토지의 특수성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

는다. 토지도 시장원리인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동시에 토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려면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허용
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시장주의 패러다임은 토지의 사적 재산권 보장을 강조하는데, 사유재산권제도
가 보장된 곳에서만 토지자원의 최효율적 이용(most efficient use)이 가능할 것이
라고 보기 때문이다. 고지가 및 토지투기는 토지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토지문제
의 결과이며, 고지가와 투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토지의 생산성과 유용성이 아직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지가안정 및 토지투기 근절이
토지정책의 주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토지이용계획․수도권규제 등 토지의

자유로운 공급을 제약하는 공공규제를 최소화하여 토지공급이 원활히 일어나도
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목표와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획주의 패러다임30)

계획주의 패러다임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적 계획, 특히 정부의 계획적
개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계획주의는 시장주의와 달리 불특정 다수
의 이익 또는 국민이 합의한 사회적 기본가치로서 공익이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

30) 여기에서 “계획주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종전에 사용되었던 합
리주의 모형(rational actor model), 관료주의 모형(bureaucratic model), 신 웨버주의의 신 국가주의
(neo-statist model) 또는 신 제도주의(neo-institutional model) 모형을 아울러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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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계획주의는 형평, 자유, 정의, 국가의 위신 등 사회적 기본가치를 명시적으로
다루며, 공익의 명분 아래 상충된 여러 가치들의 조화를 지향하고, 실현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강조한다.
시장주의자와 달리 계획주의자들은 개인의 합리성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인의 합리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선호가 분명하다는 완
비성(completeness)과 그 선호가 상당기간 유지되어야 한다는 일관성(transitivity)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현실세계에서 이들 조건이 충족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
다. 예컨대 시장가격을 시장주의자들은 개인 또는 집단의 합리적 행동의 결과라
고 해석한다. 이에 반하여 계획주의자들은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개인의 상호
협조가 그다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주의자들이 가정하고 있
는 것과 달리 개인과 집단의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현실이
라고 본다. 따라서 시장의 가격이 합리적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계획
주의자들은 시장논리 대신에 계획논리를 제시하면서 죄수의 딜레마 더 나가서 집
단행동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계획으로 정의하고 정
부는 이러한 계획적 기능을 통하여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계획주의자의 계획논리는 토지이용을 시장에 방임할 경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인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경제적인 유인동기
(incentive and/or dis-incentive)를 통하여 토지시장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는 시장주의자와 달리, 계획주의자들은 계획적 토지이용 및 토지이용 규제를
통하여 토지문제를 접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획주의자들은 토지문제 중
특히 난개발 문제를 가장 심각한 시장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사전에 계획
을 마련하지 않고 추진하는 개발은 결국 기반시설 및 환경의 용량을 수용할 수
없는 과도한 개발을 초래하기 때문에 과밀․혼잡․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계획주의자들은 계획적 개발, 즉 “계획 없이는 개발도
없다”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적어도 국토 또는 토지의 이용에 대해서는 공적인
계획이 사적인 의사결정보다 우선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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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스트 패러다임31)

조지스트들은 기본적으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옹호하지만, 시장의 효율이
평등 위에서 이루어져야 이른 바 “풍요 속의 빈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
고 효율보다 형평과 평등을 보다 강조한다. 또한 조지스트들은 시장주의자와 유
사하게 사유재산권을 존중하지만, 사유재산 중에서 토지는 다른 사유재산과 다
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토지의 사유화, 엄밀하게 말하면 토
지로부터 발생한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토지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불로소득의

폐해를 차단하는 것이 전체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믿는다.
조지스트들은 토지문제를 토지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전반의 흐름과 연계

하여서 파악하고 있다. 토지를 주식․채권․예금 등 투자 대체재의 하나로 보고,
토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통하여 토지시장이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
등 전체 거시경제 움직임과 연결된다고 본다. 그리하여 개발이익 또는 자본이득

을 추구하기 위한 토지투기와 그로 인한 지가 변동이 경제성장․실업․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의 과열 및 불황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조지스트 패러다임은 여타 재산의 사적소유권을 적극 옹호하지만 토지의 사유
화에는 우호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달리 이미 사유화된 토
지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거나 국유화하는 데에는 반대한다. 토지의 사유재산권
을 인정하는 대신, 토지이용에서 발생하는 순이익, 즉 지대에 조세를 부과하여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 또는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
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른 바 “토지단일세”를 제안하기도 한다.
다만 토지세 하나만 가지고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부동산 조세를 인상하되 여타
조세, 예컨대 기업 및 개인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다. 부동산 조세의 경우는 토지관련 조세를 높이되, 건물관련 조세는 낮추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토제관련 조세의 경우에도 보유세를 강화하고, 이전과세
31) 조지스트는 흔히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1879년)”을 저술한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사상을 신봉하고 이를 현실에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34

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토지의 이전과세의 경우에는 취

득세․등록세는 줄이되 양도소득세는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들 논
점을 요약하면 토지의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토지
시장뿐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 운용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패러다임32)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의 모든 폐해가 노동의 상품화와 토지를 포함한 생산
수단의 사유화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공산주의(敷 諨 )를 정책대안으로 제시
하였다. 시장의 원리, 경쟁의 원리, 경제적 인센티브의 원리 등이 사람을 지나치
게 물신주의(

諨 )에 빠지게 하고 그 결과 인간의 소외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고서 이들 시장주의 원리에 대부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리하여 자본주
의 체제의 본질인 노동의 상품화 및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해소할 경우, 시장에서
가치(value)와 가격(price)이 대체로 일치할 것으로 본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이 노동의 상품화와 토지를 비롯한 생산
수단의 사유화에 있다고 본다. 이들은 토지를 자본의 한 범주에 포함시키고 지주
계급을 자본가계급과 같은 범주 또는 자본가계급의 한 분파로 인식하고 있다. 생
산수단 사유화를 철폐하여야 한다는 큰 틀 안에서 토지사유제의 폐지를 일관성
있게 주장한다. 다만, 이용 가능한 국토의 대부분이 이미 사유화되어 있는 현실
에서 토지를 국유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하
여 그 대안으로 토지비축제도 또는 토지은행제도를 운용하고 그 과정에서 점진
적․단계적으로 국․공유지를 확대하여 나갈 것을 제안한다. 또한 토지문제의

핵심인 개발이익의 사유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대를 몰수하다시피 하는
고율의 토지세 부과방안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

32) 여기에서는 가장 고전적인 도구주의(instrumentalist)적 마르크스주의만이 논의되고 있다. 구조주의
(structuralist), 조절주의(regulation school), 계급갈등주의(class conflict theorist) 등 다양한 신 마르크스
주의(neo-Marxism) 이론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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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정책 패러다임과 자본주의적 토지시장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장주의-계획주의-마르크스주의-조지스트 패러다임
사이에는 기본적인 가치관, 현실에 대한 인식, 방법상의 논리 그리고 토지에 대
한 시각이 다소 상이하다. 그런데 각 패러다임이 갖고 있는 토지문제의 인식과
토지정책의 대안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토지시장의 구
조적 특성 중 어떤 부문을 보다 더 강조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주의 패러다임

시장주의의 토지정책은 기본적으로 토지시장의 도시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장주의자의 토지정책은 시장의 원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토지의 사적 소유를
강조하고 그리하여 토지사유권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원천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다. 또한 모든 시장활동이 계약의 사적 자유에 기초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토지거
래의 상품화 과정 즉 거래에 대한 제반 규제를 반대하고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
금을 무겁게 운영하는 방안에도 찬성하지 않는다.
토지시장 문제는 궁극적으로 도시화시장에서 토지의 수요-공급 간 균형이 유
지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정책은 도시화 과정을 보
다 더 원활히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를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두어
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시장주의의 토지정책에 대한 시각은 사유화 및
상품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제반 규제는 정부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한편,
토지문제의 해결은 도시화의 원활한 촉진, 즉 규제완화와 도시용지의 공급확대
를 통하여 수요-공급 간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계획주의 패러다임

계획주의의 토지정책 역시 시장주의자와 유사하게 토지시장의 도시화에 초점
을 두고 있다. 다만 시장주의자들이 주로 도시화시장의 가격변화에 관심을 두는
반면, 계획주의들은 도시화시장에서 일어나는 난개발에 관심을 둔다. 계획주의
들은 개인과 집단의 합리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계획적 국토관리를 강조한다. 토
36

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개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환경친화적․계획우
선적인 도시개발을 강조한다.

최근 계획주의들은 점유권․개발권․처분수익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 소

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함으로써 계획적 국토관리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절하
자는 대안을 제시한다. 개발권 분리(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를 통하여 기반
시설 설치 등의 조건으로 개발허가제를 운용하고(도시화), 개발과정에서 용도전
환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며(상품화), 이때 환수된 재원을 가지고 자
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점유권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손실을 보
전하자는(사유화) 것이다.

조지스트 패러다임

조지스트의 토지정책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상품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장
주의자와 같이 토지의 사적 사유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데 동의하되, 소유권 중
수익권에 대한 공공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토지자원의 최효율적 이용
을 강조하며, 이것을 토지 위에 노동이 투입된 산출물 즉, 건축물의 최효율적 이
용으로 이해하고 있다. 토지시장 문제를 토지의 수요-공급 간 불일치에서 찾는
시장주의자와 달리, 가수요(

) 또는 투기수요가 모든 토지문제의 핵심이라

고 보고 있다. 따라서 조지스트는 토지의 사유화 및 도시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즉 토지공급 확대정책만으로는 토지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고 본다. 토지문
제의 핵심은 토지의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의 사유화에 있다고 보고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 및 지대의 환수를 강조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패러다임

마르크스주의의 토지정책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사유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토지문제 핵심은 토지 등 생산수단의 사유화에 기인하기 때
문에 토지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유화 대신 토지의 국공유화를 선호
한다. 토지소유권의 국유화 내지 사회화를 통하여 필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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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시용지를 계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토지소유권이 국유화 내
지 사회화될 경우 토지의 상품화시장에서 개발이익의 사유화도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마르크스주의의 토지정책은 토지의 사유화를 대체하는 국유화 내지 사회화를
지향하지만, 국유화하는 데 필요한 소요재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개
발예정지 등에 대하여 토지은행 및 토지비축제도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토지를

국유화 내지 사회화하고, 개발된 토지의 분양․처분 대신에 장기임대제 운용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3) 이 연구의 분석 틀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토지시장 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토
지정책 패러다임은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기본적
으로 자본주의적 토지시장의 구조적 특성 중 어떤 것을 보다 더 강조하느냐에
달려있다.
예컨대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은 우리 토지시장의 문제가 결국 토지의 사유화에
기인한다고 보고 사유화시장의 한계를 완화하기 위하여 토지임대부-주택공급 등
국공유지의 장기임대제도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토지비축제도의 운용을 제안한
다. 시장주의적 패러다임은 우리 도시화시장의 지가급등과 토지투기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의 결과라고 진단하며, 그 문제의 핵심을 도시용지의 수급 불
균형에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제시한다. 계획주의자들은
우리 도시화시장의 난개발에 관심을 두고 기반시설의 사전 확보 등 계획적 개발
과 공급을 강조하고서 개발행위허가제 및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의 정착방안 모색
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조지스트들은 상품화시장에서 발생하는 개발이
익의 정당한 환수 없이는 토지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보유세 강화 등 개발이
익환수제도의 정상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도 있음을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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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토지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패러다임

사유화시장

사유화

(마르크스주의)

(공적 토지비축)

정책
패러다임

토지정책
대안 틀

도시화시장
(시장주의)
(계획주의)

상품화시장

도시화

(조지스트)

(규제완화)
(개발허가제)

상품화
(개발이익
환수제)

따라서 토지문제의 진단과 정책대안 모색은 어느 한 패러다임에 의존하기보다

자본주의적 토지시장의 구조적 특성, 즉 사유화․도시화․상품화시장별로 시장

을 세분하고, 각 시장의 현상을 진단한 뒤, 문제해결에 각 세부시장의 해결방안
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패러다임을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공급확대 정책의 주된 관점은 우리 도시화시장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우리 토지시장에서 그동안 지속하고 있던 도시용지의
수요-공급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용지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
되었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다만
토지이용 규제완화 추진과정에서 해당지역의 지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완화하
기 위해서 상품화시장에 개입하여 규제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조정할 필요도 있
을 것이다. 개발이익 조정은 토지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낮추고 투자수익률이 낮
아질 경우 수요가 줄어들어 결국 지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획적으로 도시용지를 개발ㆍ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를 수용하고자
할 경우 규제완화로 인하여 이미 보상가격이 올라간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
에, 사유화시장에 개입하여 사전에 토지를 공공에서 비축하고 비축한 토지를 장
기 임대하자는 대안이 제기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접근방법은
제5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진제국의 토지시장 관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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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의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도시화시장과 상품화시
장을 연결하는 고리이다. 도시화시장에서 일어난 도시용지 공급확대와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상품화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분석기법을 다음 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규제완화의 파급효과 분석기법
1) 계량경제 모형

(1) 개요

토지 및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은 흔히 가격과
거래량을 들 수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주로 가격안정과 연관되어 운영되
기 때문에 가격변수가 보다 중요하게 고려된다. 부동산 가격변수에서도 엄밀하
게 따지면 가격수준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자료 구득의 어려움이 있어서 흔히
가격변화율 혹은 수익률이 사용된다. 분석대상으로서의 수익률을 찾아내는 방법
은 캡-비율(Cap Rate)을 이용하는 방법,33) 수익률 시계열을 만들기 위하여 가치가
중방정식(value-weighted equation)을 이용하는 방법,34) 투자모형을 이용하는 방
법,35) 가중수익률을 이용하는 방법,36) 특정산업의 수익률을 대체하거나37) 간접

33) Roulac, S.E. 1978. “The Influence of Capital Market Theory on Real Estate Returns and the Value of
Economic Analysis”. Real Estate Appraiser and Analyst. pp.62-72; Ambrose, B.W. and H.O. Nourse. 1993.
“Factors Influencing Capitalization Rates”. 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 vol. 8, no.2. pp.221-238.
34) Liu, C.H. T.V. Grissom and D.J. Hartzell. 1990. “The Effect of Market Imperfections on Real Estate
Returns and Optimal Investor Portfolios”. Journal of the American Real Estate and Urban Economics
Association, pp.261-282; Gunterman, K. I. and R. I. Smith, 1987, “Derivation of Cost of Capital and Equity
Rates from Market Data”. Journal of the American Real Estate and Urban Economics Association,
pp98-109.
35) Ricks, R.B. 1969. “Imputed Equity Returns on Real Estate Finance with Life Insurance Company Loans”.
Journal of Finance, pp.921-937.
36) Sirmans, C.F. and J.R. Webb. 1980. “Expected Equity Returns on Real Estate Financed with Life Insurance
Company Loans: 1967-1977”. Journal of the American Real Estate and Urban Economics Association. pp.
218-228.
37) Liu, C.H. and J. Mei. 1992. “The Predictability of Returns on Equity REITs and Their Co-movemen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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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을 이용하는 방법38)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토지 혹은 주택가격의 변화율 즉 자본수익률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도 지가변화율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시장기본 요인, 예측 요인, 지역 요인, 정부정
책 요인 등 매우 다양하다. 시장기본 요인은 경제성장률, 금리, 유동성, 환율, 주
가 등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가 포함된다.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할 때 시장 참여
자가 갖는 장래에 대한 예측은 현재의 토지가격에 반영된다. 토지 등 부동산시장
은 기본적으로 국지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개발요인과 같은 지역적 특성이 가격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정부정책 즉,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및
완화에 따라 부동산가격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2) 개념 모형

이 연구에서 계량경제 모형을 활용한 목적은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공급확대가 지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직관적
인 논리에 따르면 토지이용 규제완화는 가용토지 공급을 늘려서 전체 토지시장
에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동시에 규제완
화는 한편으로 해당토지의 내재적 가치를 상승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토지시장
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등 시장참여자의 예측에 변화를 초래하여 토지가격
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두 가지 요인 중 어느 요인이
더 클 것인지를 실증분석의 결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실험하기 위하여 거시
경제변수가 포함된 회귀분석 모형의 개념적 형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Pt =

Xt + Yt + t

Other Assets”. The Journal of Real Estate Finance and Economics. Springer. vol.5. no.4. pp.401-418.
38) Gyourko, J., and J. Siegel. 1994. “Long term return characteristics of income producing real estate”. Real Estate
Finance. vol.11, no.1. pp.14-22; Gyourko, J. and D. Kiem. 1992. “What Does the Stock Market Tell Us About
Real Estate Returns?”. Journal of American Real Estate and Urban Economics Association. vol.20. pp.45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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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Pt는 지가변화율, Xt는 해당 거시경제변수들의 집합인 (n×1) 벡타,
Yt는 규제관련변수들의 집합인 (m×1) 벡타, t는 오차항이다. t는 iid ～ (0,

2

)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가정한다.
회귀분석에서 규제완화의 순효과(net effect)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명
변수에 포함되는 거시경제변수를 충분히 고려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들 변수를 고려하면서 부동산가격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모형은 일반적으로 순
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는 모형과 구조모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순수 시계열
자료 활용모형에는 ARIMA 모형, VAR 모형 및 준파라메타(semi-parametric) 모형
이 있고,39) 구조모형에는 로젠의 헤도닉 가격모형을 원용한 모형과40) 거시계량
모형을 원용한 모형이 있다.41)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추진된 부동산가격 예측모형 대부분도 이들 범주에 들어
간다. 순수시계열 모형의 ARIMA 모형을 이용한 사례에는 김근용(1998)과 윤주

현․김혜승(2000)의 연구가 있으며,42) VAR 모형을 이용한 사례로는 손재영

(1991)과 윤주현(2001)의 연구가 있다.43) 박헌주․정희남 외(2000)의 연구는
ARIMA 모형과 VAR 모형을 동시에 돌려서 단기시장을 예측한 바 있다.44) 한편,
구조모형을 이용한 예로는 서승환(1994), 정의철 외(1996), 건설교통부(2000) 등
을 들 수 있다.45)

39) Brown, J. P., H. Song and A. McGillivray. 1997. “Forecasting UK house prices: A time varying coefficient
approach”. Economic Modelling, Elsevier, vol.14, no.4. pp.529-548; Zhou, Z. 1997. “Forecasting Sales and
Price for Exiting Single Family Homes: A VAR Model with Error Correction”. 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 vol.14:1/2. pp155-67.
40) Rosen, Sherwin. 1974. “Hedonic Prices and Implicit Markets: Product Differentiation in Pure Competi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vol.82. no.1. pp34-55.
41) Case, K.E. and R.J. Shillar. 1989. “The Efficiency of the Market for Single Family Homes”. American
Economic Review. pp.125-137; Edelstein, R. H. and J. M. Paul. 1997. “Are Japanese Land Prices Based
on Expectation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42) 김근용. 1998. “주택가격 예측을 위한 모형설정과 검정”. ｢국토｣. 국토연구원; 윤주현․김혜승. 2000.
｢주택시장 경기동향 및 단기전망 연구｣. 국토연구원.
43) 손재영. 1991. ｢지가와 거시경제변수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윤주현. 2001.
｢VAR 모형 구축을 통한 토지 및 주택시장 전망연구｣, 국토연구원.
44) 박헌주ㆍ정희남ㆍ박철문경희
․
. 2000. ｢토지시장의 구조변화 및 전망연구｣.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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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는데, 구조모형이 도시용지 공급
확대와 지가변동 간의 이론적 관계를 보다 더 잘 설명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구조모형에서 사용한 거시경제 설명변수로는 소득, 주
가, 금리 등이 있다. 소득은 지가의 시장 기본가치(fundamental)를 결정하는 대표
하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질소득 성장률의 증가가 지가 상
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소득자료는 전국의 경우 실질 GDP를 사
용하였고 경기도는 실질 GRDP를 사용하였다. 주가 및 금리는 포트폴리오 선택
(portfolio selection) 요인이라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률은 시차를 두
고 지가 변화율에 정(+)의 영향을 주며, 금리 변화는 시차를 두고 지가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편, 도시용지 공급확대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설명변수인 토지규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가
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결과에 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성
변수 및 정량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반영하였다. 세부적인 설명변수의 선정과 설
명은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2)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1) 개요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또는 체계동태학은 동태적이고 순환적인
인과관계의 시각(dynamic feedback perspective)에서 사회현상을 이해 및 설명하려
는 준거 틀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모델을 구축한 후
연구대상 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여 가는지를 컴퓨터 상에서 실
험하는 방법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46)
45) 서승환. 1994. ｢한국 부동산시장의 거시계량분석｣. 홍문사; 건설교통부. 2000. ｢지가변동 예고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정의철․강은숙최은희
․
. 1996.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가격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
발연구원.
46) 김도훈․문태훈․김동환. 1999. ｢시스템다이내믹스｣. 대영출판사. p55; 문태훈. 2007. ｢시스템사고로
본 지속가능한 도시｣. 집문당; Meadows, D. H. 1980. “The Unavoidable A Priori”. In Jorgen R. (ed.)
1980. Elements of the System Dynamics Method. Massachusetts. The MIT Press.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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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이 방법론의
기본적인 관심은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변수가 시간이 변하면서 어떻게 동태적으
로 변하는가에 있다. 예컨대 산업체 고용인력의 증감, 도시의 번영과 쇠퇴, 의료
보험 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연구대상 변수의 시간에 따른 동태적인 변화가 어떻
게 일어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하여 갈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 둘째, 모든 현상
을 내부 순환적 환류체계(closed loop thinking, circular feedback system)의 관점에
서 이해하려 한다. 즉, 어떤 변수의 동태적인 변화는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제
반 변수와의 역동적인 상호작용(circular causation, two-way causation or feedback)
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한다. 셋째,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사실적 사고
(operational thinking)에 초점을 둔다. 여기에서 사실적 사고란 변화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여서 일어나는지 변화과정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사고, 즉 시스템 작
동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려는 사고를 말한다.

(2) 연구절차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컴퓨터 모의실험은 몇가지 단계로 구성된다.47) 우
선 분석목적에 합당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그 목적에 맞도록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한다(Problem Identification and Definition). 이어서 문제를 피드백 관점에서 개
념화한다(Conceptualization). 이 단계에서는 특정 문제의 원인들이 어떻게 서로 연
결되어 있는가를 피드백 관점으로 보여주는 인과지도(Causal Loop Diagram) 작성
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셋째, 이들 개념화를 바탕으로 실제로 정책분석에 이용할
컴퓨터 모델을 구축한 후(Model Formulation), 구축한 모델에서 보이는 주요 변수들
의 행태를 중심으로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한다(Model Validation). 모델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마지막으로 이 모델을 이용하여 정책대안을 분석한다(Policy Analysis).
이 단계에서는 구축된 모델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대안을 모의실험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는 데 주력한다. 이상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47) 김도훈․문태훈․김동환. 1999. ｢시스템다이내믹스｣. 대영출판사.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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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연구절차
2.인과지도 작성

3.모델구축

전체우선과
개체우선의 조화

모델 경계

준거모드

1.문제정의
실천가능한
정책의 지렛대

경계확장 단순화 사고전환

6.정책분석

모델수정

4.모델 시뮬레이션과
모델행태 분석

5.모델의 타당성평가

자료: 김도훈․문태훈․김동환. 1999. ｢시스템다이내믹스｣. p.55.

(3) 도시토지모델

도시용지 공급확대 효과분석에 응용할 수 있는 기존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
델로는 상품 공급량과 가격과의 관계를 시뮬레이션한 상품주기모델(Commodity
Cycle Model)과 돼지주기모델(Hog Cycle Model), 도시동태모형에 택지와 상업용
지 부문을 추가한 도시토지모델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상품모델과 돼지모델은 일반상품과 돈육의 공급량과 재고량의 주기적인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모델로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인 토지의 공급량 변화가 지
가 변화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48)
기본적인 논리가 상품모델과 유사한 도시토지모델은 토지를 일반적인 상품과
같다고 보고서, 토지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로 인한 가격변동의 부문모델을 구축
한 것이다. <그림 2-4>는 도시토지모델에서 상품모델부문의 인과지도만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토지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토지수요 충족률을 감소시
켜 토지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토지가격의 상승은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한편으로는 토지가격 상승은 → 공급 확대 → 토지수요 충족률 상승
→ 토지가격 하락 → 토지공급 축소 → 토지수요 충족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일련

48) Meadows, D. L. 1970. Dynamics of Commodity Production Cycle. MA: Wright-Allen Pres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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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토지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지 투기수요
의 증가 → 토지수요 충족률 감소 → 토지가격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4> 도시토지모델의 인과지도
도시인구유입

토지

기

규주
토지수요

+

토지수요

율
토지

토지공급

자료: Mass, N. J. 1974. “A Dynamic Model of Land Pricing and Urban Land Allocation” 및
Miller, J. S. 1975. “Urban Dynamics and Land Rezoning“ 을 바탕으로 작성

<그림 2-5>는 도시용지 중에서 산업용지만을 상정한 도시토지모델의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택지의 경우에도 산업용지와 유사한 구조로 구축
할 수 있다. 이처럼 토지부문의 택지 및 산업용지 모델을 도시동태모형의 일반구
조와 결합할 경우, 인구의 증감, 산업체의 증감, 주택 수 증감 등 도시의 여러 상
황변화에 따른 토지의 수요-공급의 증감, 이에 따른 토지가격의 변화를 시뮬레이
션 할 수 있을 것이다.

46

<그림 2-5> 도시토지모델 플로우 다이어그램(산업용지 부문)

다만 도시토지모델의 이러한 논리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하는 과정
에서는 다소의 문제가 남아있다. 예컨대 토지와 일반상품을 동일하게 다룰 수 있
는지, 만약 토지가 일반상품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토지의 공급-수요 특
성이 일반상품의 수요-공급 특성과 어떻게 다른지 등 일반상품시장과 비교하여
서 토지시장이 안고 있는 내재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토지를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다루기에는 다소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토지가 다
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위치의 고정성으로 토지시
장은 기본적으로 지역시장이며 토지가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 위치지대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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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 일반상품과 달리 외부경제 효과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 위치를 비
롯한 여러 속성에 따라 거래가격이 모두 달라 이질성이 크고 이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 이러한 특성 때문에 토지가격이 일반상품과 달리
수급 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 결국 국가가 일반상품시장에 비하여 더욱 적
극적으로 토지시장에 개입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단기적으로 토지공
급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고 거래가 대부분 비공개적으로 일어나 시장정보가
다른 상품에 비하여 불완전하다는 특성도 추가된다.49)
무엇보다도 우리 토지시장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특징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시화와 산업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토지가격이 급속하
게 상승하면서 토지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의 기대가 크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상존하고, 투기적 수요는 토지가격을 변동시키는 주
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정부정책이 토지문제에 대한 규
제의 강약을 반복하면서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정책의 효과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하여 도시용지 공급확대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도시토지모델에 일반 재화시장과 구별되는 토지시장의 특성, 그리고 우
리 토지시장의 특징인 투기적 수요에 의한 가격급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할 것이다. 세부적인 설명변수의 선정과 설명은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
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와 이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관련 연구소에서

49) 조주현. 2006. ｢부동산학원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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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의 석‧박사 학위논문이며, 마지막 하나는 학회
지에 발표된 관련 논문들이다. 이들 선행연구는 다시 두 가지 유형, 즉 토지시장
관리 및 토지이용 규제완화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토지시장 관리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연관되어 있다. 1980년대의 선행연구는 개발이익환수제도 관련 이론의 소개와
제도 도입을 강조하였고, 이들 연구는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입법으로 이어졌
다.50) 1990년대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개발사업”과 연계한 개발부담금제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
다.51) 외환위기 이후에는 토지시장 침체 및 안정으로 개발이익 사유화문제가 크
게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2000년대 중반에
외환위기가 극복되고 저금리와 상대적으로 풍부한 현금유동성 때문에 부동산시
장이 다시 과열되면서 정부가 다양한 투기억제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투
기억제 및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관련 연구들이 다시 나왔다.52) 그런데 이들 보고
서 대부분은 주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그것도 주택 및 아파트시장 안정대책을
다루었고, 토지시장 관리는 부차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토지시장 관리방안과 관련하여서 주목할 만한 보고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2003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

50) 이제우 외. 1980.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박우서 외. 1981. ｢개발이
익환수의 제도적 기술적 장치와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김정호 외. 1983. ｢현행 개발이
익환수제도와 개선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최병선․정희남 외. 1987. ｢개발이익 및 손실의 측정
방법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토지공개념위원회․국토개발연구원. 1989. ｢토지공개념위원회
최종보고서｣.
51) 지대식 외. 1992. ｢개발부담금제도의 발전방안｣. 서울 : 국토개발연구원; 김성배․서순탁. 1993. ｢용
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방안｣. 서울 : 국토개발연구원; 오진모․정희남 외. 1994. ｢토지94
관련제도의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Ⅰ : 토지공개념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경기 : 국토개발연
구원; 류해웅 외. 1995. ｢개발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박헌주․정희남 외. 1998.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종합평가와 향후 과제｣. 경기 : 국토연구원; 류해웅 외. 1999.｢개발이익환수

제도의 재구성방안｣. 경기 : 국토연구원 등
52)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서울: 한스미디어; 류해웅. 2007. ｢참여정부
의 부동산정책과 제도｣. 한국부동산연구원; 손경환 외. 2007.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과제｣.
국토연구원; 진정수․정희남․최수. 2006. ｢공공택지 조성원가 및 공급가격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
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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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방향｣은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 틀을 논의하였고,53) 2006년 ｢토지관련 부담
금제의 개선방안 연구｣는 다양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논의하면서 기반시설부담
금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54) 2007년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II)｣는 개발이익과 개발손실의 조정방안으로서 개발권양도제
도(TDR)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55)

2005년 이정전 교수 등이 참여하여 발간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정책 방

향연구｣와 2007년 서순탁 교수 등이 추진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과 공공부문
의 역할｣ 역시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는 것을 제시하였으며,56)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개발부담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는 개발부담금제도의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
고 있다.57)

한편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편집한 ｢부동산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

방향 모색｣의 제11장은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고, 제5장~제9

장은 부동산조세의 개편과제를 보여주었다. 특히 제2장은 부동산조세 중 보유세
가 보다 중립적으로 작용하면서 부동산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58) 이 보고서의 많은 부분이 토지시장 관리방안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토지이용 규제완화 부문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요약
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의 토지이용 규제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특히 지역지구제의 통폐합 필요성을 제시하
는 문헌들이다. 여기에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2007년에 발간한 ｢규제개혁 종합연구｣가 있으며,59) 이 외에도 국토연구원에서
정희남․김승종 외. 2003.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향｣. 국토연구원.
정희남 외. 2006. ｢토지관련 부담금제의 개선방안 연구｣.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채미옥․최수 외. 2007.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II)｣. 국토연구원.
한국토지공사․환경경제연구소. 200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정책 방향연구｣;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년.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과 공공부문의 역할｣
57) 국토해양부․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58) 한국개발연구원․조세연구원 외. 2008. ｢부동산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방향 모색｣.
53)
54)
5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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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과 2003년에 발간한 ｢지역지구제의 행위규제 분석연구(Ⅰ,Ⅱ)｣ 등을 들 수
있다.60)
다른 하나는 위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2004년의 토지규제개혁 로
드맵 작업과 관련한 연구들이다. 여기에는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정보화, 단순
화와 관련하여 토지규제합리화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의 용역보고서,61)
그리고 토지규제합리화 추진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논문들을 들 수 있다.62)

2) 선행연구의 특성 및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의 특성 및 한계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토지시장 관리방안과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대부분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제도 정비방안,
그리고 복잡한 토지이용 규제체계를 개선하자는 연구였다. 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공급확대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론연구 및 실
증연구 모두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규제완화와 공급확대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지가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개발이익 사유화로 인한 투기 가능성과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방안 제시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 사유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사유화, 공공시설 확충으로 발생하
는 개발이익 사유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에 대
59) 한국경제연구원․전국경제인연합회. 2007. ｢규제개혁 종합연구｣.
60) 정희남 외. 2003. ｢지역지구제의 행위규제 분석연구(Ⅱ)｣. 국토연구원; 정희남 외. 2001. ｢지역지구제
의 행위규제 분석연구(Ⅰ)｣. 국토연구원; 김현주 외. 1998. ｢토지제도 개선을 위한 토지구획의 통합방
안｣. 삼성경제연구소; 토지이용제도개선작업단. 1997. ｢토지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제도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61) 정희남 외. 2005. ｢토지이용규제 정보화 추진방안｣.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62) 김은옥. 2008. “토지규제정책의 합리적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 석사학위 논문; 박무익. 2008.
“토지이용규제 현황과 향후 방향”. ｢국토｣ 319호. 국토연구원. pp.6-11; 김창수. 2007. “토지규제의 제
도변화 및 개선방향”. ｢토지연구｣ 21권. 국토도시연구원. pp.115-130; 서순탁. 2006. “토지이용규제 합
리화의 조기정착과제”. ｢국토｣ 292호. 국토연구원.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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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를 논의하고 이들 개발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연구
가 추진되었다.
복잡한 토지이용규제 때문에 국가경쟁력 등이 저해함으로 토지이용규제를 완
화하고 도시용지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연구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토지이용 규제완화 및 도시용지 공급확대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수준 등
이 토지수요 및 지가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경로 등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연

구는 거의 없었다. 2004년의 ｢토지규제개혁 추진과제｣가 토지이용 규제완화에
따른 토지시장 파급효과와 보완과제 등을 제시하였고,63) 2008년의 ｢도시용지의

공급확대에 따른 계획적 활용방안｣이 토지이용 규제완화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64) 관련 선행연구가 아직 일천하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연구목적

이 연구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도시용지 공급확대 및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토지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토지시장에서 발
생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들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연구목적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실증적 및 정치경제학적 시각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실증
적, 역사적, 정치경제학적 시각의 종합적 접근방법(holistic approach)으로 토지문
제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정책대안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규제완화 및 도시용지
공급확대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계량경
63) 정희남 외. 2004. ｢토지규제개혁 추진과제｣. 국토연구원.
64) 이왕건 외. 2008. ｢도시용지의 공급확대에 따른 계획적 활용방안｣.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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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형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그리고 GIS기법을 활용한 사례분석을 추진하
였다. 계량경제모형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통하여 정부정책이 시장에 미
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마도 이번 연구가 처음일 것으로 생각
한다.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도 실증적, 역사적, 정치경제학적 시각의 종
합적 접근방법으로 제시한 분석틀에 따라 규제완화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하
면서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하였다.

연구내용

토지시장 관리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외국의 다양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소개
하고 이들 제도의 도입을 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종전의 개발이익환수제도들
이 헌법불합치 결정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미 대부분 폐지 및 완화되었다. 개
발이익 환수수단의 부활이 극히 제한된 여건 속에서 토지시장에서 발생되는 갈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보다는 기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체제를 개편하고,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실태
의 실증분석을 토대로 현행 환수제도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여건을 개
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토지에서 발생한 (광의의) 개발이익 발생규
모와 분배 구조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도시용지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등이 토
지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하며, 주요국가 개발이익환수
제도의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한 최신 자료를 축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치경제
학적 시각에서 시장과 정부의 합리적인 역할분담(governance)과 현 정부의 실용
주의 및 시장친화적인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개발시장, 상품시장 및 소유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도 등 토지시장 관리방안의 개편방향을 제시하는
데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외국사례를 2차 자료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때로 정확하지 않은 제도를 소개하거나, 이미 폐지된 제도가 마치 현재에도 운영
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소개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시장 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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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최신 해외사례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동안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주로
영미법계 국가 및 일본의 사례에 치중한 반면 대륙법계 국가의 토지시장 관리제
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와 프랑
스 등 대륙법계 국가의 관련제도를 관련 전문가에게 직접 원고를 의뢰하여 이들
국가의 최신 자료와 동향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연구방법
과 연구내용 측면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 수행된 개발이익환수제도 관련 선행연구의 방법론과 내용 및 연
구한계 등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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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과제명: 선진사회를 위한 ∙소유권과 개발권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의
토지정책 방향및 추진전략 문헌조사
이론적 고찰
연구(II)
∙개발권양도제에 대한 시뮬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연구자(년도): 채미옥 외 레이션
∙개발권양도제 도입방안
1
(2007)
∙자문회의와 전문가 의견
∙연구목적: 토지이용규제와 수렴
연계한 개발권양도제 도입
방안을 검토
주
요
선
행
연
구

∙과제명: 토지에대한 개발
이익환수제도 개편방안
∙연구자(년도): 정희남 외
(2003)
2
∙연구목적: 우리 토지시장
의 구조변화에 대응한 개
발이익환수제도 개편방안
모색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
조사
∙외국 사례조사
∙개발사업의 실증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자문회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제명: 토지의 공익과 사
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II)
∙연구자(년도): 류해웅 외
(2002)
3 ∙연구목적: 토지의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토지제도
의 조정을 통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공익과 사익의 조정제도
∙제도분석 및 민원분석
전개과정
∙설문조사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구성
∙학술대회를 통한 전문가 과 내용
의견 수렴
∙토지제도상 공익과 사익의
충돌내용 분석
∙공익과 사익의 조정기준
설정
∙공익과 사익의 조정방안

구분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이론
과 전개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와
운영실태
∙외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이익환수제도 개편방
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본 연구는 새정부의 규제완
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실용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방
식으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향을 도출함으로서 토
본 연구 지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방안
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문헌 및 법제 조사
∙도시용지 공급확대 등의
∙도시용지 공급확대 및 규 추진배경, 추진현황 및 논
제완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리적 근거의 재검토
실증분석
∙개발이익환수제도 등 현행
∙외국 사례조사
토지시장관리제도 분석
∙설문조사
∙도시용지 공급확대 등이
∙토론회 등 전문가 의견 수 토지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렴
에 대한 실증분석
∙여건변화에 상응하는 토지
시장 관리제도의 개편방향
∙관련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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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용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시책

이 장에서는 도시용지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시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도시용지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시책의 추진배경을 정리하고, 새 정부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용지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의 추진시책을 살펴본다. 끝으로 도시
용지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시책의 기본논리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1. 추진배경
도시화 및 산업화

우리는 지난 50여년 동안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짧은 기간 동안에 도시화와 산
업화를 달성하였다.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공업중심의 제조업체 공장 대부분은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고 노동력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도시지역에 세워졌다. 이 과정
에서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고, 그 결과 사상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예컨대 1930년에 전체 인구의 5% 이하가 도시지역에 거주
하였고,1)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직전인 1960년의 도시화율은 37%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도시화율이 1975년에 59%, 1995년에는 86%로 급증하였고, 2007년 말 현
재에는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는 우리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

1) Mills, Edwin S. & Byung-nak Song. 1979. Urbanization and Urban Problem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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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였다. 그리하여 농업 등 1차 산업 취업인구가 1960년 65%에서 2007년에는
8% 이하로 급감하였다.

<그림 3-1> 도시화 및 산업화율 변화추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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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율

주 : 센서스 실시년도 이외의 도시화율은 국토해양부 발표자료임
산업화율은 (2차(광공업)+3차(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산업 취업자)/총 취업자 수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2009. ｢장래인구추계/장래가구추계｣. <www.nso.go.kr>
국토해양부. 각 연도. ｢국토해양 통계연보｣.

이러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자본이 도시토지에 투자되었고(토지자

본), 사회적․물질적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건조환경(built-environment)에 투자

되었다(건설자본). 도로와 철도, 전기와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자본의 투
자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 교환과 소비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어 궁극적으
로 자본축적을 촉진하고, 주택에 대한 자본투자 역시 노동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
공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였다. 이러한 투자과정에서 대규모 건설자본이 형성
되었고 이후 우리 토지시장에서 이들 건설자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노동과 자본은 더욱 도시지역에 집중되었고, 이러한 인구
및 자본의 도시집중은 도시토지와 건조환경에 대한 투자를 또 다시 촉진하였다.
토지에 대한 투자는 도시공간의 용도를 보다 도시적으로 전환하는 한편, 도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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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공간적으로 계속 확장시켜 왔다. 공장용지․주거용지․상업용지 등 도시적
용도의 토지와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용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왔기 때문
이다.

도시화ㆍ산업화와 도시용지

산업화 및 도시화와 함께 국토이용이 비도시적 용도에서 점차 도시적 용도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도시용지란 도시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두루 가리키는 말
이지만, 사실 도시용지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나 전문가들의 인식
에서 명확하게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로 도시용지를 도시
공간, 도시적 용지, 도시지역 등의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각국에서 활
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개념은 인구규모, 인구밀도, 집단 정주지역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규정하는 도시지역(urban area)인데, 도시지역을 이미 시가화가 이루어진
도시지역(urbanized area)과 향후 시가화가 가능한 개발가능지 또는 유보지역
(urbanizing area)으로 구분하고 이들 지역 안의 토지를 도시용지라고 하기도 한
다. 이러한 도시지역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1) 군지역과 구분되는 시지
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지역, (3) 도시지역 안에서 녹
지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

개발지역, 이렇게 세 지역으로 구분한 후 이들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도시용지
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도시용지의 개념은 도시지역과 도시용지를 혼
용하여 정의하고 있고, 또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사용하고 발표하여 왔던 도시용
지의 개념과 다소 맞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주로 지목을 가지고 도시용
지를 구분하여 왔기 때문이다.
지목을 기준으로 도시용지를 구분하는 데에도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2)
먼저, 최협의의 개념은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하는 국토업무편람에서 정의하는
‘도시적 용지’로서,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를 말한다.3) 둘째,
2) 정희남 외. 2004. ｢토지규제개혁 추진과제｣. 국토연구원. p.12.
3) 이보다 더 좁은 개념으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하위지침인 ‘ 지역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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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개념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사용한 ‘도시적 용지’로서, 최협의의 개
념에 수도, 구거, 공원, 체육용지를 포함한 개념이다.4) 셋째, 광의의 개념은 협의
의 개념에 2002년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법｣을 개정할 때 신설한 3개의 지목(주
차장, 주유소, 창고용지)과 종교용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끝으로, 최광의의 개
념은 광의의 개념에 일본처럼 유원지와 잡종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5)
<표 3-1> 도시용지의 개념 정의
구

분

대

지

최 협의

협의

광의

최 광의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
공공용지

수도
구거
공원
체육용지
창고
주차장

기타

주유소

도시용지

종교용지
유원지
잡종지

자료 : 채미옥․정희남․송하승. 2006.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채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Ⅰ)｣.
pp.242-243.

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에서 사용하는 “도시적 토지이용”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지적통계
연보상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4)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를 말하며, 공공용지에는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수도용지, 구거, 공원,
체육용지의 7개 지목을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다.
5) 일본의 경우 도시적 용도의 토지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택지는 주택지( 주택, 별장용지)와
공업용지(공장, 사업장용지) 등을 말하고, 둘째, 공공용지는 학교․박물관 등, 도로․철도․괘도․삭
도 등, 공원․운동장 등, 기타 댐 등을 포함하며, 셋째, 기타 도시적 용지에는 골프장과 레저용지 등이
포함된다( 本 昗 旈
. 2008. 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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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용지 개념을 이처럼 4가지로 구분할 경우, 각 기준에 따른 도시용지 규모
는 2007년 현재 전국토의 6.4% 내지 9.5%에 달한다. 즉, 최협의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도시용지는 국토의 6.4%이며, 협의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토의 8.5%가
도시용지이다. 광의의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전국토의 8.6%가 도시용지라고 볼
수 있으며, 최광의의 개념으로는 우리의 도시용지 비율이 9.5%에 이른다.

<표 3-2> 도시용지의 공급 추세
(단위: %)
연도

기타

농경지

임야

1975

3.6
4.1
4.3
4.4
4.5
4.5
4.5
4.6
4.6

23.2
22.9
22.8
22.6
22.1
21.7
21.3
21.2
21.1

68.5
67.5
67.0
66.4
66.0
65.5
65.0
64.9
64.8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최협의

3.0
3.5
3.9
4.3
4.9
5.5
6.1
6.3
6.4

도시용지
협의
광의

4.1
5.0
5.4
6.0
6.7
7.5
8.2
8.4
8.5

4.1
5.0
5.4
6.0
6.7
7.5
8.3
8.5
8.6

최광의

4.6
5.5
6.0
6.6
7.4
8.3
9.1
9.3
9.5

<그림 3-2> 도시용지의 공급 추세

자료: 행정자치부. 각 연도. ｢지적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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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도시용지의 공급은 대부분 농경지와 임야 등 비도시용지의 용도전환 과
정을 통하여 공급되었기 때문에 도시용지가 증가하면서 비도시용지는 계속 감소
하여 왔다. 예컨대 지적통계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1 974년에 국토면적 98,824㎢
중 농경지는 22,501㎢, 임야는 65,324㎢로서 비도시용지의 비중이 전국토의
88.9%였지만, 2007년 현재에는 국토면적 99,646㎢ 중 농경지가 21,024㎢ 임야가
64,638㎢로서 전국토의 85.9%로 줄어들었다. 지난 33년 동안 총 2,163㎢의 비도
시용지가 줄어들어 매년 평균 65.5㎢(1,983만평)의 농지와 임야가 감소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용된 비도시용지의 규모만큼 도시용지가 공급되어 왔다.

도시용지의 수요-공급 간 불일치

도시용지가 빠른 속도로 공급되어 왔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용지
수요의 증가 속도는 이보다 더욱 빨랐다. 이 때문에 도시용지의 수요-공급 간 불
일치가 계속 이어졌고, 도시용지의 수급 불균형은 결국 지가상승과 주기적인 토
지투기로 이어졌다.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용지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인구
수에 비하여 국토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현실에 있었을 것이다. 토지 단
위면적 당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높은 지가 수준
에서 달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은 이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지
가 대비 국민총생산액 비율을 인구밀도와 비교한 것이다. 표본수가 적어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이 그림은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지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국토면적 당 인구밀도의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 3-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용 도시토지 면적 당 인구밀도는 이보다 더욱 높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있다는 것이 우리 토지
시장의 병폐 중 하나인 고지가의 근본 원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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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인구밀도와 지가비중의 국제비교

주 : 1) 인구밀도는 1992년도 기준임.
2) 지가비중 중 한국, 일본, 미국, 영국은 1992 년, 독일, 프랑스는 1985 년 기준임.
자료 : 정희남․김창현. 1996. ｢거시경제정책이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 p.79.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인구 대비 국토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보다 더
욱 심각한 요인은 도시용지의 상대적인 부족일 것이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우리
의 도시인구는 크게 늘었고 그 속도는 참으로 빨랐다. 예컨대 1960년~2005년 동
안에 전체 인구는 88%(연평균 2.2%) 증가하였지만, 도시 인구는 314%(연평균
7%)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었지만 도시용지의 공급을
상대적으로 더디었다. 예컨대 지적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1974년을 기준으
로 비교할 경우, 1975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인구는 2,049만 명에서 3,833만 명으
로 모두 1,784만 명이 늘어나 30년 동안에 87%(연평균 2.90%) 증가하였다. 그러
나 이 기간 동안 각종 도시활동이 일어나는 대지는 1,756㎢에서 2,533㎢로 늘어
나 44.2%(연평균 1.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상대적인 도시용지의 공급
부족이 많은 토지문제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우리 도시용지의 상대적인 부족은 우리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할 때 보다 두드
러진다. 아래 표는 우리와 일본 간 비교가 가능한 지목끼리 비교한 것이다. 2006
년 현재, 1인당 국토면적은 일본이 2,958∾(895평), 우리가 2,064∾(624평)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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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의 약 70% 수준이다. 그런데 농지 및 임야 등 비도시용지의 1인당 면적은
일본이 2,359∾(714평) 우리가 1,777∾(538평)로 우리가 일본의 약 75% 수준이다.
전체 국토면적 기준으로 우리의 1인당 면적이 일본의 70% 수준인데 1인당 비도
시용지의 규모가 일본의 7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
하면 그만큼 1인당 도시용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다음 표와 같다. 도로․주택용지․공장용지

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1인당 도시용지 면적이 일본은 1975년 191∾(57.8평)에
서 2006년 249∾(75.3평)로 31년 동안에 31.1%가 늘었고, 한국은 83∾(25.1평)에
서 121∾(36.6평)로 47.6%가 늘었다. 도시용지의 증가속도는 우리가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인당 도시용지 면적은 2006년 현재 우리가 일본의 48.6%에 불
과하다. 공장용지의 경우에만 1인당 면적이 일본과 유사하고 택지와 도로용지의
경우는 우리의 1인당 면적이 일본에 비하여 각각 51.9% 및 40.9%에 불과하다.
우리의 도시용지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3-3> 한일
․ 1인당 도시용지 면적
(단위: ∾)
한국
1975

1985

1995

구분
2005

2006

2,750 2,453 2,228 2,118 2,064
638

545

493

451

437

1,883 1,704 1,470 1,378 1,340

연도
전 국토
농지
임야

비고
2006

(한국/
일본)

3,372 3,121 3,009 2,958 2,958

69.8%

1975

515

1985

453

1995

409

2005

374

373

2,298 2,116 2,023 1,986 1,986

도시용지 191

117%
67.5%

212

232

248

249

48.6%

80

88

96

103

104

51.9%

택지

98

112

122

132

132

40.9%

공장

13

12

14

13

13

100%

370

340

346

349

351

47.0%

83

88

101

121

121

32

39

45

54

54

도로

51

45

48

54

54

0

4

9

13

13

146

116

163

168

165

기타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적통계연보｣.
本昗 旈
. 2008. ｢ 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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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거생활 안정과 직결된 주택용지의 1인당 규모가 일본의 40.9%에 불과하다
는 것이, 일본 수준으로 올리기 위하여 지금보다 택지개발 물량을 두 배 이상 증
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본의 경우 빈번한 지진으로 저층 단
독주택이 많은 반면, 우리는 재고주택의 80% 이상이 고층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 간 1인당 주택용지 규모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비교
하기는 어렵다. 다만 토지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리고 상당규모의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3-4> 토지 및 주택가격 변동률
60

(%)

50

2차

40

기
3차

기

30
20
10
0
-10

환위기

-20
1975

1980

1985

1990

1995

지가변동률

2000

05060708

주택가격 증감률

자료 : 국토해양부. 각 연도. ｢국토해양통계연보｣.
국민은행. 각 연도.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도시용지 공급확대 필요성은 위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잘 알려졌
다시피 우리 토지시장은 약 10여년의 주기를 두고 투기가 재발하였다. 그런데 토
지투기의 지가 상승률 최고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동안 금
융자산 또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본이 계속 늘어난 추세를 감안한다
면, 투기의 최고점이 오히려 높아졌어야 하였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다. 이것
은 그동안 도시용지 및 주택의 공급이 계속 늘면서 도시용지의 수요-공급 간 불
균형이 개선되어온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결국 장기적인 토지시장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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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용지에 대한 수요억제뿐 아니라 공급확대가 수반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논리 속에서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 정
책이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 이래 추진되어 왔다.

2. 추진시책
1) 규제완화 추진과정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에 추진한 세계화정책
이래 역대 정부는 도시용지 공급확대와 토지이용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예컨대 김영삼 정부의 도시용지 공급확대 계획은 1995년 제3차
국토건설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2011년까지 15년간 3,600~4,000㎢, 매년 평균
250㎢의 도시용지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난개발을 억제하
기 위하여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정립한 후 2000년에 마련된 제4차 국토종합

계획에서 2020년까지 3,848㎢, 매년 192㎢의 도시용지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
다.6) 노무현 정부는 2004년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2020년까지
3,722㎢, 매년 232㎢의 도시용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 역시 이해 3월에 2020년까지 3,000㎢, 매년 250㎢의 도시용지를 공급하겠다
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농지 및

산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명박 정부
의 이러한 토지이용 규제완화 추진정책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제시되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2009.2.5)

먼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 보고를 통하여 5대 국정지

6) 대한민국정부. 2000. ｢제4차 국토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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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7) 5대 국정지표 중 첫 번째인 “활기
찬 시장경제” 지표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에 기초한 시장중심의 투자여건 조성
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감세와 규제개혁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국
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5대 전략과 49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리고 전략적 규제개혁을 핵심과제로,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중점
과제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는 2008년 3월부터
시작된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 반영되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2009.3.10)

기획재정부는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노사
관계의 법치화 등 4대 원칙에 따라 “세계최고의 기업환경” 조성을 기획재정부 업
무목표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규제의 최소화 원칙의 핵심과제로 기업의
체감효과가 큰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와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선정하고, 이들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기로 보고하였다.8) 이 중 수도권 규제 합리화는
광역경제권 개발과 병행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경쟁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논외로 한다.
토지이용규제 완화의 세부 실천방안은 농지의 규제완화, 산지의 규제완화, 그
리고 지역지구제의 개선 등 3개 부문으로서, 이들 토지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개
발가능용지(산업용지 및 택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 정책목표를 두었다.
농지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완화하고, 한계농
지의 전용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하며, 농업법인 대표이사의 농업
인 조건을 폐지하고, 업무집행이사 중 농업인 비율을 완화하며, 농지은행에 농지
위탁을 조건으로 비농업인에 대하여 상속농지 소유한도(현행 3ha)를 폐지하기로
하였다.9)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농업진흥지역
7)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2.5.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p.4 및 p.10.
8)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2008.3.10.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2008년 실천계획(Action Plan)｣ 및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세부 실천계획｣.
9) 한계농지는 관리지역 내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혹은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ha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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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대체농지 지정의무제를 폐지하고, 관계부처 협의
를 거쳐 택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허용하며,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가능한 농수산물가공처리
시설 면적을 확대(3천∾ → 1만∾)하기로 하였다. 농지전용의 절차는 간소화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전용 허가권한(현재는 20ha 이하)을 완전히 지자체에 위임
하며, 농업인이 골프장․승마장 등 관광․레저형 산업 등에 농지를 출자하는 방
식으로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하였다.
산지의 규제완화와 관련하여서는, 개발과정에서 보전산지가 일부 포함된 경우
준보전산지로 전환을 허용하는 한편 분산된 준보전산지는 규모화하고,10) 개발대
상지 주변의 보전산지에 대한 이용제한을 완화하며, 현행의 획일적인 전용허가
기준을 탈피하고 지역여건 및 산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기준 적용으로 전
환하며, 지역개발사업 등에 편입되는 임업진흥권역의 대체산지 지정제도를 개선
하기로 하였다. 산지전용의 절차 역시 간소화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산지전용 허
가권한을 완전히 (현재는 200ha 이하) 지자체에 위임하며,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자체 위임범위도 확대(7~10ha → 10~20ha)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 관련 용도지역․지구제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도시관리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하고, 토지이용관련 지역

지구제의 행위규제 평가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
역지구의 단계적 통폐합을 추진하고, 난개발 우려가 적은 지역에는 연접개발 규
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11)

농지로서 시장․군수가 고시하며, 2007년 현재 전국에 고시된 한계농지는 약 20만 6천ha로 추정된다.
10)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등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임업용 산지) 및 재해방지, 자연생태계 보전
등 공익기능(공익용 산지)을 위하여 필요하여 지정한 산지를 말하며,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는 모두
준보전산지로 분류된다.
11) 현재 연접개발은 개발토지 중 보전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관리, 농림, 녹지지역) 내에서 사업주체
가 다르더라도 개발하려는 면적이 기존 개발면적과 합하여 3 만∾(녹지는 1만∾) 이상인 경우 지구단
위계획 등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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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군상”을
정립한다는 목표 아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구체
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의 위탁을 확대하고 작전성
검토기준도 객관화하기로 하였다.12)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2009.3.18)

농림수산식품부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농지 및 산지의 규제를 적극 완화하기
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내용과 유사하였다.13)
농지의 규제완화와 관련하여서는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철폐하고,

한계농지의 전용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며, 자연녹지․계획관리 지역의
농지 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및 이양하고,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의 농
업인 조건을 폐지하며, 업무집행이사 중 농업인 비율 완화(1/2 → 1/4) 등 농지소

유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3ha)를 농지은행에 위탁하
는 조건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개선 및 농업보호구역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농업진흥
지역 해제 시 대체지정 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농업용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며(약
62,000ha), 농림수산식품부 협의를 거쳐 지정된 택지․산업 단지 안에서 시․도

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장관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가능한 가공시설 면적을 확대(3천∾ → 1만∾)하기로 하였다.
산지의 규제완화와 관련하여서는 산지구분 타당성조사를 거쳐 개발가능한 준
보전산지를 확대하고(147만ha → 157만ha),14) 보전산지 내에서 허용되는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27개 → 57개)하며,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의 산지 전용

12) 국방부 업무보고. 2008.3.12.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2009 년도 국방정책 방향｣.
13)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2008.3.18. ｢농어업에 밀물시대를 열겠습니다 - ‘긍정, 신뢰, 희망, 창조’｣.
14) 연간 9천ha의 산지전용을 감안하면 이번에 발표한 준보전산지의 규모확대 계획은 향후 12년간 개발
가능 물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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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및 이양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농지규제 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임업진흥권역 대체 지정제도 폐지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개

정, 마을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 농어촌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
법｣ 개정 등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하였다.
환경부 업무보고(2009.3.21)

환경부의 토지이용규제 완화계획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간소화와 상수원 상
류 공장입지규제 완화로 요약할 수 있다.15)
먼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합리화는 개발사업의 규모와 추진단계에 따라 사전
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와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도를 병행 운영
하면서 협의절차가 복잡하고 평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자의 부담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서,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가

칭)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단일화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기간을 현행 평균
460일에서 100일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겠다고 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서 각 지방청에 산업단지 평가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평가지원단의 지원 대상을 농공단지 등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

하며, 관광단지․골프장 등 다른 사업에도 확대적용을 추진하고, 개별공장에 대

하여서도 20일 이내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영
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한편,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규제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하

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 오염사고를 대비하여 저류지를 설치하

는 경우 등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입지규제 이격거리를 완화하기로 하였
다. 이를 위하여 취수장으로부터 공장입지 이격거리를 현행 15∻에서 7km 이내
로 조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10km(지방상수원)~20km(광역상수원)의 이
격거리를 7km 이내로 축소하기로 하였다.16)
15) 환경부 업무보고. 2008.3.21.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선진한국: 2008년 환경정책 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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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업무보고(2009.3.24)

토지이용규제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기업들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
할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토지이용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하고, 현장
의 애로를 풀어주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며,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환경

조성과 규제개혁의 모범모델 구축을 목표로 ｢규제개혁 TF｣를 구성하여 이들 규
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17)
국토해양부의 토지관련 규제완화는 크게 네 부문, 즉 (1) 도시용지 공급확대와
개발기간 단축, (2)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 및 공장설립 부담완화, (3) 저렴
한 임대산업단지 공급확대, 그리고 (4) 수도권규제 합리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도시용지 공급확대와 개발기간 단축과제로는 2020년까지 3,000㎢의
도시용지를 공급하여 도시용지비율을 9.2%(2006년 6.2%)로 제고하겠다는 목표
아래, 보전할 곳은 확실히 보전하되 개발가용지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
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 외곽지역은 농지․산지․환경․군사부문의 규제

완화를 통하여 개발가용지를 확대하고, 특히 도시 외곽의 주요 토지공급원인 관
리지역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을 조속히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18) 도심지역은 도심재생(재개발․재건축), 역세권의 고밀복

합 개발(TOD) 등을 활성화하여 입체적인 토지활용을 추진하되, 장기임대주택건
설 등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용적률도 완화하기로 하였다.
개발절차는 간소화하여 각종 개발사업 추진기간을 최소 1년 6개월 단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예정용지의 위치․용도를 미리 도면
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2008.9),19)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해당 지자체로 이양하며(2008.12),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

16) 남양주시의 경우 이러한 규제완화로 규제지역이 종전의 75% 에서 30% 로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
망하였다.
17)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2008.3.24. ｢기업하기 좋고 살기편한 국토경영: 2008년 국토해양 실천계획｣.
18) 2007년 현재 관리지역은 총 26,000㎢이며, 이 중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은 8,000㎢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19) 각종 개발사업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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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결정권한도 해당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하였다(2008.3).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되었던 토지이용제도 개혁과제는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

다. 용도지역․지구에 적용하는 토지이용 행위규제를 매년 면밀히 검토하여 불

합리한 규제내용을 개선하고, 용도지역․지구 내에서 기존의 행위규제를 강화하

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 심의를 의무화하며(2008.9),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의 심의에 경제단체 참여와 기업의견 청취를 포함하고(2008.7), 용도지역․지구
의 존폐여부 심사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2008.9)하여 용도지역․지구
자체를 단순화하기로 하였다.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 및 공장설립 부담완화를 위하여 계획입지에서는
6개월 내 승인이 가능하도록 통합 심의제를 도입하고(2008.6 특별법 국회제출),
개별입지에는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도로율 등 기반시설기준을 완화하며(2008.4),20) 산업형․유통형 개

별입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간소화하고(2008.12),21) 지자체가 사전환경
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을 활성화하기로 하
였다.22)
저렴한 임대산업단지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임대전용 산업단지
(임대기간 50년, 연 임대료 조성비의 1%) 33㎢를 공급하고,23) 물류시설이 공장과
동일한 분양가격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물류비 절감을 유
도하며,24) 공공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단지를 공급하

고,25) 기타 이용 가능한 국․공유지 및 간척지, 주한 미군 반환기지 활용 등 저렴
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0) 도로율을 10～20%→5～10% 이상으로, 녹지율(30만∾ 미만)은 20%→15%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
다.
21) 지구단위계획에 기반시설, 건축물 계획만 포함하고 교통처리계획 등은 면제하기로 하였다.
22) 공장입지 유도지구는 2007.4월 도입된 것으로 3 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3) 현재는 물류시설의 분양가격이 공장에 비하여 1.5～2 배 높은 상황이다.
24) 현행 공급계획 10년간 3.3㎢를 10 배 늘린 것이다.
25) 산업단지의 비축규모는 한국토지공사가 3년간(2008～2010) 33㎢를 비축하며 이를 위한 소요재원은
약 5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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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 합리화와 관련하여서는, 단기적으로는 광역경제권 발
전전략과 병행하여 경쟁력 향상과 수도권 내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수도
권규제를 개선하고(2008.12),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등 특화발
전이 요구되는 지구를 중심으로 기업관련 규제를 완화하며,26) 상대적으로 저발
전된 수도권지역은 규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중기적으로는 법령이

아니라 계획에 의하여 수도권의 성장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2009～).27)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종합시책(2009.8.28일 및 10.30일)

위와 같이 각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기로 한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토지지
용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종합시책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서 결정되었다. 이번 회의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
부, 환경부, 산림청 그리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한 제
반 부서가 참여하였다. 이 위원회의 토지규제와 관련한 시책발표는 두 번 있었는
데 8월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제시하였던 토지규제 개혁과제를 보고
하였고, 10월회의 결과는 그동안 나온 제반 토지이용 규제완화의 내용을 종합한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다.28) 아래에서는 이 중 10월회의의 종합시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종합시책의 상세한 내용은 <부록 4>에 실
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국토개발과 국토보전의 조화,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효율적인 국토관리체계의 구축과 함께 유연한 토지공급시스템을 마련할

26) 예컨대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에 규제가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거나, 경제자유구역․
미군반환공여구역 등에 산업단지 물량규제를 배제하는 것 등이 제시되었다.
27) 계획적 관리체계란 법에 의한 경직적․획일적 규제에서 계획을 통한 탄력적 성장관리로, 중앙정부
의 하향적 계획 수립에서 중앙․지방의 합의에 의한 계획 수립으로, 고착된 권역(3개) 구분에서 정책
목적에 따라 가변적으로 정책지구를 지정하는 것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28)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자료. 2008.8.28. ｢새정부 6개월 국토관리분야 규제개혁 추진현황
｣;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자료. 2008.10.30.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이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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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시계획ㆍ용도규제ㆍ토지이용 절차ㆍ토지공급 4개
분야의 추진전략을 수립한 후 5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의 추진전략은 먼저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고,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을 중앙중심ㆍ분산적 수
립에서 지역중심ㆍ통합적 수립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국토이용
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기화된 용도지역 분류를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통합･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보전위주의 경직적 규제와 과도한 환경규제의 방
법･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토지개발 및 이용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고 현실적 토
지이용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추진전략에 맞춰 추진한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공급확대는 다
시 세 부문, 즉 토지개발ㆍ이용규제의 합리화, 수도권규제의 합리적 개선, 그리고
산업보전위주의 경직적 규제와 과도한 환경규제의 방법ㆍ절차 개선을 통하여 토
지개발 및 이용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고 현실적 토지이용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토지개발ㆍ이용규제의 합리화를 위하여 농지 및 산지규제를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농지이용 규제와 관련해서는 경자유
전의 원칙 범위 안에서 농지소유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농지 전용절차를 허
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ㆍ간소화하며,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개
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와 농지전용절차를 통합ㆍ일원화
하기로 하였다. 농지이용 규제와 관련해서는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산지이용절차를 간소화하며 장기간 타 용도에 이용되는 산지는 실제 이용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 허가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환경영
향평가절차의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를 통합 조정하고 환
경현황조사 및 평가서 작성절차와 방법 등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둘째, 수도권 과밀억제 효과에 비하여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규제
하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시급히 정비하되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정
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나눔으로써 조화로운 국토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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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과밀억제 권역 · 성장관리권역)에서
는 규모 · 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 · 증설 및 이전을 허용하는 등 공장의 신

설･증설･이전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ㆍ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ㆍ지원도

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 내 산업단지는 총량규
제를 배제하는 등 공장ㆍ산업단지 입지규제를 개선하며,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
연보전권역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하며, 수도권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으
로 활용하는 등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방에 환원하기로 하였다.

셋째, 개발가능한 농지･산지를 확충하고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을 통하여 산

업･도시용 도시용지 공급능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업용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약 6만 5천ha 추
정)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가능한 산지(10만ha)를 준보전산지로 조정하고, 산
지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1ha 이하 산지는 준보전산지로 조정하며, 계획관리지역
안의 준보전산지에 대한 전용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개발가능한 산지의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2020년까지 개발제한구역을 최대 308㎢
해제하여 토지공급을 확대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전체 58개 지역에서 모두 454㎢를 해제 및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토지이용 규제완화 및 개발가능토지의 공급능력 확충으로 인하여 향후
5년간 2,232㎢ 이상의 도시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 규모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추정하고 있는 향후 12년간 토지개발 소요량 3,000㎢의
74.4%에 해당한다.
- 농업진흥지역 조정 : 650㎢
-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정 : 1,000㎢
-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 : 128㎢ (2020년까지 최대 308㎢)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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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도
제시하였다. 먼저, 개발가능한 토지는 쉽게 개발하고 보전이 필요한 토지는 철저
히 보전한다는 원칙아래 계획적인 국토관리의 기조를 견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도권 규제, 농산지․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의 개선으로

투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관찰(monitoring)
하여 토지거래허가 심의를 강화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적
기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2)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 시책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농지, 산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가 순차적으로 완화되어 도시용지 공급확대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1)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

먼저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12.18일에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농지 88만ha 중
농업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호와 관련이 적은 농업보호구역 농지 65,743ha를 해제
하기로 하였다.29) 지역별 해제면적은 부산 11ha, 대구 146ha, 인천 336ha, 울산
597ha, 경기 12,051ha, 강원 2,207ha, 충북 5,661ha, 충남 12,052ha, 전북 4,306ha, 전
남 10,808ha, 경북 13,926ha, 경남 3,743ha이다.
해제 대상지역은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저수지로 유입되는 유입천과 최상류

유지가 만나는 점)으로부터 상류로 반경 500m 이상 되는 미경지정리지역,

농

업진흥구역과 연접되어 있으나 용수원확보 및 수질보전과 관련 없는 미경지정리
지역,

농업진흥구역과 관련이 없는 단독지대로서 미경지정리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은 전국의 농지 178만ha 중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 88만ha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전국

29) 농림수산식품부. 2008.12.16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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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전체 경지면적의 46%인 82만ha로 줄어들 전망이다.

(2) 개발가능한 준보전산지 공급을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

산림청은 2008.12.29일에 13만ha의 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변경하여 2009년부터
산업용지 및 택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30) 지역별 변경면적은 경상북
도 3만ha, 강원도ㆍ경기도ㆍ충청남도에서 각각 2만ha, 충청북도ㆍ전라북도ㆍ전
라남도ㆍ경상남도에서 각각 1만ha이다. 그동안 산지전용 면적이 연평균 9천ha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확대된 준보전산지의 면적은 향후 14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그동안 준보전산지는 대부분 소규모이면서 점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지역사회
개발 수요가 발생하여도 활용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준보전산지
로 변경된 대상지역은 최근 3년 동안 실시한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
였다. 즉,
산지,

1ha 미만의 소규모 필지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도로신설 등으로 자투리가 된 보전산지,

분산된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안에 소규모로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타

당성을 검토하여 보전산지 해제를 요청한 산지 등이다.
앞으로도 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매 10년마다 산지 구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지형․입지, 보전 또는 이용가능성 등 산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하기

로 하였다. 다만 보전산지 내에 개재되어 있는 산림경영 목적의 소규모 준보전산
지, 공원․문화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법률에 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된

산지는 보전산지로 계속 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산지구분이 조정되더라도｢산

지관리법｣에 의한 입지제한 기준(평균 경사도, 표고, 입목축적)과 개발기준(절․
성토면의 수직 높이, 절․성토 경사면의 수평 투영면적, 원형존치율) 등 산지전

용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무분별한 전용을 억제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30) 산림청. 2008.12.29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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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

국토해양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08.10.30일 개발제한구역을 최대 308
㎢ 해제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이미
확정된 해제예정총량 중 잔여면적 120㎢를 해제하고, 기존 해제총량(342㎢)의
10%～30%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 별
도로 보금자리 주택건설용 80㎢와 국정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 6㎢를 해제하
기로 하였다.3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치고 광역도시계
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2009.11월부터 해제지역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녹지축 유지 또는 수질보전 상 필요한 지역, 도시 간
연담화가 우려되는 지역, 불법 지장물 설치 등의 투기행위로 지가급등이 우려되
는 지역은 계속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3-4>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면적
(단위 : ㎢)
구

분

합계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마창진

잔여면적

120.2

26.4

18.5

14.1

18.9

10.6

16.9

14.8

5～16

3～9

3～9

4～13

2～8

2～7

*

추가해제

34～102 12～37

주* : 국정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 6 ㎢ 예상)과 서민주택건설을 위한 부지(80 ㎢ 예상)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하여 해제면적을 별도 인정

(4)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

국방부는 2008.9.22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발
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전체 58개 지역에서 약 454㎢를 해제 및 완화하기
로 결정하였다.32)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해제지역은 212㎢로서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38개 지역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서 제
31) 국토해양부. 2008.12.2일자 보도자료.
32) 국방부. 2008.9.22일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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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은 240㎢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등
19개 지역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조정
된 지역은 강원 고성군 1개 지역 73만∾이다. 이들 해제는 2007.12.21일자로 제정
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2008.9.22일자로 시행되었다.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 시책을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5> 도시용지 공급확대 추진현황 총괄표
구분

내용

확대규모

농지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65,743ha를 해제(‘08.12.18일)
- 농업진흥지역 농지 88만ha 중 농업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호
와 관련이 적은 농업보호구역 농지가 대상

산지

준보전산지 145만ha에 추가로 13만ha를 전환(’08.12.29일)
- 연간 9,000ha 수준의 산지전용의 14년간 사용가능 물량

657㎢

1,,300㎢

개발제한
구역

2020년까지 최대 308㎢를 해제하여 효율적 활용(‘08.10.30일)
- 기 확정된 해제예정총량 중 잔여면적 120㎢ 해제
- 기존 해제총량(342㎢)의 10～30%(34㎢～102㎢)를 추가해제
- 보금자리 주택건설(약 80㎢) 및 국정과제(약 6㎢) 별도 해제

308㎢

군사시설
보호구역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전체 58개 지역 454㎢를 해제 및
완화(‘08.9.22일)
-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212㎢ 해제
-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약 240㎢
-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특별보호구역으로 조정 : 73만∾

454㎢

합계

2020년까지 12년간 소요될 토지개발량 3,000㎢의 90.6%인
2,719㎢를 향후 5년 안에 공급하는 물량

2,719㎢

이와 별도로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수반된 농지ㆍ산지ㆍ개발제한구역ㆍ군사시
설보호구역ㆍ공장 및 산업단지ㆍ환경 부문의 제반 절차간소화, 행위제한 완화,
입지완화 등의 규제완화 내용은 <부록 4>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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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 논리의 재검토
1) 규제완화 추진의 논리적 근거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활기
찬 시장경제”를 국정지표의 하나로 선정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국내외 기업
의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세와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국가경
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토지이용 규제
완화 시책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깔려 있다.33)
먼저,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좁고 농지와 산지 비중은 85.9%로 높은 반면 도
시적 토지이용 비율은 2007년 현재 6.4%에 불과하여 다른 경쟁국, 예컨대 일본의
8.3%(2004년)나 영국의 14.4%(2005년)보다 낮다는 것이다. 그 결과, 주변 국가들
에 비하여 지대부담이 과도하여 국내기업들의 해외이전 및 외국기업들의 국내진
입에 장애가 되는 등 국가경쟁력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산업
용지 1∾ 당 지대가 중국의 상해는 50$, 천진은 38$, 필리핀의 마닐라는 50$인
반면 한국은 144.4$라는 것이다. 한편 도시적 및 산업적 토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0년까지 약 3,000㎢의 도시용지가 추가로 소요될 것
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시･산업용 토지수요의 증가추세에 비하여 토지이용제도

는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 결과 원활한 용지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행 국토이용구조가 식량자급･국방･환경 등 분야별 특정정책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토지수급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였고, 다기화된 토지이용계획ㆍ복잡
한 용도지역 구분ㆍ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행위제한 등으로 필요한 토지의 확

보･이용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하여 도입된 수도
권 규제는 수도권 내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국가경쟁력의
33)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자료. 2008.10.30.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이 효율화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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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개발과 국토보전의 조화,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국토관리체계의 구축과 함께 유연한 토지공급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이용 규제완화 또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추진한다
는 것이다.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통한 토지규제개혁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
출을 위한 규제완화가 주목적이다. 즉, 토지이용제도의 경직적 운영은 도시용지
부족 → 고지가 경제구조 고착 → 투자 감소 및 지연 → 저성장과 실업 증대로
이어지고, 도시용지의 부족은 토지규제가 주된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
나 향후에도 도시용지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국토이용의 효율화(또
는 토지규제개혁) → 도시용지 공급확대 → 지가 안정 → 국내외 투자확대 → 고
성장 달성 및 실업문제 해소 → 활기찬 시장경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이다.

<표 3-6>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의 문제인식과 대안의 틀
문제인식

가용용지 부족 → 고지가 경제구조 → 투자감소 및 지연 → 실업증대와 저성장
가용토지 부족은 토지규제가 주 원인이라고 인식

⤋
문제해소

향후 도시용지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국토이용의 효율화 → 도시용지 공급확대 → 지가 안정 → 투자확대 → 고성장 달성
및 실업문제 해소 → 활기찬 시장경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추진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더라도, 추진방법과 시

기 등이 경제․사회 및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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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최대로 도출하면서 부( )의 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시용지가 과연 부족한가? 도시용지 소요량
추정이 합리적인가? 규제완화를 통한 가용토지 공급확대가 지가를 안정시킬 것
인가? 혹시 국토이용 효율화의 부작용은 없는가? 국토이용 효율화가 계획적 국
토관리 등 기존의 국토관리정책 기조와 일치하는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연구의 주된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이 중 규제완화를 통한
가용토지 공급확대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리성만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가용토지 공급확대의 지가안정 여부

국토이용 효율화 추진의 근거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국토
면적이 좁고 도시적 토지이용 비율이 낮아 가용토지가 개발수요에 비하여 만성
적으로 부족한 반면, SOC 확충․주택공급 등에 필요한 도시용지 수요는 계속 증

가하기 때문에, 도시용지 수급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용토지 공급확
대를 위한 토지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있다.
즉 도시용지 부족은 → 고지가 경제구조 → 투자 감소 및 지연 → 실업 증대와
저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토지규제를 완화하여 → 도시용지 공급확대 → 지
가 안정 → 투자확대 → 고성장 달성 및 실업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
하여 도시용지로 전환될 수 있는 개발가능지가 확대될 경우 지가가 당연히 안정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론적 분석

이론적 논리에 따르면 어떤 재화의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토지공급 확대로 이어질 경우
해당용도의 지가는 하락할 것이다. 이것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토지공급
이 L0에서 L1으로 증가하면, 이 용도의 지가는 P0에서 P1까지 하락이 가능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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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지가의 하락 폭은 토지규제완화를 통하여 늘어나는 신규 공급물량에 비
례할 것이다.

<그림 3-5> 수요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토지이용 규제완화 효과
지

S1

다만, 이러한 논리는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수요변화를 수반하지 않을 경우에
만 설득력을 가진다. 토지이용 규제완화는 해당 토지의 용도전환을 의미하고, 토
지의 용도전환은 해당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킬 것이며, 토지가치의 상승이 기대
될 경우 수요변화를 동시에 수반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즉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규제완화로 인하여 당해 토지 L0L1가 개발가능지로 전환되고, 이 과정에
서 해당 토지의 지가차액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
한다면, 규제완화 대상토지의 지가는 계획적으로 개발 및 공급을 하기도 전에 P0
에서 P1 수준으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즉, 토지이용 규제완화는 투기적 (가)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지가하락을 가져
올 수도 있지만, 투기적 (가)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개발가능지의 지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한 가용토지 공
급확대가 지가를 안정시킬 것이라는 이론적 주장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지역 등 투기적 (가)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토지규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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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부동산자본의 투자 증가로 수요곡선을 위로 이동시켜 지가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산업자본의 신규 투자를 오히려 방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3-6> 수요변화를 수반한 토지이용 규제완화 효과
지

이처럼 토지이용 규제완화는 가용토지의 공급을 늘려 토지가격을 안정화 시키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토지의 내재적 가치의 상승 혹은 토지시
장의 활성화에 대한 예측의 변화 등을 초래하여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두 가지 요인 중 어느 요인이 더 클 것인지를 다음
장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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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용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효과분석

이 장은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가 지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세 가지 분석방법, 즉 계량경제 모형 분석,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GIS를 이용한 지가변화 시계열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가 전국, 시도, 그리고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의 지가에 어떠한 방향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하였다.

1. 계량경제 모형과 효과분석
1) 모형과 변수의 자료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완화의 효과분석을 위한 회귀분석모
형의 개념적 형태는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다.
Pt =

Xt + Yt + t

여기에서, Pt는 지가변화율, Xt는 해당 거시경제변수들의 집합인 (n×1) 벡타,
Yt는 규제관련 변수들의 집합인 (m×1) 벡타, t는 오차항이다. t는 iid ～ (0,

2

)

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목적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한 변수는 규제관련 변수 Yt이다. 이 연구에서
는 규제강도 등 정성변수와 그린벨트 해제면적 등 정량변수를 동시에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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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들 규제관련 변수의 순수한 효과를 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거시경제 변
수를 사용하여 모델을 통제하였다.

(1) 피설명 변수 : 지가

사용자료

회귀모형의 피설명변수는 지가변화율이다. 지가변화율은 국토해양부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지가동향｣의 지가변동률을 사용하였다. 지
가변동률은 2005년 이후부터는 분기별 및 월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하지만
2005년 이전 자료와의 통일성을 고려하고 규제관련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1989년부터 2008년까지 20년간의 연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 지역

지역별로 세분화되고 시계열이 완비된 설명변수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을 일차적인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토지이용 규제
와 규제완화의 주 대상지역이 수도권인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를
별도의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대상 용도

지가 상승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토지는 도시용지이다. 이를 감
안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지가변화율, 그리고 이들 각
지역별 지가변화율의 가중평균치 등 5개 지가변동률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그림 4-1> ~ <그림 4-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국 및 경기도의
평균 지가변화율과 각 용도지역별 지가변화율의 시계열적 움직임이 매우 유사하
다. 따라서 5개 지가변동률 중 한 가지를 다양한 설명변수로 설명한 후, 나머지
지가변동률은 대표적인 지가변동률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지가변
동률은 전국 및 경기도의 평균 지가변화율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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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전국의 용도지역별 지가변화율

<그림 4-2>
경기도의 용도지역별 지가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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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전국 및 경기도의 평균 지가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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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www.onnara.go.kr)

(2) 설명 변수: 부동산 관련규제

본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토지규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량화
하여 회귀분석에 이용할 것인가이다. 회귀분석의 결과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토지규제의 정성 및 정량변수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 연구의 분석범위는 전국 및 경기도 등 넓어서 굳이 지역체화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않았다. 예측의 경우

합리적 기대를 모형에 반영하기도 하지만 이 연구의 목적에는 그다지큰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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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판단에서 합리적 기대 역시 모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성변수

정성변수로는 연도별로 주요한 토지이용 규제를 파악한 후 규제 강도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으로 더미변수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
저 과거의 주요 토지정책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토지정책만 별도로
발표한 경우보다 토지 및 주택정책 등을 결합하여 발표한 경우가 많았고, 주택정
책 역시 대부분 토지시장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
여, 이 연구에서는 토지 및 주택정책 모두를 포함한 부동산정책으로 파악하였다.
1978년부터 2009년까지 주요 부동산정책을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이 표에 나와
있는 지가변동률은 당해 연도 전국 평균치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자료에 기초하여 규
제완화 혹은 강화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토지규제의 정성변수로 이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과거 우리 부동산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지가상승률이 높았던 해에는
규제가 강화되었고 지가가 안정된 해에는 규제가 완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다만
2003년에서 2008년까지의 노무현 정부 시기는 토지시장의 변화와 무관하게 규제
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지가상승률이 높았던 해에 규제 역시 강화되었던 점
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1 혹은 0의 더미변수를 사용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를 얻었더라도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규제완화 혹은 규제강화의 정도에 따라 -5에서 +5까지의 스케일을 고려한 더미
변수를 사용한다.1) 또한 규제정책의 입안과 집행의 시차를 감안하기 위하여 위
더미변수의 3개년도 이동평균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기로 한다.
부동산 규제를 나타내는 정성변수 계수는 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
은 부동산 규제완화가 장기적으로 지가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1) 예컨대 8.8조치가 발표된 1988년, 토지공개념제도가 시행된 1990 년, 8.31 대책이 발표된 2005 년 등은
스케일 5를 부여하였고,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발표한 1989년, 토지공개념제도를 완화 및 폐지한
1998년 등은 스케일 -5를 부여하였으며, 현 정부 들어서 각종 규제완화를 발표한 2008년은 스케일 -2
를 부여하는 등 스케일 크기의 부여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였다. 향후 보다 객관적인
지표 작성기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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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주요 부동산 정책(1978～2009)
년도

주요 부동산 정책 내용

지가
변동률

1978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8.8 조치)
[48.9%]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제 도입검토,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 확대, 부동산
거래질서확립, 공한지세 개편, 토지개발공사 설립

1981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
[7.5%]
양도소득세 완화, 분양주택 공급가격통제의 일부 해제, 국민주택규모 50%
이상 건설의무 폐지, 78년지정 고시특정지역 폐지

1983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18.5%]
채권입찰제 도입, 특정지역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적용, 공
공개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시한 단축, 토지종합세 도입검토, 비업
무용토지 취득억제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1985

[7.0%]
주택경기 활성화
공공과 민간의 토지 공동개발 유도, 분양가의 지역별 차등제, 건축규제완
화, 주택금융 지원확대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27.5%]
부동산 특정지역 274개 추가 (총 599개 지역), 1억원 이상 부동산 매입자금
조사, 서울,부산,대구의 신규분양아파트를 당첨권 기준시가 적용대상으로
고시
부동산 종합대책
1988.8
과세특정지역의 추가고시,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관인계약서 사용 및 등기 의무화, 1989년부터 개
발부담금제 실시, 토지공개념 입법추진 (90.3.2. 시행)
토지거래 허가대상지역 확대
1988.9
허가지역을 종전의 653㎢에서 9,336㎢로 확대 (전국토의 9.4%)
신고지역을 종전의 56,557㎢에서 63,821㎢로 확대 (전국토의 64.4%)
감시지역 6,072㎢를 추가지정
1989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32.0%]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 건설
1988.1

토지공개념제도 시행
[20.6%]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 개발부담금제
부동산 투기억제대책
1990.4
부동산 등기의무화 추진, 증여세 강화, 주택건설공급 촉진대책
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 (5.8조치)
1990.5
49개 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6개월 이내 처분, 여신대상 계열
대기업의 91년 6월말까지 부동산 신규취득 불허,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담보취득 금지, 제3자 명의 부동산 담보제공
금지
1990.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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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주요 부동산 정책 내용

1992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부완화
대
50 재벌기업군의 부동산 신규취득금지 조치등 일부 해제,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재개발아파트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건축물규제 해제
토지이용규제 완화
국토이용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5년단위 토지수급계획 수립
규제 일부 완화
수도권 건축규제 완화,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조정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의 한시적 면세, 한시적으로 분양권전매 허용, 아파트
중도금대출,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및 택지소유상
한제 폐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자유화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민영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 무주택 우선공급제도 폐지, 유휴지제도
폐지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그린빌딩 인증제, 택지환매 의무규정폐지, 임대주택 사업자 요건완화, 청약
예금의 범위확대, 주택조합 가입자격 완화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부활, 재당첨 제한 부활
1가구 다통장 폐지, 양도소득세, 보유과세 강화, 신도시 건설
5.23 대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재건축 아파트 분양규제강화, 분양권 전
매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보유과세 강화 (토지의 인별 합산과세)
9.5 대책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10.29 대책
조세대책 :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 보유과세 과표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
득세중과, 실거래가 과세기반 조성
자금의 선순환 구조확립 :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기준강화
주택공급대책: 판교를 질높은 신도시로 개발, 강북 뉴타운 건설,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택공급제도 개선 :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개발부담
금제 연장,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
2.4 대책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개발 이익
환수 등 부동산공개념제도 도입 준비, 토지거래허가요건 대폭 강화, 투기지
역 추가지정
10.30 대책, 11.29 대책
토지 및 주택의 과세기준 현실화, 거래세 완화, 재산세제 개편, 종합부동산
세 신설

1993
1994
1998

1999

2000

2002

2003.5

2003.9
2003.10

2004.2

2004.11

지가
변동률

[-1.3%]

[-7.4%]
[-0.6%]
[-13.6%]

[2.9%]

[0.7%]

[8.7%]

[3.5%]

[-2.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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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주요 부동산 정책 내용

2005.2

2.17 대책
판교대책 : 11월 일괄분양, 중대형 택지 병행입찰제 실시
재건축 대책 :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초고층 재건축 추진 억제, 2종
주거지역 층고 억제
5.4, 5.6 대책
재산세 실효세율 1%, 기반시설부담금제 개편, 재개발, 재건축 공공성 강
화토지거래허가제 강화, 주택의 지속적 공급
8.31 대책
주택시장 안정 수요대책 :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 ‘09까지 과표 적용률
100%, 종부세대상 주택 실효세율 1%, ․‘08부터 재산세 과표적용률 매년
5%P 인상(2017년 100%), ‘07부터 모든 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1가구
2주택 ‘06부터 실거래가 과세, ’07부터 양도세율 50%, ‘06부터 거래세
2.5%
주택시장안정 공급대책 : 송파 거여 200만평 미니신도시(5만호), 공영개
발 분양가규제강화
토지시장안정 수요대책 : 개발부담금 부활, 기발시설부담금 신설, 공시지
가 3억 초과 토지 종부세 부과, ‘07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토지시장안정 공급대책 : 토지비축기능 강화, 선매제도 활성화
3.30 대책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0 - 50%), 재건축 규제강화
11.15 대책
주택공급 확대 : 신도시 신규택지 확보 [1094만+400만], 용적률 상향조정,
녹지율 하향조정
분양가 규제강화 : 원가공개 확대
수요억제 : LTV(주택담보비율) 규제강화 [은행: 60% → 40%, 비은행:
60-70% → 40%], DTI 규제확대적용
1.31 대책
분양가 규제강화 :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규제, 원가공개, 분양가 심사위
원회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시범 실시, 비축용 중형임대주택
8.21 대책
주택공급기반 확대 : 재건축 규제 개선, 분양가 상한제 개선, 민간택지 후
분양제폐지, 신도시 건설 [인천 검단지구 (2.6만호), 오산 세교지구(2.3만
호)]
주택수요 확대 : 30년 보금자리 론 확대,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9.19 대책
향후 10년간 연평균 50만호를 건설,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
춤형 ｢보금자리 주택｣으로 통합하고, 향후 10년간 총 150만호(연평균 15
만호) 공급
9.23 종부세제 대책
인별 6억원, 1가구 1주택 기초공제 3억원, 세율을 0.5 - 2%로 조정, 고령
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2.11 대책
신축 미분양주택 연내 분양 시 5년간 양도세 감면, 미분양 주택 취.등록
세 50% 감면 (2010년 6월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철폐

2005.5

2005.8

2006.3
2006.11

2007

2008.8

2008.9

2008.9

2009.2

지가
변동률

[5.0%]

[5.6%]

[4.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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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변수

부동산 규제를 대표할 수 있는 정량변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정량변수 중에서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변수를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들
변수 중에서 실제로 유효한 설명력이 있는 변수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면적과 도시용지 면적
증가율을 설명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증가는 토지관련 규제의 완화와 연관되어 있다. 그린벨
트 해제는 다양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린벨트 해제가 해제지역 토지의 내재가치 상
승을 초래하거나 혹은 미래의 지가상승에 관한 기대를 자극한다면, 그린벨트 해
제가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그린벨트 해제
가 특정용도 토지의 부족한 공급량을 해소한다면 지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어느 요인이 더 클 것인가는 실증분석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전적으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 초과수요의 정
도가 큰 지역일수록 그린벨트 해제가 지가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예상된다. 같은 맥락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녹지지역의 지가상승을 초래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도시용지의 면적증가는 도시용지 가격의 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시용지 면적증가와 그린벨트 해제면적을 동시에 설명변수로 사용할 경우 도시용
지 면적증가의 계수는 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특정용도 토지에 대한
초과수요가 도시용지의 공급증가로 해소되었을 것으로 감안한 상황에서는 그린
벨트 해제가 장래 지가상승 기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계수는 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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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추정

앞에서 제시한 회귀분석모형의 개념적 형태를 기초로 제반 요인을 감안하여
모형을 추정한다.
먼저 피설명변수는 전국 및 경기도의 용도지역별 지가변화율로서 개별변수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국 평균(GPt), 전국 주거지역(GP1t), 전국 상업지역(GP2t),
전국 공업지역(GP3t), 전국 녹지지역(GP4t); 경기도 평균(GPKt), 경기도 주거지역
(GPK1t), 경기도 상업지역( GPK2t), 경기도 공업지역(GPK3t), 경기도 녹지지역
(GPK4t) 이다.
설명변수로는 실질 GDP 변화율(GYt), 경기도 실질 GRDP 변화율(GYKt), 주가
변화율(GPSt),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차분변수(DRt), 전국 그린벨트 해제면적
(GBt),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면적(GBKt), 전국 도시지역 면적증가율(GURt), 경기
도 도시지역 면적증가율(GURKt), <표 4-1>에서 도출된 토지관련 규제 정성변수
의 3기간 이동평균치(RESt) 이다. 더미변수는 D로 시작하며, 예컨대 D9293은
1992년-1993년을 1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0으로 하는 더미변수이다.
전국 및 경기도의 그린벨트 해제면적은 국토해양부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국

및 경기도의 도시지역 면적은 국토해양부의 ｢국토해양 통계연보｣ 상 용도지역․
지구 지정현황의 도시지역 면적이다.
모형의 추정은 통상적인 최소자승법을 따랐다. <표 4-2>는 전국 모형의 추정결
과를, <표 4-3>은 경기도 모형의 추정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추정결과에서 괄호
2

안의 값은 t-값, DW는 더빈-왓슨(Durbin-Watson) 통계량, adj-R 는 자유도에 의하
여 수정된 결정계수를 나타낸다.

제 4 장∙도시용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효과분석 93

<표 4-2> 전국 모형 추정
전국 평균

GPt = -4.04 + 0.8981 GYt + 0.0598 GPSt - 0.4351 DRt
(4.76)
(7.12)
(2.85)
(1.53)
+ 0.2855 RESt + 0.0075 GBt - 93.38 GURt
(1.22)
(2.95)
(1.77)
- 8.9445 D9293 + 0.5335 GPt-1
(6.30)
(7.81)

(DW: 2.60 adj-R2: 0.9579)

*GPt : 전국 평균지가변동률
*GYt : 실질 GDP 변화율
*GPSt : 주가변화율
*DRt :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차분변수
*GBt : 전국 그린벨트 해제면적
*GURt : 전국 도시용토지면적 증가율
*D9293 : 1992년에서 1993년은 1, 그 외는 0을 나타내는 더미
*RESt: 토지관련 규제 정성변수의 3기간 이동평균치
전국 주거지역

(DW: 2.45 adj-R 2: 0.9859)

GP1t = -0.28 + 0.8981 GPt
(1.01)
(36.5)
*GP1t : 전국 주거지역 평균지가변동률

*GPt : 전국 평균지가변동률

전국 상업지역

(DW: 1.49 adj-R2: 0.9895)

GP2t = -0.78 + 1.0176 GPt
(3.42)
(42.4)
*GP2t : 전국 상업지역 평균지가변동률

*GPt : 전국 평균지가변동률

전국 공업지역

GP3t = -0.01 + 1.0237 GPt
(0.01)
(41.1)

- 0.0026 GBt-2
(1.79)

*GP3t : 전국 공업지역 평균지가변동률
*GBt-2 : 2기 전의 전국 그린벨트 해제면적

2

(DW: 1.42 adj-R : 0.9888)

*GPt : 전국 평균지가변동률

전국 녹지지역

GP4t =

1.11 + 1.0334 GPt
(2.82)
(2.71)

+ 0.0031 GBt-2
(1.42)

*GP4t : 전국 녹지지역 평균지가변동률
*GBt-2 : 2기 전의 전국 그린벨트 해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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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DW: 1.71 adj-R : 0.9749)

*GPt : 전국 평균지가변동률

<표 4-3> 경기도 모형 추정
경기도 평균

GPKt = -4.29 + 0.7284 GYKt
(8.45)
(14.5)

- 0.5230 DRt
(2.76)

+ 0.7938 RESt - 0.0636 GBKt
(4.40)
(1.55)

- 8.7310 D9293 + 2.6985 D97 + 7.8065 D2002 + 0.3900 GPKt-1
(8.46)
(2.16)
(6.50)
(11.7)
(DW: 2.08 adj-R2 : 0.9778)
*GPKt : 경기 평균지가변동률
*GYKt : 경기도 실질 GDP 변화율
*GPSt : 주가변화율
*DRt :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차분변수
*GBKt :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면적
*GURKt : 경기도 도시용토지면적 증가율
*D9293 : 1992년에서 1993년은 1, 그 외는 0을 나타내는 더미(D97, D2002 도 동일한 기준)
*RESt: 토지관련 규제 정성변수의 3기간 이동평균치
경기도 주거지역

GPK1t = -0.56 + 0.9835 GPKt
(4.84)
(55.2)

+ 5.4171 D90
(8.32)
2

(DW: 1.57 adj-R : 0.9973)

-1.3257 D0405 + 0.0272 GPK1t-1
(3.99)
(2.07)

*GPK1t : 경기 주거 평균지가변동률
*GPKt : 경기 평균지가변동률
*GPK1t-1 : 직전 기의 경기 주거 평균지가변동률 *D90, D0405 : 더미변수
경기도 상업지역

GPK2t = -0.64 + 1.0037 GPKt - 0.0602 GBKt - 4.8357 D98 (DW: 2.02 adj-R2: 0.9929)
(2.12)
(44.2)
(2.21)
(4.21)
*GPK2t : 경기 상업 평균지가변동률
*GBKt : 경기 그린벨트 해제면적

*GPKt : 경기 평균지가변동률
*D98 : 더미변수

경기도 공업지역

GPK3t

=

-0.46
(2.24)

+

0.9630 GPKt
(31.3)

+

2.2742 D0304 + 0.0762 GPK3t-1
(3.91)
(4.39)
(DW: 1.69 adj-R2 : 0.9904)

*GPK3t : 경기 공업 평균지가변동률
*GPKt : 경기 평균지가변동률
*GPK3t-1 : 직전 기의 경기 공업 평균지가변동률 *D0304 : 더미변수
경기도 녹지지역

GPK4t = 0.55 + 1.1162 GPKt + 0.0481 GBKt
(2.09)
(24.1)
(2.13)
- 4.0129 D98 - 0.0513 GPK4t-1
(3.39)
(2.54)

(DW: 2.02 adj-R2: 0.9929)

*GPK4t : 경기 녹지 평균지가변동률
*GPKt : 경기 평균지가변동률
*GPK4t-1 : 직전 기의 경기 공업 평균지가변동률 *GBKt : 경기 그린벨트 해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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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추정결과는 대체적으로 예상하였던 바와 일치하였다.
전국평균 지가변화율의 경우, 도시용지 면적의 증가는 지가안정 효과를 갖지
만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증가는 미래의 지가상승 기대를 자극하여 지가를 상승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전국 평균
으로 볼 때 그린벨트 해제는 지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린벨트 해제면적 모두가 도시용지의 면적증가로 이어지더라도 분석기간
의 도시용지 면적이 평균 14,357㎢인 것을 고려하면, 그린벨트를 신도시 하나의
규모인 10㎢(약 300만평) 해제할 경우 전국 평균지가는 약 0.02%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2) 토지규제에 관한 정성변수로 도입된 더미변수의 계수는 예상하였
던 것과 같이 양(+)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떨어지고 지역 및 용
도지역별로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규제
의 강화와 완화가 반복된 과거의 토지정책이 전국평균 지가상승률에 미치는 효
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전국의 용도지역별 지가변화는 기본적으로 전국평균 지가변화율을 설명변수
로 설명하였으며 규제관련 변수가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 경우 이를 설명변수
에 추가하였다. 그린벨트 해제면적은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의 지가변화율에 추가
적인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추가적인 설명력이 공업지역은 계
수 부호가 음(-)인 반면 녹지지역은 양(+)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평균지가 변화율의 경우도 전국 평균지가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다
만 도시지역 면적 변화율은 설명력이 약하여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전국과
다른 또 다른 점은 정성변수로 도입된 더미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전국보다 현
저하게 높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토지관련 규제의 강화 및 완화가 실질적으로 수
도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용도지역별 지가변화도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평균 지가변화율을 설
명변수로 설명하였으며 규제관련 변수가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 경우 이를 설

2) 약 0.02% = (0.0075*10 - (10/14357)* 93.38)/(1-0.5335) =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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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변수에 추가하였다. 그린벨트 해제면적은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의 지가변화율
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가적인 설명력이
상업지역은 계수 부호가 음(-)인 반면 녹지지역은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책실험

여기서는 앞에서 추정된 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토지시장의 규제완화가 지
가에 미치는 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하여 구하기로 한다.
먼저 토지규제에 관한 정성변수(RESt)가 -1 변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RESt는
표본기간 중의 규제강화 및 완화를 -5와 +5 사이의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3개년
도 이동평균치이다. 따라서 RESt가 -1 변하였다는 것은 -3에 해당하는 상당히 강
한 규제완화가 어느 한 해에 이루어졌거나, -1에 해당하는 약한 규제완화가 3년
에 걸쳐 꾸준히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모의실험 결과는 <표 4-4>에 정리하였
다. 이 표 상의 숫자는 규제완화 시 지가변화율의 % 포인트 변화를 나타낸다.

<표 4-4> 규제변수(RESt)의 -1 변화 시 지가변동률
(단위: 지가변동률의 %포인트 변화)
전국 평균

전국 주거

전국 상업

전국 공업

전국 녹지

-0.61

-0.66

-0.62

-0.62

-0.63

경기도 평균

경기도 주거

경기도 상업

경기도 공업

경기도 녹지

-1.30

-1.31

-1.31

-1.36

-1.38

RESt가 -1 변하는 경우 전국평균 지가변화율은 -0.61%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용도지역별 지가변화율도 전국평균 지가변화율과 큰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평균 지가변화율이 -1.30%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용도지역별 지가변화율도 경기도 평균 지가변화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RESt가 -1 변하는 경우 경기도의 평균 지가변화율의 하락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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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 동안 토지규제가 실
질적으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전국 및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해제면적을 10㎢ 증가시키는 것이 지가변화율에
미치는 효과는 <표 4-5>에 나타나 있다. 전국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는 지가상승
에 대한 기대효과가 도시용지 공급증가 효과를 능가하여 약간의 지가상승을 가
져오지만, 그 크기는 그린벨트 해제면적을 10㎢ 증가할 경우 0.14% 포인트 ~
0.19% 포인트에 그쳐서 그린벨트 해제가 지가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
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기도는 상황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해제면적이
10㎢ 증가하는 경우 경기도 평균지가 상승률은 1.04%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폭이 가장 큰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으로서 -1.64% 포인트이며, 하
락폭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으로서 -0.64% 포인트였다.

<표 4-5> 그린벨트 해제면적 10㎢ 증가 시 지가변동률
(단위: 지가변동률의 %포인트 변화)
전국 평균

전국 주거

전국 상업

전국 공업

전국 녹지

0.16

0.17

0.16

0.14

0.19

경기도 평균

경기도 주거

경기도 상업

경기도 공업

경기도 녹지

-1.04

-1.05

-1.64

-1.08

-0.64

그린벨트 해제면적과 도시지역 면적증가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지가변동률
변화는 <표 4-6>에 나타나 있다. 전국 평균지가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그린벨트
해제가 도시지역 면적증가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는 지가변화율에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들 각각의 면적증가가 지가상승률에 미
치는 효과가, 한편에서의 면적증가(그린벨트 해제)는 지가를 상승시키고 다른 편
의 면적증가(도시지역 면적)는 지가를 안정시키는 등 서로 상반되게 작용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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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그린벨트 해제면적과 도시지역 면적이 동시에 10㎢ 증가 시 지가변동률
(단위: 지가변동률의 %포인트 변화)
전국 평균

전국 주거

전국 상업

전국 공업

전국 녹지

0.022

0.023

0.022

-0.003

0.054

이상의 모의실혐 분석을 통하여 내릴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토지규제 완화
가 지가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영향의 크기는 기대와 달리 상당히 제
한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국의 경우 규제완화의 지가안정 효과가 미미하였다.
이것은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준다. 하나는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전
국에 걸쳐 일시에 적용하는 것보다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율
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토지이용 규제완화의 정책목표를 지
가안정 측면보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또는 생산성의 제고 측면으로 조정하는 것
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과 효과분석
1) 개요

이 절에서 우리는 도시용지의 공급확대와 수요변화가 가져올 토지가격의 동태
적인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인과지도 작성을 통하여 도시용지의 공급확대에 따
른 도시토지문제의 동태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 시뮬레이
션 모델을 구축하여 정책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실험
의 목적은 토지공급의 확대와 토지수요의 증가가 토지가격에 미칠 영향을 파악
하고 토지시장 관리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기 위한 것이다.
분석의 공간적인 범위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 동안 경기도지역
의 지가변화가 전국의 지가 및 부동산가격의 변화를 주도하여 왔고, 규제강화 및
규제완화 등 정책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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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의 구축은 준거모드의 파악, 인과지도의 작성, 모델의
구축, 타당성의 검증, 정책실험의 절차를 거치며 진행된다. 준거모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토지관련 주요변수들의 추세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이들 변
수 중에서 인구, 대지면적, 대지가격 등 주요 준거모드로 설정될 변수의 추세를
이하에서 보여주며, 나머지 변수의 추세는 <부록 5>에 실었다.
<그림 4-4> 경기도 인구 증가추이
인 구 (백 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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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경기도 대지 및 공장용지 면적 추이
면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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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경기도 대지 및 공장용지 가격추이
지 가 (천 원 /㎡ )
1 ,0 0 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19 96

1998

2000

대

2002

공 장 용 지

2004

2006

2008

평 균 지 가

2) 토지모델

(1) 토지모델의 개념

토지규제완화와 토지가격과의 관계는 다음의 토지공급․가격 인과지도로 개
괄할 수 있다.
<그림 4-7>의 왼쪽부문은 토지수요가 각종 개발수요로 증가하게 되면 토지가
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토지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상
황에서는 투기적 수요의 증가로 추가적인 토지수요가 발생하면서 토지가격을 상
승시키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오른쪽 부문은 토지가격의 상승은 토지공급을
촉진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하여 토지규제를 완
화하여 토지공급을 늘리려는 정책적인 유인이 발생하여 토지공급을 확대하는 상
황을 나타낸다. 또한 토지규제의 완화와 개발이익의 존재는 추가적인 토지개발
을 촉진시켜 토지공급을 확대함으로써 토지가격을 인하하려는 압력이 증가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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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토지공급가격모델의
․
인과지도
토지수요

토지공급

토지

토지 기

개발이익

토지규제강도

토지개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토지가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
화와 정책변화가 토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가격이 주기
적으로 변동하여 왔다. 여기서 우리가 갖는 의문은 개발이익으로 인한 추가적인
토지수요가 유발할 토지가격의 증가압력과 규제완화를 통한 토지공급의 증가가
가져올 토지가격의 인하압력 중 어느 쪽이 더 클 것인가이다.

(2) 인과지도와 플로우 다이어그램

토지모델의 인과지도

이상의 개념적 차원의 인과지도를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구축을 위한 인과지도
로 발전시키면 <그림 4-8>과 같다. 이 인과지도에서 도시용지의 공급과 소비는
‘가용토지생산’과 ‘토지소비량’으로 표시하였다. ‘가용토지량’과 ‘총토지소비량’
의 비교에 의하여 ‘토지수요 충족률’이 결정되는데 이는 도시용지의 ‘가용토지
량’과 ‘총토지소비량’의 비율로 나타난다.3) ‘토지수요 충족률’은 토지수요의 ‘목
표충족률’과 비교되어 ‘상대적 토지수요 충족률’을 결정한다.4) ‘목표충족률’이 1
3) 도시용지량/총토지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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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되었다면 이것은 도시용지에 대한 수요와 도시용지의 공급이 일치되어
수요가 완전히 충족되는 상태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림 4-8> 토지공급가격모델의
․
인과지도
토지

토지 수요
개발

토지

토지 비
용토지
인구

용토지
토지 비
토지규제

토지개발
표
개발
토
지 대

토지수요

일인
토지 비

대 토
지수요
개발

토지

용토
지 대
용토지

‘토지수요 충족률’이 떨어지는 것은 공급부족과 수요초과를 의미하므로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도시용지 공급을 위하여 개발가능
성이 큰 지역의 토지가격, 즉 ‘개발가능 토지가’가 상승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토지개발’을 촉진시키고 도시용지의 공급을 늘려 ‘가용토지량’을 증가시킴으로
써, ‘토지수요 충족률’을 높이고 ‘개발가능 토지가’와 ‘가용토지가격’을 안정화시
키려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인과지도의 오른편에서 토지공급의 부족이 가져오는 토지가격의 상승은 ‘일인
당 토지소비량’을 줄이고 ‘총토지소비량’을 줄여 ‘토지수요 충족률’을 높이게 될
것이며, 이것은 다시 토지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부문만을
두고 본다면 토지가격의 상승은 한편으로는 토지공급을 늘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수요를 줄여 토지가격이 안정화되는 시장메커니즘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4) 토지수요 충족률/목표충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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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용토지 가격’이 높아질수록 토지투자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
한 기대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토지 가수요’를 창출하면서 토지에 대한 수
요를 증가시키고 ‘토지소비량’을 늘리게 된다. 이것은 인과지도상에서 가격이 상
승하면 수요가 줄어드는 시장메커니즘에서 벗어난 가격상승 → 수요증가 → 가
격상승이라는 새로운 힘을 발휘하는 루프(loop)로 표현되고 있다. 인과지도에서
‘토지규제’와 ‘토지가수요’는 박스(box)로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정책실험변수임
을 강조하기 위한 표시이며,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사각형의 박스가 관행적으
로 표현하는 저량변수를 표시한 것은 아니다.

토지모델의 플로우 다이어그램

이상의 인과지도는 <그림 4-9>의 플로우 다이어그램(flow diagram)으로 표시된
다. 플로우 다이어그램은 인과지도를 시뮬레이션과 정책실험이 가능하도록 그림
의 형태로 나타낸 프로그램 언어를 의미한다. 플로우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은
인과지도에서의 설명과 기본적으로 같다. 인과지도에서 표시되지 않는 변수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도시용지 수요’가 ‘도시용지’보다 커서 ‘토지수요 충족률’이 낮아지게 되면
‘도시용지 시가’가 상승한다. 이것은 ‘도시용지 개발이익’을 크게 하여 ‘토지개발
시작’을 촉진할 뿐 아니라 ‘도시용지 과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개발시
작’이 촉진된다. 그런데 ‘토지개발 시작’은 ‘도시용지 과부족분’의 증감에 대응하
여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형이나 지세 등 물리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군사보호구역 등 규제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개발가능토지
를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는 ‘개발가능 토지량’으로 표시하였다. 개발가능토지
를 택지로 개발하려는 결정과 필요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데 시간 차이가 필
수적으로 발생한다. 여기서 ‘토지개발시작 소요시간’은 이러한 정책결정과 토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개발가능 토지가 택지로 개발되기 시작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이렇게 시작된 토지개발은 일정한 기간을 거쳐 사용가능한 도시
용지로 개발되는데 이것이 저량함수(stock variable)인 ‘개발중 도시용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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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토지공급가격모델의
․
플로우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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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하게 개발된 대지는 수요자에게 공급되어 택지나 공장용지 등으로 사
용된다. 개발된 대지를 최종소비자가 소비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도시용지
소비지연’으로 표시하였다. 대지는 ‘도시용지’로 사용되다가 ‘도시용지 재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재개발이 되기도 하고 ‘도시용지 전환’을 통하여 다른 지목으로
용도가 변경되기도 한다. 재개발되거나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대지의 양은 데이
터의 구득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또한 대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규모는
사실상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그 양이 없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이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 정책실험은 ‘test토지규제완화’, ‘test토지개발’, ‘test
가수요’ 변수로 시행된다. ‘test토지규제완화’와 ‘test토지개발’은 토지규제의 완화
혹은 토지개발의 증가로 인한 토지공급의 확대가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test가수요’는 자본이득의 증가를 예상하여 토지투기가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가
수요가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삽입하였다. test 변수
는 모두 외생변수로 투입된다.
이상의 각종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7> 인과지도의 개념변수와 플로우 다이어그램 조작변수
인과지도의 개념변수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조작변수

비고

부존토지량

부존토지량

경기도 행정구역 면적

개발가능토지량

개발가능토지량

지형적 요인과 규제로 인한
개발불가능 지역을 제외한 개
발가능토지면적

가용토지생산
토지개발
개발가능토지상대가격
개발가능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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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용지개발,
개발중도시용지
토지개발시작,
도시용지개발
개발가능토지 평균가격, 도
시용지 시가, 도시용지 개발
이익
개발가능토지 평균가격

대지개발
개발가능토지를 대지로 개발
하기 시작하는 행위
개발가능토지의 평균가격과
대지가의 비율
개발가능토지의 평균가격

인과지도의 개념변수

가용토지량
토지수요충족률
상대적토지수요충족률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조작변수

개발중도시용지,
도시용지
도시용지, 도시용지 수요,
토지수요충족률
도시용지, 도시용지 수요,
토지수요충족률, 도시용지
가승수

비고

개발된 대지면적
도시용지와 도시용지수요량
비율
목표충족률 대비 토지수요충
족률

가용토지가격

도시용지 시가

대지가격

토지소비량

도시용지 수요

가수요가 포함된 대지소비량

총토지소비량

도시용지 수요

가수요가 제외된 대지소비량

1인당토지소비량

1인당도시용지수요량

1인당평균대지사용량

인구

인구

경기도인구

토지규제

test토지규제완화
test토지개발
가용지비율

정책변수: 토지규제

토지가수요

test가수요

정책변수: 투기적 토지수요

(3) 모델 파라미터

모델에서 사용한 변수, 변수의 정의 및 자료출처, 그리고 변수별 파라미터 값
은 <표 4-8>과 같다.

<표 4-8> 토지모델의 데이터와 파라미터(대지 기준)
변수

정의, 데이터출처

파라미터값

인구

경기도 인구 (명)

5,972,000 (1990)

인구증가율

1990-2007 (지수모형값)

0.035172692

개발가능토지량

부존토지량*가용지비율

부존토지량
가용지비율

부존토지량

전체 행정구역면적 (∾)

10,328,558,723

가용지비율주1)

경기도 총가용지면적/행정면적

0.076893468

개발가능토지전환율

개발가능토지 대지전환율
연평균대지증가분(1991-200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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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정의, 데이터출처

(경기도행정면적*가용지비율)
평균대지면적증가분(19 91-2 00 7,
∾)

평균토지개발량
주2)

파라미터값

10,844,529

토지개발시작소요시간

대지개발시작 소요시간 (년)

3

도시용지생산소요시간

개발소요시간 (년)

3

개발중도시용지

개발중 대지면적 초기값
1991 대지면적증가분 (∾)

5,677,906

도시용지소비지연

도시용지공급 소요시간(년)

3

도시용지

대지면적초기값 (1990, ∾)

248,337,329

도시용지 재개발비율

재개발 도시용지량 (시계열)

0

재개발지연

재개발소요시간 (년)

3

도시용지전환

목표일인당도시용지소비량

대지의 지목변경율
용도전환 대지면적 (시계열)
일인당 대지수요량 초기값 (∾/인)
1990년 대지면적/경기도인구
목표 일인당 대지소비량 (∾)

41.58
(부록참조)
41.58

개발가능토지평균가격

농업용지 (원/∾)

42,223

평균도시용지가

평균대지가초기값 (1990년, 원/∾)

221,717

일인당도시용지수요량

0

대지가변동률
0.082
(1990-2007 평균변동률)
대지수요충족률이 대지가에 미치
도시용지가승수
설명참조
는 영향
대지개발이익이 대지개발량에 미
토지개발승수
설명참조
치는 영향
대지상대가격이 대지사용에 미치
도시용지사용승수
설명참조
는 영향
주 : 1) 가용지비율은 지형적 요인으로 인한 개발불가능 지역, 규제요인으로 인한 개발불가능
지역을 제외한 개발가능지역의 비율을 의미함(국토연구원. 2002. “ 수도권 시군별 토지
수급현황 2020”)
2) 토지개발시작소요시간은 대지개발 결정 및 규제완화 평균 소요기간을 의미함
도시용지가변동률

이들 변수 중 도시용지가승수, 토지개발승수, 도시용지사용승수는 그래프함수
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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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용지 가승수

도시용지 가승수는 대지에 대한 수요의 충족정도가 대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지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대지가 부족한 경우 대지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1996년
-2008년의 대지가격 평균 변동률, 최고 변동률, 최저 변동률을 이용하여 수요충족
도가 대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와 같은 그래프함수로 가정하였다.

<표 4-9> 대지가격과 변동률
연도

<그림 4-10> 도시용지가 승수
그래프함수

대지가격(∾)

1996
355,697
1997
370,347
1998
376,774
1999
342,186
2000
346,745
2001
347,042
2002
362,269
2003
423,245
2004
530,758
2005
657,079
2006
851,087
2007
858,449
2008
951,147
‘96-’08연평균변동률
LN 변동률
최고 변동률
최저 변동률

대지가격
변동률

0.0820
0.0412
0.0174
-0.0918
0.0133
0.0009
0.0439
0.1683
0.2540
0.2380
0.2953
0.0087
0.1080
0.0883
0.0820
0.2953
-0.0918

토지개발 승수

토지개발 승수는 도시용지의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토지개발을 촉진시킬 것인
가를 나타내는 그래프함수이다. 개발이익이 클수록 토지개발은 촉진될 것이다.
1996-2007년에 매년 대지면적 증가분을 1991-2007년의 연평균 대지면적 증가분
으로 나누어 최대 증가율과 최소 증가율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토지개발이익
이 토지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와 같이 그래프함수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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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대지면적과 증가면적

<그림 4-11> 토지개발승수 그래프함수

연도
대지면적(∾)
1991
254,015,236
1992
259,716,216
1993
267,906,488
1994
276,814,805
1995
283,662,687
1996
300,540,925
1997
310,173,099
1998
323,533,268
1999
332,696,075
2000
343,639,390
2001
356,860,330
2002
370,252,710
2003
383,277,438
2004
397,238,887
2005
407,210,799
2006
420,617,678
2007
432,694,316
연평균 대지면적
증가분(A)
최대 대지면적증가(B)
최소 대지면적증가(C)

대지면적 증가

5,677,906
5,700,980
8,190,272
8,908,317
6,847,882
16,878,238
9,632,174
13,360,169
9,162,807
10,943,315
13,220,941
13,392,379
13,024,728
13,961,450
9,971,912
13,406,879
12,076,638
10,844,529
16,878,238
B/A=1.56
5,677,906
C/A=0.52

도시용지 사용승수

도시용지 사용승수는 토지가격과 토지수요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지가가 올라가면 토지수요와 사용량이 감소한다. 그러나 토지가격 상승으로 자
본이득이 예상된다면 토지가격이 올라가면 토지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경기도에서 1인당 대지사용량은 1990년의 42∾에서 2007년 39∾로 감소하고
있다. 평균 대지사용량과 평균 대지가격을 이용하여 상대적 대지사용량과 상대
적 대지가격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당 40만원선 이하에서는 대지가격과 대지
사용량이 부( )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40만원선 이상에서는 크지는 않지만
양( )의 상관관계로 변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토지가격과 토지사용량 간의
관계를 추세선 함수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그래프함수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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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도시용지 사용승수
그래프함수

<그림 4-13> 대지가격과
1인당 대지사용량
1인당 대지사용량(㎡)

42
41
40
39
38
37
36
0

200

400

600

800

1,000

대지가격(단위:천원/㎡)

<그림 4-14> 대지 상대가격과 1인당 상대적 토지사용량
상대적 1인당 대지사용량

1.10
1.08
1.06
1.04

y = 0.1455x2 - 0.359x + 1.1833

1.02
1.00
0.98
0.96
0.94
0.0

0.5

1.0

1.5

2.0

2.5
대지상대가격

주 : 1) 상대적 1인당 대지 = 연도별 1 인당대지면적/(1990-2007 평균 1인당대지면적(38∾))
2) 대지 상대가격 = 대지가(∾)/ 대지 평균가(1990-2007 평균 대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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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상대적 대지가와 1인당 상대적 대지사용량
대지가 (원/∾)

1인당 대지(∾)

상대적 대지가

상대적 1인당 대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21,717
239,890
259,553
280,828
303,846
328,751
355,697
370,347
376,774
342,186
346,745
347,042
362,269
423,245
530,758
657,079
851,087
858,449

42
40
39
38
38
37
37
37
37
37
38
38
38
38
38
38
39
39

평균

442,495

38

0.501
0.542
0.587
0.635
0.687
0.743
0.804
0.837
0.851
0.773
0.784
0.784
0.819
0.956
1.199
1.485
1.923
1.940
대지가/
평균 대지가

1.089
1.057
1.025
1.004
0.985
0.960
0.968
0.961
0.976
0.979
0.984
0.989
0.988
0.989
0.999
1.005
1.018
1.026
1인당 대지/
평균 1인당 대지

주 : 1990-1995 년 대지가격은 지수모형의 추정치

3) 모델의 행태와 검증

모델의 행태는 다음과 같다. 대지면적은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
며 대지가격으로 표시된 도시용지가격은 2005년 이후 다소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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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모델의 행태 - Base Run

Base Run의 데이터를 경기도의 실제 대지면적의 변화, 대지가격의 변화추이와
비교한 것이 아래 그림이다. 대지가격은 외환위기 당시 대지가격의 하락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실제 대지가격의 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지면적
은 실제 데이터보다 모델의 데이터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추세선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6> 실제 대지가격과 모델 대지가격 비교
지가(백만원)

3.0
2.5
2.0
1.5
1.0
0.5
0.0
1990

1995

2000
실제대지가

2005

2010

2015

2020

시뮬레이티드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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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실제 대지면적과 모델 대지면적 비교
면적(㎢)

600
500
400
300
200
100
0
1990

1995

2000
실제대지면적

2005

201 0

2015

2020

모델값

4) 정책실험

(1) 규제완화를 통한 토지용지 공급확대와 지가안정 효과

토지이용 규제완화는 규제로 개발이 불가능하였던 지역의 개발을 가능하게 함
으로써 가용지 비율을 상승시킬 것이다. 토지이용 규제완화로 가용지 비율이 늘
어났을 경우 가용지 비율 증가가 대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였다.
경기도의 초기 가용지 비율은 0.076이다. 규제완화를 통하여 가용지 공급비율
이 10%씩 늘어나 0.086 및 0.096으로 상승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base run의 결과
로 볼 때, 2020년 대지가격의 하락효과는 각각 0.9% 및 1.7%로 미미하게 나타났
다(<표 4-12>). 이것은 토지개발 소요시간(3년), 도시용지생산 소요시간(3년), 도
시용지 공급시간(3년) 등 단계별로 시간이 지연되어, 규제완화 정책이 결정되고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야 도시용지 공급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토지개발 소요시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경우 토지공급 증대로 인한 토지가
격 하락효과는 더욱 작아진다. 이 경우 대지가격의 하락비율은 <표 4-13>과 같이
각각 0.6% 및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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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규제완화와 가용지비율의 증가에 따른 대지가격 변화Ⅰ
(토지개발시작 소요시간=3년)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baserun 대비
1990년 대비

가용지 비율
base run 0.0760

0.0860

0.0960

239,451
365,829
554,806
831,716
1,243,064
1,878,276
2,890,416
11.07

239,451
365,829
554,806
831,716
1,243,064
1,866,697
2,865,737
-0.9%
10.97

239,451
365,829
554,806
831,716
1,243,064
1,862,432
2,840,544
-1.7%
10.86

<표 4-13> 규제완화와 가용지비율의 증가에 따른 대지가격 변화Ⅱ
(토지개발시작 소요시간=5년)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baserun 대비
1990년 대비

가용지 비율
base run 0.0760

0.0860

0.0960

239,451
366,913
560,609
847,795
1,273,895
1,910,020
2,897,788
11.1

239,451
366,913
560,609
847,795
1,273,895
1,910,020
2,879,319
-0.6%
11.02

239,451
366,913
560,609
847,795
1,273,895
1,910,020
2,866,095
-1%
11.97

(2) 가수요 증가와 지가안정 효과

토지가격 상승은 토지소비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토지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토지가격 상승은 투기적 수요,
즉 가수요를 증가시켜 토지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가수요가
토지가격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대지수요가 가수요로 인하여
10%, 20%, 30% 상승하는 경우 가수요 증가가 대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이것은 모델상에서 ‘test가수요’ 변수의 가수요비율을 baserun=0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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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으로 변화시킨 결과를 검토한 것이다. <표 4-14>는 5년 단위로 본 결
과치이다.

<표 4-14> 가수요 증가에 따른 대지가격 변화Ⅰ
(토지개발 시작지연=3년)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baserun 대비
1990년 대비

가수요
baserun=0

10%

20%

30%

239,451
365,829
554,806
831,716
1,243,064
1,878,276
2,890,416

244,288
369,273
553,568
828,243
1,242,387
1,903,437
2,929,978
0.014
10.99

248,319
372,144
552,535
825,348
1,251,939
1,928,043
2,963,750
0.025
10.93

251,730
374,572
551,662
824,587
1,266,272
1,950,245
2,992,631
0.035
10.88

11.07

자본이득을 노리는 토지 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
향은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가 가져오는 토지가격 하락효과에 비하
여 보다 즉각적으로 가격 상승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토지수요 증가가 곧바로
토지수요 충족률의 하락을 가져오고 이것이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가수요 증가율의 크기만큼 토지가격이 상승하지는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수요가 10%, 20%, 30% 증가하더라도 토지가격의 상승률은 각각
1.4%, 2.5%, 3.5% 증가에 그치고 있다.
한편 1990년 대비 토지가격 상승률을 보면, 가수요 크기가 클수록 오히려 토지
가격 상승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토지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토지공급을 증대시켜 토지 가수요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효과를 상쇄시키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토지투기가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
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여 토지투기 억제를
위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규제로 시장기구(market mechanism)에
과잉 대응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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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는 ‘토지개발시작 소요시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경우 가수요 증
가가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토지공급
이 앞의 시뮬레이션보다 더욱 제약된 상황에서 가수요 증가가 토지가격에 얼마
나 더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개발시작 지연’이 5년일 경
우가 3년보다 토지 공급량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1990년 대비 토지가격이 더 높
은 비율로 상승하고, baserun 대비 토지가격도 더 높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이 차이는 미미한 것이어서 토지개발의 시작지연으로 인한 공급의 제약이 토
지가격을 더 급하게 상승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4-15> 가수요 증가에 따른 대지가격 변화Ⅱ
(토지개발 시작지연=5년)
가수요

연도
baserun=0

10%

20%

30%

1990

239,451

244,288

248,319

251,731

1995
2000

366,913
560,609

371,648
563,068

375,595
565,118

378,934
566,853

2005

847,795

847,939

848,060

848,161

2010
2015

1,273,895
1,910,020

1,272,791
1,915,020

1,271,870
1,932,546

1,274,926
1,952,158

2020

2,897,788

2,932,538

2,964,745

2,993,054

baserun 대비

baserun
11.10

1.2%
11.00

2.3%
10.93

3.3%
10.89

1990 대비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가수요가 있는 경우 토지가격이 일시적으로 가수요가
없는 baserun에 비교하여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토지개발 시작지연이 3년인 경우에는 2000-2010년 사이에, 5년인 경우에
는 2010년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토지시장에서 일어
났는지는 경험적인 검증이 있어야 하지만 가수요가 실제로 얼마나 존재하였는지,
그에 따른 가격 상승분은 얼마였는지를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서 구축한 모델에 기반하여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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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토지공급에 소요되는 각종 시간지연이 감소하는 경우 가수요 증가는 토
지가격을 상승시키지만, 가격상승에 대응하여 토지를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경
우 토지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효과의 크기가 미미하지만 토지
공급에 소요되는 시간지연이 지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토지가격이 가수요로 인하여 이상급등의 조짐을 보일 때, 토지공급
을 확대하기 위한 신속한 정책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다.

(3) 토지공급 지연시간 단축과 지가안정 효과

도시용지 공급에 따르는 시간지연이 토지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자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둔 상태에서 토지개발시작 소요
시간=1, 도시용지생산 소요시간=2, 도시용지 소비지연=1년으로 모두 단축한 후
모의실험을 하였다. 이러한 시간단축과 규제완화로 가용지 비율이 10%씩 증가한
다고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표 4-16>에 정리하였다.

<표 4-16> 토지공급 지연시간 2년 단축과 대지가격 변화
(토지개발시작 지연=1, 도시용지생산 소요=2, 도시용지소비 지연=1년)
연도
1990

가용지 비율
base run*

0.076

239,451
1995
359,695
2000
541,759
2005
811,106
2010
1,215,536
2015
1,827,648
2020
2,784,750
base run 대비
-3.7%
1990년 대비
11.07
10.63
주 : 토지개발시작 소요시간=3, 도시용지생산 소요시간=3,
제한 초기의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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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51
365,829
554,806
831,716
1,243,064
1,878,276
2,890,416

0.086

0.096

239,451
239,451
359,695
359,695
541,759
541,759
811,106
811,106
1,215,536
1,215,536
1,827,648
1,827,648
2,749,427
2,742,387
-4.9%
-5.1%
10.48
10.45
도시용지 소비지연=3년으로 전

<표 4-16>의 결과를 <표 4-14>와 비교하면 공급시간 단축만으로도 대지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가능한 가용지 비율을 초기값인 0.076
으로 고정하여 토지공급량의 추가적인 증가가 없는 경우에도 baserun 대비 대지
가격이 3.7%가 하락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가용지 비율을 10% 및 20% 확대할
경우에는 대지가격이 각각 4.9% 및 5.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시간을
단축하지 않은 경우의 0.9% 및 1.7%의 하락률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 4-17>은 토지개발부터 소비까지의 지연시간을 2년으로 가정한 경우에 지
가변화에 나타나는 실험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7> 토지공급 지연시간 1년 단축과 대지가격 변화
(토지개발시작 지연=2, 도시용지생산 소요=2, 도시용지소비 지연=2년)
가용지 비율

연도
base run*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baserun 대비
1990년 대비

239,451
365,829
554,806
831,716
1,243,064
1,878,276
2,890,416

0.076

239,451
363,289
541,343
812,611
1,223,459
1,830,320
2,784,847
-3.7%
11.07
10.63
주 : 토지개발시작 소요시간=3, 도시용지생산 소요시간=3,
한 초기의 시뮬레이션 결과

0.086

0.096

239,451
239,451
363,289
363,289
541,343
541,343
812,611
812,611
1,223,459
1,223,459
1,830,320
1,830,320
2,756,463
2,749,019
-4.6%
-4.9%
10.51
10.48
도시용지 소비지연=3년으로 전제

3. GIS를 이용한 규제완화의 지가변화 시계열분석
1) 개요

이 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가 당해지역 및 주변지
역의 지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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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전주시와 김포시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은
파주시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의 지가변화가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 규제완화에 의한 것인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조지역을 같이 분석
하였다.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전주시와 파주시는 상위 행정구역
체계에 있는 전라북도와 경기도를 대조군으로 이용하였고, 전체 행정구역 면적
중 10% 미만인 김포시 개발제한구역은 김포시 전체를 대조군으로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지역별 규제완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주시 경계지역에
지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은 친환경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2003년 6월
전면 해제되었다. 김포시는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동일한 취락의 일부
지역만이 불합리하게 편입된 취락을 대상으로 2001년 ‘경계선 관통 취락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였고, 사회여건 변화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

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2006년에 ‘우선
해제’하였다. 전체 면적의 92%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파
주시는 2004년 협의업무위탁지역을 통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조치가 이루
어졌고 2008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였다.

분석 방법

이 분석에서는 2007년에 작성된 연속지적도(KLIS)와 각 분석시점의 공시지가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속지적도를 이용하는 것은 규제완화지역 및 주변지역 구
분이 공간연산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분석은 연속지적도와 공시지가
자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필지 중에서 대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것
은 공시지가 자료상의 필지가 분할과 합병으로 지속적으로 생성과 소멸하는 반
면에 지적도상의 필지는 2007년으로 고정되어 양 자료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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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내에서의 공간구분은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 일
시 그리고 경계선에서의 일정거리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렇게 구분된 지역에 포
함된 필지를 대상으로 특정년도 평균가격을 해당년도의 평균지가로 정의하고,
이를 매년 반복하여 시계열 지가자료를 작성하였다.
시계열 지가자료는 절대지가, 전년대비 지가변동률, 1997~1998년을 기준으로
한 지가변동률 등을 이용하여 각 지역별 지가변화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들 각
지역별 시계열자료를 시도 단위의 평균지가와 도시별 평균지가 등과 비교함으로
서 해제지역의 지가가 다른 지역의 지가와 어떻게 다르게 변하였는지를 관찰하
였다.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량경제모형에서와 같이 거시
경제변수에 의한 지가변동 효과를 제거하여야 하나, 이 절과 같은 지역분석에서
는 자료구득의 한계로 경제변수의 효과를 제거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거시경제변수의 효과가 반영되었으리라고 판단
되는 상위 행정체계의 지가시계열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대조군 대비 실험군
의 지가시계열을 비교 분석하였다. 예컨대 전주의 경우는 전라북도, 파주는 경기
도, 김포는 분석지역이 전체지역 중 일부이기 때문에 김포시 전체의 지가시계열
을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2) 전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가변화
(1) 개관

전주시 개발제한구역은 시 외곽을 띠 형태로 둘러싸고 있으며 2003년 6월 전
면 해제되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경계는 1997년 공시지가 자료에 나타난
개발제한구역 대상필지를 추출하여 <그림 4-18>과 같이 구분하였다. 개발제한구
역 해제의 영향이 주변지역에 어떻게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500m, 500m ~ 1km, 1km ~ 2km, 2km 이상 지역으로 전주시를
세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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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절대지가 수준 변화

전주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던 대지 가격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선
거공약 및 1998년 4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적인 제도개선방안 발표와 함께 1998
년에서 1999년 사이에 올랐다. 이후 지가는 안정적으로 상승하다가 2003년 6월
전면해제가 실현되면서 크게 상승하였다. 이 지역이 혁신도시 예정지역으로 지
정되면서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지가가 큰 폭으로 다시 상승하였다.
이 시기에 대조군인 전북의 지가는 2006년을 제외하고 안정하향 추세를 이루
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의 지가변화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계획 발표에 의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8> 전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주변지역 구분도

122

<그림 4-19> 전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주변지역 대지가격 변화
2003년 6월
전면해제

지가(만원)

혁신도시 예정

70
60
50
40
30
20
10
0
1996

1997

1998

GB

1999

2000

GB 500m이내 지역

2001

2002

GB 1km이내 지역

2003

2004

2005

GB 2km이내 지역

2006

2007

GB 2km 이외지역

2008

2009

전라북도

<표 4-18> 전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주변지역 대지 평균가격
(단위:천 원/∾)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GB 해당지역

32

35

36

37

39

41

45

59

66

78

81

86

GB 500m 이내 지역

148 156 181 188 194 206 214 239 254 319 296 304

GB 1km 이내 지역

207 213 248 241 251 256 264 295 309 374 349 361

GB 2km 이내 지역

295 302 278 279 283 281 282 299 307 351 334 341

GB 2km 밖

488 487 435 436 436 430 434 458 469 577 509 519

전라북도 평균

101 101

94

93

95

95

92

8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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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6

전주시 개발제한구역은 시 외곽에 위치하고, 도심은 개발제한구역 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GB 2km 밖’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지가는 개발제한구역에
서 도심으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1997년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대지의 ∾당 평
균가격은 32,143원, 500m 이내는 147,539원, 1km 이내는 206,890원, 2km 이내는
294,838원, 그리고 2km 밖 지역, 즉 전주시 중심부는 487,758원이다.

(3)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전년대비 지가변동률 변화

1998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하면서 1998년 ‘전라북도
평균’ 지가변동률이 0.5%일 때, ‘GB’의 지가상승률은 다른 지역의 상승률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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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0%에 달하였다. 그 다음 해인 1999년에는 외환위기의 여파로 -7.6%의 지가변
동률을 보인 ‘전라북도 평균’과 같이 대부분 지역의 지가가 하향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영향권이라 볼 수 있는 ‘GB 500m 이내 지
역’, ‘GB 1km 이내 지역’의 지가변동률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영향으로 각각
15.9%와 16.6% 상승하였다.
2003년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면서 ‘GB’의 지가는 2003년도에 9.6% 상승하였
고, 해제의 영향이 반영된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33.3% 및 10.3% 상승하였다. 이것
은 대조군인 ‘전라북도 평균’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의
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또한 ‘GB 500m 이내 지역’과 ‘GB 1km 이내 지역’의 11.6%와
11.5%의 지가상승률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림 4-20> 전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가변동률
200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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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9> 전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가변동률
(단위 : %)
구분
GB
GB 500m 이내 지역
GB 1km 이내 지역
GB 2km 이내 지역
GB 2km 밖
전라북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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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0.0 9.4 1.5
0.0 5.9 15.9
0.0 3.0 16.6
0.0 2.5 -7.9
0.0 -0.1 -10.7
0.0 0.5 -7.6

‘00

‘01 ‘02

‘03

‘04

‘05

‘06

‘07

‘08

3.6
4.0
-3.1
0.4
0.1
-0.1

5.9
2.9
4.4
1.3
0.1
1.8

9.6
3.7
3.3
0.6
1.1
-2.7

33.3
11.6
11.5
5.7
5.6
-12.1

10.3
6.5
4.8
2.8
2.4
2.0

19.3
25.4
21.3
14.3
22.9
39.7

3.6
-7.1
-6.9
-4.8
-11.9
-20.3

6.2
2.6
3.7
2.0
2.1
4.1

4.3
6.6
1.8
-0.8
-1.5
-0.2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영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가까울수록 더 컸다. 지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2004년 기준으로 ‘GB’, ‘GB 500m 이내’, ‘GB 1km 이내’, ‘GB
2km 이내’, ‘GB 2km 밖’의 지가상승률은 각각 33.3%, 11.6%, 11.5%, 5.7%, 5.6%로
나타나 개발제한구역 경계에서 가까울수록 지가변동률이 높았다.
2005년 이후 시점의 지가상승은 혁신도시 선정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판단된
다. 이 시기에 대조군인 전북의 지가상승률은 39.7%였으며, 전주의 모든 지역에
서도 지가가 20% 내외 상승하였다.

(3)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1997년 대비 지가변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영향을 다른 각도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1997년~2008년
사이의 누적 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1년 사이에 전라북도 전
체의 지가는 4.7% 떨어졌고 전주시 도심부인 ‘GB 2km 이외 지역’은 6.5% 상승하
는데 그쳤다. 반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GB’은 1.6배(168.5%), ‘GB 500m
이내 지역’은 1배(106.2%) 상승하였다. 이것은 한편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토지
의 내재가치가 변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서 기대되는 자본이득을 추구하
기 위한 부동산자본의 투자증대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21> 전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주변지역의 누적 지가변동률
2003년 6월
전면해제

지가 변동율(%)

200

혁신도시 예정

150
100
50
0
-50
1996

1997

GB

1998

1999

GB 500m이내 지역

2000

2001

2002

GB 1km이내 지역

2003

2004

GB 2km이내 지역

2005

2006

2007

GB 2km 이외지역

2008

2009

전라북도

제 4 장∙도시용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효과분석 125

<표 4-20> 전주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주변지역의 누적 지가변동률
(단위 : %)
구분
‘97
‘98
‘99
‘00
GB
0.0 9.4 11.0 14.9
GB 500m 이내 0.0
5.9 22.7 27.6
GB 1km 이내 0.0
3.0 20.0 16.3
GB 2km 이내 0.0
2.5 -5.6 -5.2
GB 2km 밖
0.0 -0.1 -10.8 -10.6
전라북도 평균 0.0
0.5 -7.1 -7.2

‘01

‘02

‘03

‘04

‘05

‘06

‘07

‘08

21.7
31.2
21.5
-4.0
-10.6
-5.5

26.9
39.9
23.7
-4.7
-11.9
-5.8

39.1
45.1
27.7
-4.2
-11.0
-8.3

85.5
61.9
42.4
1.3
-6.0
-19.4

104.6
72.5
49.2
4.1
-3.7
-17.8

144.1
116.2
81.0
19.0
18.3
14.8

152.9
100.9
68.5
13.3
4.3
-8.5

168.5
106.2
74.7
15.5
6.5
-4.7

3)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가변화

(1) 개관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한 전주시와 달리 김포시는 두 번에 걸쳐 일부를 해
제하였다. 즉, 2001년 경계선 관통취락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우선해
제하였고, 2006년 개발제한구역을 일부해제하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토지 중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대지의 토지고유코드를 김포시청의 협조를 받아 2001년 해제
지역 162개 필지, 2006년 해제지역 1,764개를 확보하였다. 이들 토지의 토지고유
코드를 이용하여 2007년의 지적도와 개발제한구역 도면을 기본도로 활용하여 지
적도상에 표시하였다. 그리고 2007 지적도와 동일한 토지고유코드를 가진 토지
에 대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공시지가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지가의 시
계열자료를 생성하였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2001년 해제지역, 2006
년 해제지역, 개발제한구역 주변의 지가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중심지역의 일반지역으로 구분하였다.5)

5)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개축 제한의 강도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보다 약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과 동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이 때문에 지가가 추가적으로 영향
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
다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군사시설보
호구역 지정 여부를 별도지역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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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절대지가 수준 변화

<그림 4-2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포시 전체의 평균지가는 2003년 이후 세
번 상승하였다. 먼저 2001년과 2006년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그리고
2004년 8월 김포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김포시 전체의 평균지가가 크게
상승하였다.6) 2007년 10월에 김포신도시의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등 개발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후 지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4-22> 김포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주변지역 구분도

6) 김포신도시는 2004년 8월 3.3㎢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2005년 3월과 12월 및 2006년 12월 예정지
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건교부고시 제2006-530호), 2007년 10월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건교부고시 제2007-452호) 등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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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존치지역’ 지가는 2004년 이전까지는 김포시 평균지가의 50%~ 60% 수준
으로 항상 낮았지만, 2005년 이후 ∾당 32만 2천원으로 상승하는 등 크게 오른
후 ‘김포시 전체의 평균지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 계속되고 있지만 ‘GB 주변 일반지역’에 위치한 고촌지구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 고촌지구를 포함하는 ‘GB 주변 일반지역’은 서울과
의 인접성, 김포신도시 입구의 교통요지, 경전철역 개통 예정, 경인운하 완성 시
물류단지 조성 등이 예정되어 있는 등의 입지적 특성으로 부동산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대조군인 ‘김포시 전체지역 평균’은 2004년까지 타 지역과 비슷한 가
격상승이 이루어지다가 2005년에 안정화되고 2006년 다시 일시 상승한 후에 안
정화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3>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주변지역 대지가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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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주변지역 대지 평균가격
(단위 :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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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GB 존치

109

106

116

118

122

124

179

322

446

445

475

GB 2001 해제

179

166

181

232

256

275

392

453

580

586

616

GB 2006 해제

134

124

139

140

143

144

215

352

473

531

559

GB중심 일반지구

338

299

314

340

346

368

488

631

820

872 1,073

김포시 평균

210

185

204

207

215

219

315

316

470

472

456

(3)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전년대비 지가변동률 변화

2001년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되면서 ‘GB 2001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은
2000년 8.7%에서 2001년 28.6%, 그리고 2002년 10.4%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것은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이 동일하게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김포시 전체지역’ 평
균 지가변동률(1.4%)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의한
지가상승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에 ‘GB 존치지역’과 ‘GB 2006 해제지역’의 지가
변동률 역시 각각 2.5% 및 0.8% 상승하는데 그쳤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별도로 2004년 김포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김
포시 대부분 지역에서 지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2005년에는 이 개발계획의 수혜
지역으로 판단되는 ‘GB 존치지역’과 ‘GB 2006 해제지역’의 지가가 각각 79.8%
및 64.2%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개발계획과 관계없는 ‘GB 2001 해제지역’과 ‘GB
중심 일반지역’은 지가가 15.6%와 29.4%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 시기에 ‘김포시
전체지역’ 평균 지가변동률이 0.3%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김포신도시 개발계획이
지가변동에 큰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6년에 개발제한구역이 또 다시 일부 해제되면서 ‘GB 존치지역’과 ‘GB 2006
해제지역’의 지가가 각각 38.6%, 34.4% 상승한 반면 ‘김포시 전체지역’ 평균지가
는 48.8% 상승하였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가상승률이 김포시 전체 지가
상승률보다 낮은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해
제가 결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GB 2006 해제지역’은
해제 직전인 2004년에 김포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지가가 이미 올랐기
때문에 정작 해제 발표 시점에는 지가가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도시용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효과분석 129

<그림 4-24>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가변동률
지가 변동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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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가변동률
(단위 : %)
구분
GB 존치
GB 2001 해제
GB 2006 해제
GB중심 일반지역
김포시 평균

‘98

‘99

0
0
0
0
0

-3.0
-7.3
-6.8
-11.3
-12.0

‘00

‘01

‘02

‘03

‘04

‘05

9.5 2.5 3.2
8.7 28.6 10.4
11.6 0.8 2.4
5.0 8.2 1.6
10.5 1.4 4.0

1.2
7.1
0.3
6.5
2.0

44.9
42.7
49.2
32.5
43.8

79.7
15.6
64.2
29.4
0.3

‘06

‘07

‘08

38.6 -0.4 6.8
28.2 1.1 5.1
34.4 12.2 5.2
29.9 6.4 23.1
48.8 0.4 -3.4

(4)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1998년 대비 지가변동

김포시는 김포신도시 등 지난 10여년 동안 다양한 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시 전체
의 지가가 평균 1.17배 상승하였다.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지가는 같
은 기간 2.43배 내지 3.19배 올라 김포시 전체보다 평균 2배 이상 올랐다. 개발제한
구역 해제의 영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컨대 2001년에 개발제한구역이 우선해제된 ‘GB 2001 해제지역’의 지가가
1998년~2001년 사이에 29.6%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 ‘김포시 전체지역
평균’이 -1.4% 하락한 것과 대조된다. 2006년에 개발제한구역이 일부해제된 ‘GB
2001 해제지역’의 지가는 1998년~2006년 사이에 255% 상승하였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 김포시 전체가 124% 상승한 것과 대조된다. 다만, ‘GB 존치지역’의 지가가
같은 기간 310% 오른 것은 다소 의아한 결과이지만,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인근의
개발사업 영향을 감안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인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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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지가의 절대수준이 낮았던 존치지구에서 절대수준이 올라가면서 증가율
이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4-25>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주변지역의 누적 지가변동률
지가변동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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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및 주변지역의 누적 지가변동률
(단위:%)
구분

‘98

‘99

‘00

‘01

GB 존치

0.0

-3.0

6.2

8.9

GB 2001 해제

0.0

-7.3

0.8

29.6 43.0 53.2 118.6 152.6 223.9 227.3 243.9

GB 2006 해제

0.0

-6.8

4.0

4.8

7.4

7.7

60.7 163.8 254.5 297.7 318.5

-11.3 -6.9

0.8

2.4

9.1

44.6

87.0 142.9 158.4 217.9

-12.0 -2.7

-1.4

2.5

4.5

50.3

50.7 124.2 125.2 117.6

GB 중심의 일반지역 0.0
김포시 평균

0.0

‘02

‘03

‘04

‘05

‘06

‘07

‘08

12.4 13.7 64.8 196.1 310.3 308.7 336.3

4)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지가변화

(1) 개관

파주시는 시 전체의 92%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개축 등에 제한을 받으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곳은 없었다.

파주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여러 차례 있었다. 예컨대

2004년 2월 협의업무 위탁지역으로7)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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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2008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해제도 있었다. 파주시청의 협조를 받아 군
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토지의 필지별 내역을 받아 2008년에 해제된 토지와
그 이전에 해제된 토지의 필지별 경계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간중첩을 이
용하여 파주시의 2007년 지적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을 표시하였다. 이
후에 2007년 지적도와 동일한 토지고유코드를 가진 공시지가 자료를 이용하여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도별 지가 시계열자료를 생성하였다. 여기에서도 분
석은 지목이 대지인 필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파주시의 지적고시는 2008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8년 이전에 해제
된 지역은 별도의 지적고시를 하지 않아 필지별 해제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2008년 이전에 해제된 지역은 모두 ‘2008년 이전 해제지역’ 하나로 처리
하였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2008년 이전의 해제지역과 2008년 해제지역, 군
사시설보호구역 존치지역 등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파주시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외에도 다양한 개
발계획이 있다. 예컨대 LCD 파주산업단지는 2002년 5월 LG필립스와 경기도가
차세대 LCD공장 설립을 논의하였고, 2003년 2월 LG필립스ㆍ경기도ㆍ파주시가
차세대 LCD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4년 3월에 LCD
파주산업단지가 착공하고 같은 해 4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있었다.
파주운정신도시 개발은 2001년 1월 9.4㎢의 파주운정지구 지정, 2004년 12월
개발계획 승인, 2005년 12월 최종 개발계획 변경승인, 2006년 10월 7㎢를 추가한
16.4㎢의 파주운정신도시 개발계획 발표가 있었다. 이 외에도 2008년 경의선 복
선전철화 사업을 완료한 후 운정역의 복합환승센터화, 파주출판단지, 파주 영어
마을 등 많은 개발사업 등이 있었고,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가가 가장 많이 상
승한 지역의 하나가 되었다.

7) 협의업무 위탁지역이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일선 행정기관이 군부대를 대신하여 건축공사 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2

<그림 4-26> 파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 구분도

LCD파주
산업단지
헤이리
문화예술마을
파주시청

파주출판
산업단지
파주운정지구

(2)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절대지가 수준 변화

파주의 ‘군사 존치지역’과 ‘2008 이전해제지역’의 평균지가는 대조군인 ‘경기
도 평균’ 지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2008 해제지역’의 지가도 2005년까지는
‘경기도 평균’보다 낮았으나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여 2006년부터는 ‘경기도 평
균’보다 높아졌다. 이 지역이 파주 운정신도시 및 교화지구에 편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신도시 개발계획 및 2008년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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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영향으로 2008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이전에 지가가 이미 크게
상승한 것이다. 따라서 ‘2008 해제지역’의 지가가 2005년부터 급상승한 것은 군
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다양한 개발사업 때문이었으며,
이 지역은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후 사후에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군사시설보
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
‘2008 이전해제지역’의 지가는 ‘2008 해제지역’보다 2005년까지는 대조군인
‘경기도 평균’ 지가와 유사하였으나 이후 낮아졌다. ‘2008 이전해제지역’에서 규
제완화의 효과가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7>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 및 주변지역 대지가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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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 및 주변지역 대지 평균가격
(단위: 천 원)
08년 해제지역
08년 이전 해제지역
존치지역
경기도 평균

‘01

‘02

‘03

‘04

‘05

‘06

‘07

‘08

238
394
84
365

230
333
105
381

242
384
123
425

265
455
149
525

361
606
233
639

851
721
273
843

916
724
293
854

1,077
814
318
944

(3)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전년대비 지가변동률 변화

<그림 4-28>에서 볼 수 있듯이 파주지역의 지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여
부와 관계없이 지난 몇 년 사이에 경기도의 평균 지가변동률보다 빠른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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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여 왔다. 2004년 4월 LCD 파주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과 2004년 12월 운
정지구 개발계획 승인 등 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난 개발사업 때문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개발계획 수립 후 사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영향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림 4-28>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
지가 변동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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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
(단위: %)
08년 해제지역
08년 이전 해제지역
존치지역
경기도 평균

‘01

‘02

‘03

‘04

‘05

‘06

‘07

‘08

0.0
0.0
0.0
0.0

-3.2
-15.4
25.9
4.3

5.2
15.2
17.0
11.8

9.6
18.5
20.6
23.3

36.2
33.3
56.5
21.8

135.6
18.9
17.2
31.9

7.7
0.4
7.6
1.3

17.5
12.4
8.4
10.5

(4)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2001년 대비 지가변동

지난 7년동안 ‘경기도 평균’ 지가가 1.6배 상승하였을 때 ‘군사 존치지역’은 2.8
배 상승하였고, ‘2008 이전해제지역’은 1배 상승하였으며 ‘2008 해제지역’은 3.5
배 상승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전주시 및 김포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우와
달리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
기 힘들다. 각종 개발계획이 동시에 발표되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는 사
후에 조정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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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의 누적 지가변동률
2008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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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의 누적 지가변동률
(단위: %)
08년 해제지역
08년 이전 해제지역
존치지역
경기도 평균

‘01

‘02

‘03

‘04

‘05

‘06

‘07

‘08

0.0
0.0
0.0
0.0

-3.2
-15.4
25.9
4.3

1.9
-2.6
47.3
16.6

11.6
15.4
77.7
43.8

52.0
53.8
178.1
75.2

258.0
83.0
226.0
131.0

285.6
83.8
250.7
134.0

353.2
106.6
280.2
158.7

5) 시계열분석 소결

이 절에서 우리는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가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주시, 김포시, 그리고 파주시를
대상으로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직후 해당지역의 지가가 상승한 반면, 군사시설보호구
역은 해제하였더라도 이 때문에 지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였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은 대부분 이미 기개발지로 전환되었거나
도시개발계획 수립 이후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 사후적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절에서 사용한 GIS를 이용한 지가 시계열변화 분석은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외의 다른 지가변동 요인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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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가변동을 해제지역, 존치지역, 주변지역별로 상호 비교하는 데 그쳤기 때
문에 규제완화에 의한 지가변화의 크기나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은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효과를 국지적 및 미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거시경제모형이나 시스템 다
이내믹스모형의 분석결과를 보완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4. 실증분석의 시사점
이 장에서 우리는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완화의 파급효과를
계량경제모형, 시스템 다이내믹스, 그리고 필지단위별 지가변화 시계열분석을 통
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지가안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의 크기는 기대와 달리 아주 제한적이었다. 예컨대, 계량경제
모형 분석결과 10㎢(3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
더라도 전국 수준에서는 지가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으며, 도시용지 수요
및 토지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도에서는 약 1% 정도의 지가인하 효과가 있
었다. 이 경우에도 도시용지 공급량에 비하면 거의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개발된 모형 내에서 경
기도의 가용지 비율을 10%(약 78㎢ ) 및 20%(약 157㎢) 늘리더라도 지가하락 폭
은 각각 0.9%와 1.7%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모의실험 분석결과는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전국에 걸쳐 일시에 적용하는 것보다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과 토지이용 규제완화의 정책목표를 지가안
정 측면보다 토지이용의 효율성 또는 생산성 제고 측면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
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규제완화는 당해토지의 용도전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규제완화 대상토지
의 지가가 흔히 상승한다. 지가변화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지역은 해제계획의 발표시점과 실제 해제된 시점을 전후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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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다 지가가 더 빨리 상승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토지이용규제를 해제
하면서 일정부분 토지시장 안정시책을 동시에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또한 규제가 완화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후에 어떻게 조정
하여야 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에
는 대개의 경우 이미 개발예정지로 확정된 후 사후에 해제하기 때문에 해제효과
를 분리하여 측정하기 어려웠다.
셋째, 토지이용 규제지역에 대한 가수요가 증가할수록 지가 역시 상승할 것이
라는 것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에서 확인하였는데, 가수요가 10% 증가할 때
지가는 1.4% 상승하였다. 가수요 증가량에 비하여 지가의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필요하지만 토지시장 안
정시책이 시장기구를 지나치게 규제할 만큼 크게 대응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제완화 그 자체보다 도시용지 공급시기를 단축하는 것이 토지
시장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제완화부터 개발계획 수
립 → 토지개발 및 공급 → 주택건설 등 실제로 도시용지로 이용하기까지 오래
걸리는 시간적 마찰효과가 토지이용 규제완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토지이용 행위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규제
가 완화된 당해토지를 개발 및 이용하는 데 거쳐야 하는 다양한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려는 정책적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사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 장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토지시장
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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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토지시장 관리방안

이 장에서는 주요국의 토지시장 관리방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해외사례는 영미법계(영
국과 미국), 대륙법계(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아시아계(일본과 싱가포르) 국가
등 대표적인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토지시장 관리시책을 규제완화와 도시용

지 개발공급과정
․
(도시화), 처분수익과정
․
(상품화), 그리고 소유이용과정
․
(사유화)
별로 세분하여 각 단계별 관리방안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해외사례가 우리에게 주
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개관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공급
확대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
다. 정책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
한 도시계획제도의 정비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개발이익 조정과제이다. 여기에서
는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을 감안하여 개발이익 조정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이익 조정의 정
책 틀은 서로 간에 유사하다. 다만 나라마다 세부적인 정책에서는 영미법계와 대
륙법계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 아시아 국가인 일본은 민법 등 법률토대는 대
륙법계의 전통을 갖고 있으면서 세부 운영은 영미법계를 혼용하고 있고, 싱가포
르는 영국 통치의 영향으로 영미법계 제도를 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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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나라에서 개발이익 조정과제 또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틀을 운영함에

있어서 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개발․공급과정(도시화)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부담금형태로, 처분․수익과정(상품화)과 소유․이용과정(사유화)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은 조세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석
틀 속에서 각국의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1) 다만, 조세제도 자체의 분석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개발이익 환수 또는 조정목적으로 운용
한다고 보기 어려운 취득세 및 보유세 등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서술하고자 한
다.2)

2. 영미법계의 토지시장 관리방안
1) 영국
(1) 도시용지 개발공급과
․
토지시장 관리

영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동안 다양한 형
태의 환수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개발이
익 환수제도를 도입할 때 전형적인 모형으로 검토되어 왔다. 영국은 개발이익을
개발행위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의 증가라고 정의하며, 이들 개발이익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공공이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공익을 위하여 금전 및 기타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트
와트 보고서가 1942년에 채택된 이래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다.3)
1) 정희남․김승종 외. 2003.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정희남․김승종
외. 2003. ｢일본과 영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국토연구원; 국토해양부․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2) 주요국가의 조세제도는 3-4년 단위로 발간하는 조세연구원의 ｢주요국의 조세제도｣를 참조.
3) 1942년 손실보상과 개발이익 문제의 해소방안 마련을 위하여 구성된 전문가위원회(The Expert
Committee on Compensation and Betterment)의 최종 결과는 ｢영국의 우트와트 보고서｣(서순탁․정희남
외 2인 (역). 2007. 국토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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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의 도시농촌계획법 이전

영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기원은 1427년 헨리6세가 제정한 ｢하수, 토지 배

수 및 해안 방조법｣(Sewers, Land Drainage and Sea Defense Acts)이다. 이 법으로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이후 공공의 투자 및 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가
치의 증가(betterment) 일부를 사회에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이 정착되었
다.4)
영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제도를 확립한 것은 1909

년의 ｢주택 및 도시계획법｣(Housing and Town Planning Act)이었다. 이 때 도시계
획 결정 및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50%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932년 ｢도시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 결정 또는 도시계획 결정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
으로 지가가 상승할 경우 토지가치 증가액의 75%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5)
이러한 조치들이 당초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제 운용도 미흡하였지만,
1942년 및 1952년의 국가위원회(Uthwatt Committee와 Simes Committee)에서 토지
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이론적 및 역
사적 근거로 활용되었다.6)

도시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47)

노동당정부는 1947년에 ｢도시농촌계획법｣에서 개발부담금(development charge)
제도를 도입하고 개발권 공유화를 규정하였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이용계획으로
지정한 용도지역 내에서 허용 가능한 용도 또는 현재의 이용상태에 부합하는 용
도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후 건물의 유지․보수 등 일부 예외적인 개

발행위를 제외하고는 개발허가 없이는 토지개발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개발허가

4) Hagman, Donald G. and Dean J, Misczysski etc. 1978. Windfalls for Wipeouts : Land Value Capture and
Compensation. Chicago : American Society of Planning Officials. p.312.
5) 서순탁․정희남 외 2인 (역). 2007. 영국의 우트와트 보고서. 국토연구원. p.188.
6) Lichfield, Nathaniel and Owen Connellan. 1997. Land Value Taxation in Britain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 History, Achievements and Prospects.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Working Paper.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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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개발행위를 허가
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보다 더 유리한 용도로 전환하면서 지가가 상승할
경우, 이러한 개발이익(betterment)의 10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지가상승분(건물가격 포함)이란 정부가 취한 조치, 즉 “공공사업의 수
행이라는 적극적인 조치와 주변 토지를 규제하는 소극적 조치로 인하여 상승한
토지가치의 증가”를 의미하였기 때문에,7) 개발부담금 산정은 개발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가치의 증가분 모두를 기준으로 하였다.8)
토지가치 증가분의 10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개발권이 사실상
공유화된 것과 같았기 때문에 개발권 보상문제가 제기되었고,9)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보상기금을 설치하였다. 종래의 토지소유자는 지역계획체계 내에서
개발권을 향유할 수 있었지만 새로 개발하려는 자는 계획허가를 통한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발권 보상문제가 제기된 것이
다. 이러한 개발권 보상을 실행하기 위하여 3억 파운드와 그 이자분(4,500만 파운
드)으로 구성된 보상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실제로 제기된 손실보상 청구금액이
3억 8천만 파운드에 달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보상규모를 크게 초과하지 않았다.
당초에는 손실보상이 청구되고 이들 청구된 개발권 보상금액에 대한 평가가 완
료될 것으로 예정된 194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토지 평가가치의 객관적인
비율에 따라 보상기금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발생한 개발이익의 100%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한계가 나타났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100%를 개발
부담금으로 개발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사적인 토지거래에서 현재 이용가치
와 잠재적 개발가치를 포함한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이것은 건축허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이들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사적 토지거래가 개발가치를 포함한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7) Cullingworth, B. and V. Nadin. 1994. Town and Country Planning in Britain. London: Routledge. p.107.
8) McAuslan, J.P.W.B. 1984. “Compensation and Betterment in Cities”. Charles M. Haar ed., Law, & Social
Policy: Learning from the British. Washington D.C.: Heath and Company. p.78.
9) Cullingworth, B. and V. Nadin. 1994. Town and Country Planning in Britain.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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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상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중앙토지위원회(the Central Land Board)에 “적정가격”으로 공공토지
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권한은 현재의 토지 이용
가치로 토지가 거래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경고적 차원에서 부여하였지만, 계
획통제가 강할수록 현재 이용가치와 시장가치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그 결
과 현재의 토지가치로 토지소유권을 정부에 수용당한 토지소유자는 잠재적 시장
가치를 포함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매하는 사적거래 당사자에 비하여 불리하였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많은 불만을 갖게 되었다.10)

도시농촌계획법 수정(1953년, 1954년, 1959년)

이러한 한계 등을 이유로 보수당정부는 1953년, 1954년, 1959년에 ｢도시농촌계

획법｣을 개정하여 개발부담금제도와 보상기금 및 중앙토지위원회를 폐지하였다.
개발권 공유화에 따른 손실보상은 신청된 개발행위허가를 허가하지 않아서 손실
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에만 보상하도록 하였다. 개발부담금제도와 중앙토
지위원회를 폐지하자 개발가치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기대가 커졌고, 이것은 이
후 토지투기의 주요한 발생요인으로 작용하였다.11) 정부가 토지를 강제 취득할

경우에 보상기준을 시장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도시농촌계획법｣을 1959년에 개
정하자, 토지소유자에게는 이론상으로 자신의 토지를 개인에게 매도하든 정부에
매도하든 동일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정부로서는 공공토지를 높은 가
격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2)
이후 노동당정부가 집권하면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새로운 형태로 다시 도입하
고 보수당정부가 집권하면 이를 폐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노동당정부는 1967년 ｢토지위원회법｣(Land Commission Act)을 제정하여 토지

10) Cullingworth, B. and V. Nadin. 1994. Town and Country Planning in Britain. p.109.
11) Parker, H.R. 1965. “The History of Compensation and Betterment Since 1900 in Land Values”. Hall Peter
ed.. The Report of the Proceedings of A Colloquium held in London on March 13~14, 1965, under the
Auspices of the Acton Society Trust. London: Sweet & Maxwell Limited. p.67.
12) Cullingworth, B. and V. Nadin. 1994. Town and Country Planning in Britain.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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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증가분의 40%를 조세로 부과하는 토지증가세(betterment levy)를 도입하였
다. 1947년의 개발부담금과 유사한 토지증가세는 민간거래에서는 조세부과의 기
준으로, 토지수용 시에는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보상가격 산정기준으로 기능하였

다. 노동당정부는 토지증가세 외에도 1967년에 ｢재정법｣(Finance Act)을 제정하여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도입하였다. 자본이득세는 현재의 토지이용가치
가 증가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로서 개발가치의 증가에 부과하는 토지증가세
와 구별되었다. 이들 토지증가세와 자본이득세는 전통적인 토지세와 다른 새로
운 유형의 과세였다.13)

1971년 집권한 보수당정부는 ｢토지위원회법｣을 폐지하였고, 그 대신 토지나

건물을 매각할 때 발생한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개발이익세(Development Gain
Tax)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1974년 노동당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노
동당정부는 보수당정부 선거공약이었던 개발이익세를 도입하기 위하여 1974년

에 ｢재정법｣을 개정하였으며, 개발이익세는 1976년 제정된 ｢개발토지세법｣
(Development Land Tax Act)의 개발토지세로 대체되었다. 개발토지세는 토지의
개발 및 처분(건물 포함) 시 실현될 때 개발이익의 80%를 조세로 부과하였다. 노
동당정부는 또한 1975년에 ｢지역토지법｣(Community Land Act)을 제정하여 지방
정부의 강제적 토지수용 권한을 확대하였다. 이후 지방정부는 토지수용에서 중
앙정부보다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고 지방정부는 이 권한을 보다 적극적
인 계획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14)

1979년에 집권한 대처의 보수당정부는 ｢지역토지법｣을 폐지하였다. 또한 개발

토지세의 세율을 8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다양한 비과세․감면 조항을 신
설하여 운영하다가 1985년 ｢재정법｣을 개정하여 개발토지세를 폐지하였다. 그
대신 토지개발이득(development gains from land)을 소득세에 포함시켜 소득원천
종별 D의 제6종(부동산 소득)으로 과세하며 이것은 현재에 이르고 있다.

13) Lichfield, N. and H. Darin-Drabkin. 1980. Land Policy in Planning.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p.144.
14) Lichfield, N. and H. Darin-Drabkin. 1980. Land Policy in Planning.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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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제도

1980년대 이후 경제가 호황을 맞으면서 개발사업에서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하
였으나 개발토지세 폐지로 직접적인 수단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기가 어렵
게 되었다. 지방정부는 개발허가를 조건으로 토지소유자나 개발사업자에게 기반
시설 또는 공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종전의 개
발이익이라는 용어와 개념 대신에 계획이익(planning gain)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15)
계획이익은 영국 도시계획에서 가장 특징적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역의
하나이다. 특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부지 외에 접근도로가 필요한 경우 개
발자 부담으로 접근도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개발허가에 대한 대가로 금전 및
기타 방법으로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이행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과
하는 것이 계획이익의 핵심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지방정부가 설치하여 왔던 기반시설이나 공익시설을 개발허가 조
건으로 토지소유자나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기반시설 설치의무(planning
obligations)는 계획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사실상 법적근거가 없었고
법정용어도 아니었다.16) 따라서 지방정부는 ｢도시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32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1972년), ｢주택법｣
Housing Act, 1974년) 등을 준용하여 개발업자와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합의
(agreements)”하고자 하였다. 이들 기반시설 설치의무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개발
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공공성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공공성과 담당 공무원의 독선 사이에서 중간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있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요구 내용을 개발자가 사전에 알 수 없다는 불
확정적인 문제, 교섭과정의 장기화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정부는 1983년 계획이익에 대하여 세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지자체 요구내용이 해당 개발사업 실행과 관련하여 정말 필요한가, 둘째 요구의
15) Claydon, J. and B. Smith. 1997. “Negotiating Planning Gains through the British Development Control
System”. Urban Studies. Vol. 34, No. 12, p.2005.
16) Crow, S. 1998, “Planning gain : there must be a better way”. Planning Perspective. v.13. 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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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해당 개발사업의 규모나 내용에 비추어 타당한가, 셋째 개발자의 부담 정
도가 납세자 및 이용자 부담과 비교하여 타당한가이다. 이 세 가기 기준을 완전
히 만족시킨 것만이 정당한 계획이익으로 자치체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17)
이후 몇 년간의 실무적인 논쟁을 거친 후 1989년 ｢환경부 자문보고서｣에서 계

획이익이라는 용어 대신에 계획협정(planning agree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
다. 계획협정이란 계획절차에서 직접적인 개발목적과 관계없이 계획허가 대가로
서 토지소유자 또는 개발사업자에게 금전, 기타의 방법 등을 통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계획협정의 부담내용에는 저소득층 주택건설, 학교․공원․교통시
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 동식물 및 문화재 보호시설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

한 정의는 1990년 ｢도시농촌계획법｣과 1991년 ｢계획 및 수용보상법｣에 반영되었
다. 이후 1991년 ｢환경부 지침｣(DOE, Circular 16/91)에서 계획이익과 계획협정이
라는 용어를 계획의무(planning obligations)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18)
계획허가와 관련하여 계획의무의 부과에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량권을 갖게 되

자 1997년에 ｢환경부 지침｣ 1/97에서 계획재량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

하였다. 이들 기준으로는 계획책임의 부과 필요성, 계획과의 관련성, 계획과의 직
접성, 공정성, 합리성 등이 포함되었다.19) 이러한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공공과 사업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기반시설 설치 등을 부담시키고자 하였으
나, 사실상 계획협상은 지방정부와 개발업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 일
방적인 의무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20)
이들 비판과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에 계획협정(planning
agreements)을 기반시설부담금제도(planning charge)로 전환하였다. 2000년 왕립도
17) 謦
晅. 1998. 영국의 도시기본계획(Master Plans). 송인성․이부귀(역). 전남대학교 출판
부. pp.210-211.
18) Lichfield, N. and H. Darin-Drabkin. 1980. Land Policy in Planning. p.10.
19) Claydon, J. and B. Smith. 1997. “Negotiating Planning Gains through the British Development Control
System”. p.2008.
20) Lichfield, Nathaniel and Owen Connellan. 1997. Land Value Taxation in Britain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 History, Achievements and Prospects.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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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획연구원(Royal Town Planning Institute)은 정부에 계획이익(planning gains) 체
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균형있고 계획적인 개발, 절차적인 투명성, 계획과정상 관
련자 간의 형평성, 계획절차의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21) 그리하여 계
획의무 또는 계획협정(planning obligation; planning agreements)의 대안으로 구획단
위를 기초로 개발사업자에게 기반시설부담금(tariff approach to infrastructure
charges)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종래의 계획허가에 대한 계획협
정과 달리 개발밀도의 차이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요율을 달리하여 부과하며, 기
반시설 부담금제 운영의 중요한 요소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담액 산정과 수인
가능한 부담 수준을 제안한 것이었다.
이 제안을 바탕으로 2004년 영국정부는 종래의 계획의무(planning obligations)

의 부과근거였던 ｢도시농촌계획법｣ 제106절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계획 및 수

용보상에 관한 법률｣(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을 제정하여 기반시설
부담금 근거규정을 국무부(Secretary of the State) 규정으로 대체하고 선택적 계획
부담금제(optional planning charge)를 도입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였다.22) 이에 따
라 이제 지방정부는 기반시설의 위치, 설치비용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부담계획
을 작성하여야 하며,23)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를 종래의 협정
방식과 기반시설부담금의 금전적 납부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
게 되었다.
다음 표는 영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전개과정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21) The Royal Town Planning Institute. 2000. Planning Gains and Obligations A Policy Paper. p.4.
22) http://www.propertylawuk.net/planningreform.html
23) Fennemores, Giles Ferin. 2004.6.10. “The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 at a Planning
Seminar at the National Hockey Stadium (http://www.fennemores.co.uk).
제 5 장∙주요국의 토지시장 관리방안

147

<표 5-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전개
법률

주요 내용

시행 과정 및 결과

도시농촌계획법
(Town & Country
Planning Act, 1947)

개발이익 및 토지관련 규정의
감독을 위하여 중앙토지위원회
발족
개발행위 허가조건으로 토지가
치 증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권 국유화에 따라 개발가
치 손실보상제도 도입(3억 파
운드의 중앙기금 마련)

2차대전 이후 노동당정부가 도
입
기대한 만큼 운영되지 않았으
며 개발의욕의 감소를 가져옴
보수당정부는 1953년, 1954년,
1959년에 동법을 개정하여 개
발부담금제 및 중앙토지위원회
를 폐지
동법 개정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의무도 폐지
됨

재정법
(Finance Act, 1965)

임대든 매매든 토지를 포함한
자산의 처분 시 자본이득세 도
입

자본이득세은 일반조세의 하나
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토지위원회법
(Land Commission
Act, 1967)

개발용지 매수 및 개발사업 수
행을 위하여 토지위원회 설치
토지증가세를 도입하여, 사적
거래 및 토지위원회에 매각 시
개발이익의 40%를 부과

노동당 정부에서 도입
토지증가세를 통한 재원확보가
어려웠고 토지공급도 실망적임
1971년에 보수당 정부는 동법
을 폐지

재정법
(Finance Act, 1974)

개발이익세 도입
개발가치 및 잠재적 개발가치
를 갖는 토지 및 건물 처분 시
발생하는 실질적 자본이득을
환수
“물리적 개발”에 의한 최초의
건축물에 개발이익세 부과

1973년 보수당정부에서 공약제
시
1974년 집권한 노동당정부에서
개발이익세를 운용하다, 1976
년 개발토지세로 대체

지역토지법
(Community Land
Act, 1975)

지역토지체계 내에서 강제수용
범위 확대
지방정부는 민간부문의 개발을
위하여 토지 매입이 가능, 또한
장기임대를 통하여 보유토지
처분도 가능

노동당정부에서 도입
국가경제 위기로 전체적인 운
영이 적자로 돌입하는 등 당초
목적 달성에 실패
1979년 보수당정부에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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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토지세법
(Development Land
Tax, 1976)

선택적계획부담금
(Optional Planning
Charge, 2006)

개발이익은 시장가치와 현재가
치 또는 추가적 시설설치 비용
과의 차액으로 정의함
토지를 매매 및 임대하는 경우
나 개발되는 때 개발토지세 부
과

1979년 보수당정부 집권으로
세율이 60%로 완화된 후 1985
년 완전히 폐지됨
이후 노동당 정부의 개발이익
에 대한 과세적 시도는 좌절됨

1985년 개발토지세법 폐지 후
개발사업자에게
계획이익
(planning gains)을 환수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의무제
(planning obligation)를 도입

자료 : Connellan, O. 2003. Land Value Taxation in Britain:

1989년 계획협정((planning
agreements)으로 명칭 변경
1991년 계획의무(planning
obligation)로 명칭 변경
2004년 계획부담금제(planning
charge)로 명칭 변경
2006년 선택적 계획부담금제
(optional planning charge)로
명칭 변경
Experience and Opportunities를 수정.

(2) 부동산의 처분수익과
․
토지시장 관리

부동산 처분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와 유
사한 것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며, 법인은 법인세 특별부과세 형태로 부과된다.24)

개인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과세대상 : 자본이득세는 개인이 자신의 주된 거주용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처
분하여서 얻은 자본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으로 5,000∾ 이내의 주택 및 정원 부지는 자본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자기가 거주하던 주택은 자본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우리의 1세대-1
주택 비과세체계와 유사하다.
과세표준과 세율 : 2008년 이전에는 자본이득세 세율이 기초세율 10%, 기본세
율 20%, 최고세율 40% 등 3단계로 운영되었고 여기에 장기보유 공제제도 등을
작용하였다. 이후 세제개편에 따라 2008년 4월 이후는 3단계 세율체계를 18% 단
일체계로 개편하고 장기보유 공제제도(taper relief)는 폐지하였다.25) 물가연동 공
24)

本昗 旈

. 2006. 不

斥

昗

旛調

.

: (

) 地諛

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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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도(inflation indexation allowance)는 1998년에 이미 폐지하였다. 다만, 1998년
4월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998년 4월 5일까지의 소매물
가지수에 근거하여 작성된 물가연동공제를 경과조치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매
년 자본이득세의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예컨대, 2002/2003년
에는 7,700파운드, 2003/2004년에는 7,900파운드, 2004/2005년도에는 8,200파운드,
2005/2006년도에는 8,500파운드까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법인의 자본이득세(Corporate Tax)

과세대상 : 법인의 자본이득은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 형태로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법인소유의 부동산 등의 처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이다. 임대료와
리스, 권리금 중 부동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자본이득으로 과세된다.
납세의무자 : 법인은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그 밖에 공공단체, 외국기업
의 지점, 신탁회사 등이 법인으로 분류되지만, 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이들
법인 중 신탁회사 등이 제외된다. 영국내 거주법인은 전세계 소득과 자본이득이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다. 영국에서 설립된 법인은 모두 거주법인이며,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도 만약 회사의 경영과 업무상 관리 중심이 영국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법인으로 보고 과세한다.
과세표준과 세율 : 법인세는 회계상 세금을 제외한 전체 수익과 부동산의 자본
이득을 합한 뒤 각종 공제항목을 공제한 후 과세한다. 법인세의 기본세율은 30%
이며, 30만 파운드 이하의 소액소득은 19%를 적용한다. 즉 30만 파운드 이하의
소득은 19%를 적용하고 3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19%~30% 사이가 된다. 법인세 특례
조치로서 사업용자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
본이득을 신규자산의 취득가격에서 공제한다. 경제자유구역(enterprise zone)에서
건물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자본이득을 100% 공제한다.

25) 손경환 외. 2008.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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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
토지시장 관리
취득관련 조세

토지인지세 : 우리나라의 취득세와 유사한 조세로 토지인지세(Stamp Duty
Land Tax)가 있다. 토지인지세는 부동산이나 재산권의 양도 또는 임대 시 양도액
ㆍ리스 권리금ㆍ리스료 등을 기준으로 0.5% 부과한다. 토지와 건물의 거주용 리
스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권리금(premium)과 평균 연간 임대료도 토지인
지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Inheritance Tax) : 상속세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7년 이전까지의 자산증
여가 과세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와 달리 증여는 자본이득 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국은 증여세가 없고 상속세만 존재한다. 또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의
보완 과세로 다루고 면세점이 높아 96% 이상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달리 영국의
부가가치세는 토지 등 부동산의 거래 시에도 부과된다. 연간 5만 파운드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격의 17.5% 인 기본세율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본래 부가가치세는 매수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제도 운영 상 매도자가 원천징수
한다.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지불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에
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유관련 조세

영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주거용 재산세(Council Rate)와 국세인 비주
거용-재산세(Non-domestic Rate)가 있다.
주거용-재산세(Council Tax) : 거주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여 일종의 주민세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주거용 재산세가 부과된다. 1993년 이전에는 임대
26) 조세연구원. 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 영국편｣.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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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기초로 부과하였으나 이후에는 자산가격을 기초로 과세한다. 주거용 주택
의 재산세는 결국 주택가격,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의 수, 그리고 조세감
면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결정한다.
비주거용-재산세(Non-domestic Rate) : 비거주용 부동산의 재산세는 법인자산
에 대한 재산세로서, 1990년 이후 국세로 이관되어 국고로 징수한 후 인구 수에
따라 지자체에 배분하는 우리나라의 일반교부금제도와 유사하다. 과거 이 재산
세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자체 간의 세수격차의 큰 요인이 된다는 진단
아래 국세로 운영하고, 각 자치단체의 성인 수에 비례하여 지방단체에 재분배함
으로써 지방세 수입의 균등화에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종
합부동산세의 운영과 다소 유사하다. 비거주용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우리와
달리 그 부동산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따라서 임대용 자산은 임차인
(lease holder)이 납세의무자이다.

2) 미국

(1) 도시용지 개발ㆍ공급과 토지시장 관리

미국은 국토가 넓고 산업 및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영국에 비하여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세제를 통한 개발이익 조정보다 토지이용규제를 통하여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자 하였다.
1920년대에 주정부의 지역개발에 따라 도시 주변지역에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
로, 학교,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자 1922년 상무부가 표준도시
계획수권법(Standard City Planning and Zoning Enabling Acts)을 제정하여 택지분
할규제제도(subdivision regulations)를 도입하였다.27) 이 제도를 통하여 주정부는

27) 토지가 분할(분필)되는 경우에 지역사회 및 도시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택지분할규
제(subdivision regulation)는 경찰권에 바탕을 둔 토지이용규제로서 지역지구제(zoning) 다음으로 중요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의 분필규제는 구획절차 및 통제, 도로․ 하수 등 시설요구, 개발유보,
기부채납 요구, 대체부담금, 이행보증금 등과 같은 수단을 포함한다(권오창. 2001. “미국과 한국에서
의 공공시설부담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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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분할사업자에게 사업지역 내 기반시설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1940년대에는
이 부담이 택지분할사업 주변지역의 기반시설까지로 확장되었고,28) 1950년대 후
반에는 택지분할허가의 조건으로 시설부담제도가 폭넓게 인정되었다. 1960년대
이후 지방정부는 새로운 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재산세와 자
본이득세 등의 조세를 인상하려고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조세저항에 부딪쳤다.
결국 지방정부는 새로운 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수요를
개발사업자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내 자치단체의 과반
수 이상이 개발사업지구 내 및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을 개발사
업자에게 부과하게 되었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범
위도 계속 확대되었다.29)
미국은 민간개발이나 공공사업의 편익증진으로 상승한 토지가치분, 즉 개발이
익을 주로 공공서비스와 공간정비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하여 환수하고자 한
다. 이것은 이른 바 ‘성장한 만큼 지불한다(pay as you grow)’라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30) 미국의 대표적인 개발이익 환수수단으로는 기반시설 개발자부담제,
수익자부담금제, 자본이득세제를 들 수 있다.

기반시설 개발자부담제

기반시설 개발자부담제는 용도지역(zoning) 조례나 택지분할규제 또는 표준도
시계획수권법에 근거하여 특별한 규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개발자부담금은
토지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신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공공
서비스와 공간을 개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발자부담금의 실제 운
용방식은 택지분할부담금(subdivision exaction), 개발영향부담금(impact fees), 협의
부담(negotiated obligation), 연계부담금(linkage fees), 혼합조닝(inclusionary zoing)
28) Rhoads, Deborah. 1994. “Developer Exactions and Public Decision making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Arizona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v.11. p.472.
29) Smith, R. Marlin. 1987. “From Subdivision Improvement Requirements to Community Benefit Assessments
and Linkage Payments: A Brief History of Land Development Exactions”. Law & Contemporary Probes.
pp7-8.
30) 조세연구원. 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편｣.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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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하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지구 내 공공시설 기부채납(dedicated on-site facilities)이
다. 지방정부는 당해 사업지역 내에서 요구되는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공
원, 학교, 도서관 등을 개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부채납은 공동
체의 건강, 안전, 복지 등을 위하여 정당화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개발사업으
로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는 자에게 그로 인하여 초래된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31)
기부채납에 갈음하는 대체부담금(in-lieu-fees) 제도도 있다. 개발사업자가 기부
채납한 토지가 개발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용도에 부적합하거나 그러한
개발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지방정부는 개발사업자에게 기
부채납에 갈음하여 대체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32) 2006년에 도입되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우리나라의 기반시설부담금제도와 유사한 형태이다.
미국제도의 가장 큰 특성 중의 하나는 다음 절에서 별도로 보게 될 개발영향부
담금(development impact fees: DIF)제도이다. 미국은 새로운 개발사업이 공공기반
시설에 미치는 거주 및 재정적 악영향을 감쇄하기 위하여 1970년대부터 DIF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부담금은 대체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및 도로 신설에 필요
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DIF와 대체부담금은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지만, 대체부담금과 달리 DIF는 토지분할사업 외에도 모든 형태의 새로운
개발사업에 부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대체부담금은 기부채
납에 갈음하여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기 때문에 재원 활용이 제한적이지만, DIF
는 재원을 보다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33)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에서 다
시 상술하고자 한다.
DIF보다 발전된 형태인 연계부담금(linkage fees) 제도는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31) Compare Ayers vs. City Council of City of Los Angeles, 207 P.2d 1 (California. 1949).
32) Rhoads, Deborah. 1994. “Developer Exactions and Public Decision making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Arizona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v.11. pp.476-477.
33) Murphy, Noreen A. 1996. “The Viability of Impact Fees After Nollan and Doland”. New England Law
Review. v.31.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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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송시설, 직업교육시설, 육아시설 및 저소득층 주택건설과 같은 주변지역의
공공시설에 대한 추가부담을 의미한다. 연계부담금은 DIF와 거의 유사하지만,
DIF와 달리 개발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항상 요구하지는 않는다.34)
따라서 공공시설 설치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연계부
담금이 전통적인 조세부담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35)

개발영향부담제 (development impact fees: DIF)36)

197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증가하는 기반시설 설치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조달의 대안으로 개발영향부담금제가 부상하였다. DIF
는 토지개발로 초래된 새로운 기반시설 수요를 개발과 동시에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개발시점 또는 개발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 시점에 기반시설이 충분
히 공급되도록 하되 그 설치비용은 신규 기반시설을 유발한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DIF는 ‘성장한 만큼 지불한다(pay as you grow)’라는
계획원리에 따라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신규
개발과 기반시설 용량 간의 조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DIF는 공공과 민
간 양측에서 동시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민간부문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DIF를 부담하고, 공공은 DIF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여 기반시설 용량 또는 기반시설 서비스를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시기
를 조절하는 자본증진 프로그램(Capital Improvement Program)을 수립ㆍ운영하여
야 한다.
DIF는 지역종합개발계획과 자본증진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먼저 인구와 도시성장을 예측하여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에 따른 신

34) Collin, Robert & Michael Lytton. 1989. “Linkage : An Evaluation and Exploration”. 21 Ufb. Law. p.413.
35) Rhoads, Deborah. 1994. “Developer Exactions and Public Decision making in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Arizona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v.11. p.476.
36) 정희남 외. 2006. ｢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 건설교통부ㆍ국토연구원. pp.105-125; 김형복
외. 2006.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건설교통부ㆍ한국토지공사. p.11-14.; 김상조
외. 2008.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시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 건설교통부ㆍ국토연구원ㆍ대
한국토도시계획학회.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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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개발규모와 방향을 정한 후, 신개발 지역에 적용할 기반시설의 서비스 용
량을 결정한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에 의하여 DIF를 배분하되 배분기준은 기존
시설에 투자된 비용을 기준으로 단위면적 당 원단위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주거
용은 주로 주택 호 당(per unit) 기준으로 상업업무용 및 산업용은 단위면적 당(per
square foot) 기준으로 부과규모를 산정한다.
미국의 DIF는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시점에서 부과하고, 일반 조세와 달리 기
반시설의 수요증가분을 충당하는 데에만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DIF 부
과 대상시설은 대개 도로, 상수도, 하수도, 재해방지 관련시설, 공원, 소방, 경찰,
도서관, 쓰레기(처리), 학교시설 등이다.

<표 5-2> 미국의 각 주별 DIF 적용대상 기반시설
시설
주
애리조나
아칸소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조지아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메인
메릴랜드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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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수도

하수도

재해 공원 소방 경찰 도서관

쓰레기

학교

시설
주

도로 상수도

하수도

재해 공원 소방 경찰 도서관

쓰레기

학교

로드아일랜드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도시)
위스콘신(카운티)

자료: 김형복 외. 2006.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p.13.

미국은 공공시설 설치비를 전통적으로 재산세에서 부담하였지만, 조세저항 등
의 이유로 최근에는 DIF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현재 미국 전체 시(City)의
60% 이상, 군(County)의 40% 이상이 DIF를 부과하고 있고, DIF의 규모는 2000년
도 기준으로 지방정부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익자부담금제

수익자부담금제(special assessment)는 특정 공공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자에게
이익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미국의 수익자부담

금제도는 영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1961년 뉴욕에서 ｢수익자부담금법｣
(Special Assessment Law)이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그들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뉴욕 내 모든 주민들에게 타당한 세를 부과하되”,
배수시설, 도로포장 등 공공사업에 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수익자부담금제는 특별과세지구(Special Assessment Districts : SAD)와 조세증
수지구(Tax Increment Financing Districts : TIF)로 구성된다. SAD 안에서 특정 공
공시설 정비에 의한 편익 증대로 부동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부동산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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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 추가하여 새로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공사업에 의하여 발생된 특
별이익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킨다. TIF에서도 개발
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공공의 개발비용을 미래의 부동산 재산세 수입으로 충
당하려는 제도이다. 공공사업으로 이익을 받은 토지소유자에게 이익을 받은 비
율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들 제도는 소규모 지방 공공사업에 대부
분 적용되어 왔으며, 그 외에 일반적인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서비스 제고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은 주로 재산세를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2) 부동산의 처분수익과
․
토지시장 관리

미국은 소득세(고정자산)와 법인세(투자 자산) 체계 내에서 통상적인 개인 소
득 및 법인 소득과 자본이득(capital gains)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개인의 자본이득세

개인은 부동산의 처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을 연간 개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한다. 부동산의 자본이득은 1년을 기준으로 1년 초과 시는 장기 자본이득, 1년
이하는 단기 자본이득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실현된 매각대금에서 조정된 장
부가격과 매각비용을 제한 후의 양도이익에서 이연되거나 비과세되는 이익을 제
하여 과세대상 자본이익을 산출한다. 단기(1년 이하 보유) 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에는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세 계산은 단순한 종합소득과세가 되며,
장기(1년 이상 보유) 소득인 경우에는 통상소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
에 신고서상에서는 우선 15%의 최고세율로 잠정계산한 후 나중에 조정하게 된
다.
개인의 자본이득세 세율은 과거에는 8%~20%였으나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2003년에 5%~15%로 인하하였다. 이러한 인하세율은 미국의 자본이득세 역사 상
가장 낮은 세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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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미국의 소득세율과 자본이득세율
소득세율

장기 자본이득세 세율

(2001년 → 02년 → 현행)

2000년

0% → 10.0% → 10.0%

2001년

2003년부터

8%

5%

15.0% → 15.0% → 15.0%

10%

8%

5%

28.0% → 27.0% → 25.0%

20%

20%

15%

31.0% → 30.0% → 28.0%

20%

20%

15%

36.0% → 35.0% → 33.0%

20%

20%

15%

39.6% → 38.6% → 35.0%
자료 : 本 昗 旈
. 2006. ｢不

斥

20%
昗

20%
旛調
｣.

15%

법인의 자본이득세

법인의 과세표준은 투자용 부동산(capital asset)의 처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을
법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여기에서 투자용 부동산이란

부동산 판매업

자 등이 보유하는 판매용 부동산 등 통상의 영업목적으로 보유하는 판매용 재고
정리 자산

통상의 영업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채권

사업을 위한 유형고정

자산(부동산 및 상각대상 동산) 등을 제외한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
한다. 법인의 자본이득세 세액은 15%~39%까지 누적하여 적용한다.

<표 5-4> 미국의 법인세율 (1993년도～2005년 현재)
과세 소득

초과 세율

세액

$50,000 이하

15%

~ $7,500

$50,000 ～ $75,000

25%

$7,500 + $50,000초과액 × 25%

$75,000 ～ $100,000

34%

$13,750 + $75,000초과액 × 34%

$100,000 ～ $335,000

39%

$22,500 + $100,000초과액 × 39%

$335,000 ～ $10,000,000

34%

$113,900 + $335,000초과액 × 34%

$10,000,000 ～ $15,000,000

35%

$3,400,000 + $10,000,000초과액 × 35%

$15,000,000 ～ $18,333,333

38%

$5,150,000 + $15,000,000초과액 × 38%

자료 :

$18,333,333 초과
35%
本昗 旈
. 2006. ｢不
斥

$6,416,667 + $18,333,333초과액 × 35%
昗
旛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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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
토지시장 관리

미국의 부동산 관련세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3단계에서 부과된다.
연방세는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부과되는 국세이며,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는 별도의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논의하기가 어렵다. 부동산관련 국세의 대표적인 세금
은 앞에서 논의한 자본이득세와 상속ㆍ증여세이며, 지방세의 대표적인 세금은
재산세이지만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뉴욕시와 뉴욕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취득관련 조세

부동산 이전세(Real Estate Transfer Tax) : 부동산 양도 시 납부하는 조세로서
우리의 취득세와 유사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우리와 달리 매도자이다. 세율은 뉴
욕시의 주택인 경우 2.5만 달러 이하는 비과세, 50만 달러 이하는 1%, 50만 달러
초과는 1.425% 이다. 사업용 부동산은 50만 달러 이하는 1.425%, 50 만 달러 초과
는 2.625% 이다.
상속증여세(Estate Gift Tax) : 상속 및 증여 시 부과하는 조세이다. 세율은
18%(1만 달러 이하) ~ 47%(200만 달러 초과)이었으나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면
세범위를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하기로 하였다. 2009년 현재 최고세율은 45%
이다. 2010년도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한 후 최고세율을 35% 수준으로 인하
하기로 하였다.
세대간 이전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GST) : 조부모가 손자에게 유산
을 상속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증여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된다.
2004년도에는 150만 달러까지 비과세로 인정하고 부부 공동의 경우는 240만 달
러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초과분은 상속증여세 대상이 된다. 2010년에 1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한 후 최고세율을 35%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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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관련 조세

미국의 보유세는 가장 전형적인 조세가 재산세(Property Tax)이지만, 재산세 외
에도 학교, 지구 경찰, 소방 등의 운영비용으로 별도의 세금이 있고, 시가지 재생
사업이나 인프라 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활용하는 조세증수지구(Tax Increment
Financing District: TIF) 제도 역시 보유세의 일종이다.
재산세는 지방정부 중 카운티나 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전형적인 지
방세로서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이 지방정부마다 다르다. 예컨대 부동산은
모든 주에서, 상각재산과 동산은 39개 주에서, 무형재산은 21개 주에서 과세대상
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율은 보통 해당 지방정부의 세출예산
액에서 재산세 수입 외의 세입예상액을 뺀 뒤 이를 과세표준 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미국 각 주의 재산세 실효세율 수준은 지역에 따라 시가의 1.0%~3.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과세표준은 대부분 매년 과세평가관(assessor)이
평가표준일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평가 혹은 감정하여 결
정한다.38)
미국의 재산세제도는 지역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뉴욕시
를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뉴욕의 재산세는 주정부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
단체가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세율을 결정하며,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자산의 소유자(법인 및 개인)이지만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세입자가 지불하
기도 한다. 특히,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는 대개 세입자가 재산세를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다.
과세표준은 매년 과세평가관이 평가하되 주택의 경우는 시가의 100% 이하로
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장가치의 45%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재산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산세 인상률의 한도(capping)는 연간 6% 이내 및 5년간 20%
이내로 규정한다.
37) 손경환 외. 2008.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p.68-69.
38) 諢 和 . 2005. ｢ 地 斍 :
的
的斍 ｣.
: 本
. p.359; 조세연구
원. 2004.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편｣. p.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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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뉴욕시 과세등급별 재산세 세율변화 추이
연도

과세등급 1

과세등급 2

1997/98
10.849
11.046
1998/99
10.961
10.739
1999/00
11.167
10.851
2000/01
11.255
10.847
2001/02
11.609
10.792
2002 1-2분기
11.936
10.564
2002 3-4분기
14.160
12.517
2003/04
14.550
12.620
2004/05
15.094
12.216
자료 : Department of Finance. 2005. The City of New York.

과세등급 3

과세등급 4

8.282
8.800
9.398
10.504
10.541
10.607
12.565
12.418
12.553

10.164
10.236
9.989
9.768
9.712
9.776
11.580
11.431
11.558

<표 5-6> 뉴욕시 부동산 과세등급, 과세액, 과세표준 사례(2004/05년 기준)
과세 등급 1 (Tax Class 1)

세율 15.094% (2004/05년)

목표 과세표준
-시가의 6%
-연간 상승률 6% 이내
-5년간 상승률 20% 이내

주된 주거용의 주택으로 1동에 1~3호( )
(Class 1A) 거주용 콘도미니엄으로 3층 이하로 당초부터 콘도미니엄으로서 건설된 것
(Class 1B) 현재는 빈터지만 용도지역이 주거지역(맨하탄과 110번가 남쪽 빈터는 제외)
(Class 1C) 거주용 콘도미니엄으로 1동에 3호 미만이며 전년도에 과세등급 1 유형으로
평가된 것
(Class 1D) 공동주택조합이 소유한 토지에 있는 단독주택 등
목표 과세표준
- 시가의 45%
과세 등급 2 (Tax Class 2)
세율 12.216% (2004/05년)
- 연간 상승률 6% 이내
- 5년간 상승률 30% 이내
과세등급 1로 분류되지 않는 그 외의 주된 주거용 물건
공동 주택, 임대 주택, 그 외의 모든 주거용 콘도미니엄
호텔, 모텔 혹은 유사한 상업용 물건은 제외
(Class 2A) 1동에 4~6호 주택으로 공동조합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이나 콘도미
니엄은 제외
(Class 2B) 1동에 7~10호 주택으로 공동조합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이나 콘도미
니엄 제외
(Class 2C) 과세등급 1에 해당하지 않는 1동에 11호 이하의 공동조합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이나 콘도미니엄
목표 과세표준
과세 등급 3 (Tax Class 3)
세율 12.553% (2004/05년)
- 시가의 45%
전기, 전화 공급회사 등 공익사업자 소유 부동산
토지와 일정한 건물을 제외한 전화전신기기 등
목표 과세표준
과세 등급 4 (Tax Class 4)
세율 11.558% (2004/05년)
- 시가의 45%
과세등급 1~3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점포 및 창고, 호텔, 빈터 등
(Class 4A) 철도회사 소유부동산
자료 : Department of Finance. 2005. The City of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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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미국 주요 도시의 재산세 비교
뉴욕

과세대상

세율구조

시카고

NY주 : 부동산
사업목적으로 NY시내
부동산 임차 시

일리노이주: 부동산

11.558~15.094%
35%공제 전의 연간 임
대료가 $25만 이하는
비과세.
$25만 이상은 6%.

각 지역별 평준화 승수
로 과세표준을 마련한
후 세율을 곱함
-주거용: 2.4598%
-업무용: 6.433%

워싱턴 D.C.

보스턴

로스엔젤레스

상업용 재고정리자산을
제외한 부동산

모든 유형자산
제조용 기계장치, 공해방
지기기, 재고정리자산 등
은 비과세.

-모든 자산.
-재고정리자산, 주 공채,
사업용 주식사채신탁
증권현금과 예금은 비
과세.

1(주택): 0.92%
과세등급2(사업용):
1.85%
과세등급3(기타):5.00%

주택 - 1.129%(2003년)
- 1.015%(2004년)
- 1.073%(2005년)
상공업용-3.149%(2003년)
- 3.305%(2004년도)
- 3.268%(2005년)

-부동산 최고세율 : 1%
-단. LA시 공채상환 재원
으로 일정율 가산
(2004년 가산율 : 0.2%)

시가의 100%

시가의 100%
-1975년 3월 시가를 기
준으로서 연간 상승률
2%를 한도로 조정
-다만, 1975년 3월 이후
구입건축 부동산은
시가로 재평가.

<과세등급: class>
1등급: 22%(토지)
2등급: 16%(6호 이하의
기본목표 :시가의 45% 아파트, 콘도 등)
주거용 :시가의 8%
3등급: 33% (2등급 이외
과세표준
시가의 100%
연간 임대료에서 35% 의 주택 부동산)
공제 후 산정
4등급: 30% (NPO 소유
택지 이외의 물건)
5a등급: 38% (기타)
5b 등급:36%(산업용)
자료 : 本 昗 旈
. 2006. ｢不
斥
昗
旛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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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은 4개의 유형별로 11.6%~15.1%(시가 반영률 6%~45%를 감안하면
시가의 0.9%~5.2%)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높으며, 매년 상승추세를 보이
고 있다. 재산세가 지방정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44%로 지자체마다
다양하다.

3. 대륙법계의 토지시장 관리방안
1) 프랑스
(1) 도시용지 개발공급과
․
토지시장 관리
개요

토지시장 관리방안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제도가 대륙법계인 프랑스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양한 방면에서 발달하여 왔으나, 영미법계인 영국과는 다
른 경로로 발전하여 왔다.
영국은 개발허가제가 주로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도입된 반면, 프랑스는 난
개발 방지를 위하여 1924년 개발허가제를 도입하였다. 프랑스는 도시외곽의 무
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1924년 7월 토지개발허가제를 도입하였다. 이
어 1943년 6월 도시계획 관련규제를 강화하면서 도지사(préfet)가39) 국가 이름으
로 발급하는 건축허가제마저 도입하여, 절대적인 소유권 개념에 근거한 기존의
자유로운 개발대신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하되 건축허가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positive system을 채택하였다. 이후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
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등 개인의 사적 토지소유권을 제약하더라도 비보상을
원칙((principe de non-indemnisation des servitudes d'urbanisme)으로 삼게 되었다.

39) 프랑스의 지방행정체제는 국가 → 지방(région) → 도(département) → 기초자치단체(commune)로 구성
되어있는데, 도지사(préfet)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임명되며,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도의회와 협력하
여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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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개발이익 조정을 위하여 개발권 공유화를 시도한 반면, 프랑스는
1958년부터 토지선매제도를 활용하여 개발이익의 내부화를 추구하여 왔다. 1954
년에 도시계획 관련 법령을 하나의 법령집(code de l'urbanisme)으로 체계화하고,
1958년에 기존에는 국가가 정비하던 ‘도시계획제도’ 외에 지자체가 담당하는 ‘도
시계획 집행부문(urbanisme opérationnel)’을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관
련하여 1958년 12월에 ‘우선도시화지구(ZUP : zone à urbaniser en priorité)’ 제도를
도입하였다. ZUP를 통하여 20년간 195개 도시구역에서 803,000호의 주택이 공급
되는 등의 성과도 올렸지만 재원조달의 어려움, 건축적 측면에서의 창의성 부족,
주택수요 상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들 문제 중 토지투기 예방
을 위하여 지자체에게 ZUP 내에서의 선매권(droit de préemption)을 부여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1962년에는 ‘정비예정지구(ZAD : zone d'aménagement différé)’ 제도를 도입하
면서 신도시 개발 및 고속도로 건설 등과 관련하여 지가폭등 우려가 제기되자
지자체에 ZAD 안에서의 선매권을 부여하되, 선매취득 기준가격을 ZAD 지정 1
년 전 수준으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등 직접적인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용하였다.

1967년에 ｢토지기본법｣(LOF : loi d'orientation foncière)을 제정하면서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의 두 축인 ‘토지이용계획(POS)’과 ‘기본계획(SD : schéma directeur)’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때 지방시설세(TLE : taxe locale d'équipement)를 도입하였
다. 또한, 기존의 ‘우선도시화지구(ZUP)’를 대신할 ‘협의정비지구(ZAC : zone
d'aménagement concertée)’를 도입하여 도시계획 부문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참
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976년에 도시개발관련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법정한도밀도(PLD : plafond
légal de densité) 개념을 도입하여, 기준밀도를 초과하는 개발부분에 대하여 소유
주에게 부담금(versement)을 부과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자 하였다. 기준밀도
는 우리나라의 용적률과 비슷한 COS(coefficient d'occupation des sols)를 적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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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 1976년 12월에는 ‘환경보호지구(ZEP : zone d'environnement protégée)가 새
로이 도입되었다.
1980년대 이후 도시계획 관련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개

발이익환수 주체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뀌었다. 1983년 1월에 ｢지방
분권법｣을 제정하면서 국가가 가지고 있던 건축허가권이 토지이용계획(POS)을

수립하는 기초자치단체(commune)에게 이양되었고,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 강
화되었다. 이제 지역 내 공간의 활용방향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주도적
으로 결정하되,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게 되었다.

2000년 12월에 제정된 ｢연대 및 도시재생법｣(SRU : loi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도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방식을 도입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라 평가할만하다. 이 법은 도시정비가 사회연

대․통합 및 지속가능 이념에 부합하여야 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특히 지역지구
제의 기계적 적용보다는 사회적 혼합과 계획과정에서의 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
조하였다. 이 법으로 기존 ‘기본계획(SD)’은 ‘지역일관계획(SCOT : schéma de
cohérence territoriale)’으로, ‘토지이용계획(POS)’은 ‘지역도시계획(PLU : plan
local d'urbanisme)’으로 대체되었다.

그 밖에 2003년 7월에 제정된 ｢도시계획과 주거법｣(loi urbanisme et habitat)은

｢연대 및 도시재생법｣에서 정한 조치들을 보다 융통성있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
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5년 2월에 ｢비도시지역 개발 관련법｣(loi relative au
développement des territoires ruraux et ses décrets d'application)이 제정됨으로써 환
경보호 측면이 더욱 강조되는 등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과 관련된 제도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프랑스의 개발이익환수체계는 선매제도,

40) COS는 어떠한 지역의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우리나라의 용적률과 유사한 개념이다. COS
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토지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 때 연면적에는 높이 1.8m가 되지 않는
지하공간, 주차공간, 평지붕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ha의 대지에 COS 0.5 를 줄 경우 9,500
∾ 규모의 정원과 함께 건축면적이 500∾인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물론 다른 조합도 나올
수 있다. 현재 파리의 경우 COS는 3.25~3.75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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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부담금제, 그리고 각종 토지관련 조세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이익의 내부화와 토지선매제도

공공부문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즉 선매권과 수용권 행사가 있다. 선매권(droit de préemption)과 수용권
은 모두 민간의 토지소유권을 공공부문으로 이관한다는 측점에서 동일하지만,
선매권은 부동산 소유주가 공공부문에 매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
서 강제매수를 전제로 하는 수용권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현행 프랑스의 ｢도시계획법령집｣에 의하면 선매권은 도시지역 내 선매권, 정

비예정지구(ZAD) 관련 선매권, 자연지역 관련 선매권, 농지보호 관련 선매권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도시지역 내 선매권(DPU : droit de préemption urbain)
DPU는 토지이용계획(POS) 또는 지역도시계획(PLU)을 수립하는 기초자치단체
가 주거, 지역경제, 관광, 공동시설, 공중위생 등과 관련된 도시정책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사인(私 )보다 먼저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분권형 제도이다. DPU는 기초자치단체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가 아
니라 필요 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관할구역 전체를 DPU 대상
구역으로 설정할 수는 없고 정비예정지구(ZAD)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지역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일단 특정지역이 DPU 적용지역으로 결정되면 적용의 유효기간
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적용범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DPU 행사가 가능한 지역이 설정될 경우 권리가 실제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
는 당해지역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우선매각의사(DIA : déclaration d'intention
d'aliéner)를 표명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신분, 매물의 입지, 가
격 등을 명시한 서식을 작성하여 시청(mairie)에 제출하여야 하며, 2008년 7월 이
후에는 선매가격이 75,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시장이 세무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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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되어있다.
DPU 선매권을 보유한 기관은 2달 이내에 매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명시적인 결정이 없으면 이것은 해당기관이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간주된다. 선매권을 소유한 기관은 매각희망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제안할 수도 있는데, 이 때 매각희망자가 이 가
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선매권을 소유한 기관은 매입을 포기하거나 토지수
용 조정관(juge de l'expropriation)에게 가격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선매권을 소유
한 기관이 권리를 행사하기로 할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의 세입자에게
도 이 사실을 미리 알려서 언제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림 5-1> 프랑스의 도시지역 내 선매권(DPU) 행사 절차
1매각의사
표명
3- 합의
매각대상

4- 합의 미성립시
2달 이내

시청

2포기

매각대상

법원에 의한
가격결정

2월 이내

7- 6월 이내

수용 결정

A

C

B

6포기

매각대상

자료 : CAMOUS David-André. 2009. L'essentiel du droit de l'urbanisme.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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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지구(ZAD : zone d'aménagement différé) 관련 선매권
정비예정지구(ZAD)는 향후 정비할 지역을 미리 정해 놓기 위할 목적으로 1962
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토지이용계획(POS)이나 지역도시계획(PLU)의 존재 여부
와는 무관하게 기초자치단체 내 어느 곳이든 지정이 가능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의회나 도지사가 정비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경우, 도지사
는 후보지역(pré-ZAD)을 공식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국가임명직 도지사가 공식
적으로 구역 설정을 담당하므로 정비예정지구의 지정은 자치단체보다는 국가의
권한이라 할 수 있지만, 기본계획(SD)이나 지역일관계획(SCOT)과 내용적으로 양
립이 가능하여야 한다.
후보지역(pré-ZAD)이나 정비예정지구 내에서는 선매권 행사가 가능한 도시지
역(DPU)의 설정이 불가능하다. 즉, 두 지역(ZAD와 DPU)이 동시에 지정될 수 없
고, ZAD가 DPU보다 우선한다. 정비예정지구 내에서의 선매권 행사 가능주체는
정비예정지구 지정 시 국가, 지방, 도, 기초자치단체, 기타 공공조직 가운데에서
지정한다.

자연지역(espace naturel sensible) 관련 선매권
이 선매권은 도 수준에서의 자연지역 보존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선매권 행사를 위한 재원은 건축, 재건축, 건물 확장 등의 개발사업 허가조건으
로 도 정부가 부과되는 자연지역보존세(taxe départementale des espaces naturels
sensibles)로 충당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일 선매권으로 취득된 토지가 10
년 동안 당초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소유권자가 이를 다시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농지보호 등을 위한 선매권
이 선매권은 농업활동 유지 및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제도로서, 적용구역은 관련된 자치단체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역계
획(SCOT) 등과 내용적으로 모순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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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시설 설치비용 조달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모두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토지
등의 소유자와 개발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부담을 일부 부과할 수밖에 없다. 소유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각, 양도 등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세의 일
반원칙에 의거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반면, 개발사
업자에게는 일부 비용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만 사실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원칙이 없다. 그러므로 그
때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기준밀도 초과부담금과
지방시설세가 있다.

기준밀도 초과부담금(versement pour dépassement du plafond légal de densité)
기준밀도 초과부담금 제도는 도시계획체계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던 1975
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기준밀도를 초과할 경우 기준밀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추
가적으로 요구되는 토지확보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부담금으로 부과
되며, 부담금의 3/4은 기초자치단체, 1/4은 도의 수입으로 배분하였다. 전 국토에
적용되던 기준밀도 초과부담금 제도는 1986년에 폐지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가
원할 경우 이 부담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계획체계 핵심이 분권형으로 바뀌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기준밀도 개념이 점차 의미를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기준
밀도 초과부담금 역시 단순히 공공부문의 수입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계속되었
다. 그러다가 2000년 12월에 제정된 ｢연대 및 도시재생법｣(SRU)은 지역지구제의
기계적 적용보다는 사회적 혼합과 사회연대를 강조하며 도시계획체계의 융통성
있는 운영을 중시하였다.
SRU가 부동산 투기 및 지나친 과밀 방지를 위하여 설정되었던 기준밀도를 향
후 더 이상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기준밀도 초과부담금 제도가 사실상 존속
하기 어렵게 되었다. 비록 기존에 기준밀도가 설정되어있는 경우는 기초자치단
체가 이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그 효과가 인정되었으나, 분권화된 도시계획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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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점차 획일적인 기준밀도제도는 의미를 상실하여 갔다. 기준밀도 초과부
담금 결정산식이 ｢도시계획법령집｣(code del'urbanisme) R333-1에 규정되어 있었
으나, 2007년1월 5일 ｢행정명령｣(No. 2007-18)으로 법령집에서 삭제되었다. 기준
밀도 초과부담금 제도는 이후 완전히 폐지되었다.

기타 기반시설 설치관련 부담금

2000년 12월의 ｢연대 및 도시재생법｣(SRU)에 의하여 기준밀도 초과부담금 제
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기반시설 설치관련 부담금으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
을 들 수 있다.
a) 도로망 확충비용 부담(PVR: participation pour voirie et réseaux)
b) 하수처리망 연결비용 부담(PRE: participation pour raccordement à l'égout)
c) 건축허가 조건으로 사업자가 미확보한 주차공간 1곳 당 최대 12,195유로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주차장 설치기금의 납부가 가능(L.332-7,
R.332-17)
d) 산업적, 농업적, 상업적 측면 등에서 특별히 중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재정적
부담(L. 332-8)
e) 알자스-로렌 지방에서 19세기 독일 지배시기부터 지금까지 도로 및 가로등
설치비용을 인근주민에게 부담시켜 온 전통

지방시설세(TLE : taxe locale d'équipement)

지방시설세(TLE)는 1967년 12월 ｢토지기본법｣(LOF)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인구 1만 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와 파리를 둘러싸고 있
는 수도권(Ile-de-France)에 위치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도입할 수 있다.
지방시설세는 원칙적으로 건축, 재건축, 건물의 확장 등과 관련된 건축허가 시
에 부과된다. 다만 건축이 공공서비스 또는 공익과 연관될 경우, 협의정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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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C) 내에서 건축비용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방시설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 또한 도로 상의 휴게소,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HLM
: habitation à loyer modéré) 등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결정으로 부과하
지 않을 수도 있다.
지방시설세 부과액은 ‘(총가치/m² x 연면적) x 세율’로 산정되는데, 이 때 총가
치는 세법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 건축비 지수를 감안하여 결정되며, 세율
은 도와 당해 건축의 유형(9개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2007년 현재 전국 평균
지방시설세 세율은 2.72%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도 차원에서는 건축, 재건축, 건물 확장 등의 경우 부과되는 자연지역보

존세와 건축․도시계획․환경 자문위원회 지원세가 있다.

자연지역보존세(taxe départementale des espaces naturels sensibles)

자연지역보존세는 1967년 12월 ｢토지기본법｣(LOF)을 제정할 때 도입되었다.
도(département) 내의 자연지역 보존을 위하여 건축, 재건축, 건축물의 확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경우 등에는 부과
가 면제된다. 자연지역보존세 부과액의 결정 산식은 지방시설세(TLE)와 동일하
나 세율은 도 의회(conseil général)에서 결정한다.
건축도시계획환경
․
․
자문위원회 지원세(taxe pour le financement des
conseils d'architecture, d'urbanisme et de l'environnement)

건축․도시계획․환경 자문위원회는 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환경
을 보호하고 도시계획과 건축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되는 건축, 재건축, 건축물의 확장
등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세가 부과된다. 다만, 공공서비스 및 공익용 건축, 재난
이후 원상회복을 위한 건축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지원세의 부과액 결정
산식은 지방시설세(TLE) 및 자연지역보존세와 동일하나 세율은 도 내에서 추진
되는 모든 건축사업에 부동산 가치의 0.3%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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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2007년 통계를 보면 이 지원세의 세율은 대체로 0.3%가 적용된다.
(2) 부동산의 처분수익과
․
토지시장 관리

프랑스에서 공공부문이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공익적 차원에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부
동산 투기 방지, 부의 재분배 등 특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지니
기도 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impôt sur les plus-values immobilières)

개인이 실현한 자본이득은 양도소득세로 분리 과세하고, 법인이 실현한 자본
이득은 법인세 안에서 과세한다.
개인의 자본이득 :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매도가격에서 매입가
격을 뺀 값으로 표현된다. 양도소득세의 과표는 양도소득에서 은행융자의 이자,
부동산의 수리 및 정비 등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 계산된다. 소유기간 2년 이
후부터는 부동산의 보유년수에 비례하여 공제가 적용된다. 소유년수가 5년을 넘
을 경우 매년 전체 양도소득세 부과액의 10%가 경감되어 15년을 보유할 경우 양
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보유기간 2년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다.
이러한 일반원칙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부과대상 건물이 양도자가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주택일 경우,
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우,

세금

공익적 목적

양도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15,000유로 이하인 경

부동산을 처분한 납세자의 총 보유자산이 65,000유로 이하 등이다. 이 외

에도 CGI 제 150B조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된 거주주택의 양도, 취득 후 2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 1982
년 1월 1일 이후 최초의 거주주택의 양도 등이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은 28.1%가 적용된다.
법인의 자본이득 : 법인의 자본이득은 통상소득으로 처리되어 법인세율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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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된다. 다만 장기적인 자본이득은 19%의 인하된 세율을 적용한다. 인하된 세율
이 적용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손실은 장기 자본이익과 상계하거나 5년
간 차기이월이 가능하다. 기타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등 특수상황에서 발생한 자
본이득은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부가가치세(TVA : taxe sur la valeur ajoutée)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건축용 대지, 분할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9.6%가 적용된다. 과세기간은 소득세
및 법인세와 같이 1년 단위로 한다. 그 기간은 법인세나 사업년도와 일치된다.
다만,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택지를 확보하는 경우, 도시재
생사업(opération de rénovation urbaine)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를 확보하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
토지시장 관리
취득관련 조세

등록세(droit d'enregistrement) : 등록세는 매매, 증여 또는 상속 등으로 부동
산의 소유주가 바뀔 때 부과되는 간접세로서, 주로 지자체가 수행하는 노인, 장
애인, 저소득측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등록세 세율은 소유권 이전 시점에 당해 부동산이 가지는 금전적
가치의 5.09% 이다. 이 가운데 3.60% 는 도, 1.20% 는 기초자치단체, 0.29% 는 국가
로 배분한다. 증여나 상속과 같이 유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속성
에 따라 5%~40% 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및 증여세 : 납세의무자가 프랑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의 재산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프랑스에 원천을 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다. 2002
년 1월 1일 이후에 일어난 상속의 경우, 배우자는 76,000유로의 금액이 공제되고
직계존속 및 비속은 46,000유로의 금액이 공제된다. 상속세 세율은 5%~40%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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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액 및 직계상속, 배우자상속 및 방계상속 등의 유형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
용된다. 증여세의 경우에도 같은 세율이 준용된다. 한편,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
액은 상속세 면제대상이다. 그러나 70세 이후에 지급되는 수당은 그 금액이
30,3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으로 인하여 기업
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50%를 상속세 면제대상으로 할 수 있다.

보유관련 조세

토지세(impôt foncier) : 매년 토지에 부과되는 토지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서,
토지세의 세율은 자치단체가 다음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지방의회에서 최종적으
로 결정한다. 토지세 세율이 높을수록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를 포기하도록 유
도할 수 있고,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보유세 형태로 환수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토지세는 토지정책뿐 아니라 도시계획 정책수단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볼 때, 토지세는 특히 경기 상승기에 토지가격에 반
영되는 조세의 전가(

)현상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토지세 세율은 지역마다 다르다. 파리에 소재한 주택용 토지인 경우, 기초자치
체 9.15%, 현 2.28%, 도 0.4% 등 합계 12.47%이다. 토지세의 부담수준을 시장가격
기준으로 보면 주택가격의 0.1%~ 0.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건물이 없는 나대
지의 토지세 세율은 기초자치단체 7.39%, 현 0.92%, 도 5.58% 등 합계 13.89%이
다. 토지세의 부담수준을 시장가격 기준으로 보면 토지가격의 0.05%~0.3% 수준
으로 알려져 있다.41)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 보유세(Taxe Fonciére sur les Propriétés Baties) : 건축
물이 있는 부동산 보유세는 토지 위에 영속적인 건축물이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데, 주택, 상가, 공장, 사무실 등을 들 수 있다. 일시적인 비과세 물건으로는 신축
건물, 재건축건물 및 증축건축물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인 목적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은 10년~15년 동안 보유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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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1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보유세
액 산출은 토지대장 가액에 각 코뮌에서 정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토지대장
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임대가치의 50%에 상당한 금액이다. 코뮌의 결정이 있
는 경우 그 기업의 운영에 이용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보유세가 2년간 면제된다.
건축물이 없는 부동산 보유세(Taxe Fonciére sur les Propriétés Non-baties) :
건축물이 없는 부동산이란 철로와 관련 토지, 광산, 호수, 농업경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을 들 수 있다. 부동산법에 별도로 면제 또는 일시적인 비과세로 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부동산은 건축물 없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대
상이 된다. 매년 1월 1 일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공동으로 소유하
고 있는 경우에는 각 개인의 지분별로 과세된다. CGI 제1396조에서는 토지대장
가액에서 20% 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가치의
재평가는 10% 이상의 가치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조정된다.
사회연대세(ISF :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 사회연대세는 1988년에
도입된 세금으로서 개인이 소유한 자산에 대해 매년 부과된다. 이 세금은 1982년
좌파정부인 미테랑 대통령 집권 초기에 도입된 부유자산세(IGF : impôt sur les
grandes fortunes)를 1987년 폐지하고 대체한 조세이다. 사회연대세는 현재 프랑
스 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가운데 자산가치가 79만 유로를 초과하는 개인에게 부과
되고 있으며, 세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0.55%~1.80%가 적용되고 있다. 이 세
금이 부의 재분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세금의 성격이 다
분히 이념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2) 독일
(1) 도시용지 개발공급과
․
토지시장 관리

독일의 토지정책은 주로 ｢국토계획법｣과 ｢건설법전｣(Baugesetzbuch)에 따라 운

영된다.42) ｢국토계획법｣은 광역적 공간관리방법을 규정하는 법으로서, 국토계
획․주(諳) 계획․광역적 지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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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법전｣은 1985년에 (구)｢연방건설법｣과 (구)｢도시개발촉진법｣을 통합한 법으로
서, 지방정부에서 수립하는 건설지침계획에 관한 사항과 각종 개발행위의 통제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전국을 기존시가지구역, 지구상세계획
구역, 외부구역 등 세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 중 개발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지구상세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과정을 관리한
다. 지구상세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폐지와 비건폐지, 도로 등을 명시하
여 도시 및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 수립한다. 이러한 계획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분할 허가, 선매권, 지구상세계획 변경 금지, 건축신청 접수
거부 등의 장치를 마련한다. 이 중 토지선매권은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할
경우 개인의 토지 및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 앞서 당해토지가 필요한
게마인데가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구상세계획의 효과적인 집행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는 토지구획정리, 경

계 조정, 토지수용, 기반시설 설치, 식수․건설․철거명령 등이 있다. 이 중 기반

시설 설치는 본래 각 게마인데의 의무로 여겨왔지만, 공공시설부담금제도를 통
하여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정부담금제도가 있다.

지구공공시설(정비)부담금

독일에서는 도시개발 시 지구상세계획에 따라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공공시설
의 정비를 건축허가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 및 각종 공급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의 공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가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공공시설과 연결되는 지구공공시설은 지구상세계획의 지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구공공시설의 내용과 설치는 ｢건설법전｣의 규정과 지구공공시설부담금 부

과에 관한 각 게마인데의 조례에서 정한다. 지구공공시설은 공공도로 및 광장,

42) 최병선. 2002. ｢각국의 도시 및 농촌공간 관리체제 비교연구｣. 국토연구원
제 5 장∙주요국의 토지시장 관리방안

177

개발사업지구 내 보행자전용도로 및 주택진입도로 등 교통시설, 주차용지 및 녹
지시설(어린이 놀이터는 제외), 환경의 위해(

)로부터 개발지구를 보호하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들 지구공공시설의 설비비용 및 정비비용은 이들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에게 지구공공시설(정비)부
담금(ErschlieBungsbeitrag)을 통하여 시설설치 및 정비비용의 90%까지를 부담하
도록 한다.43)
지구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토지 취득비, 시설 설치비, 시설 인수비 등을 포함
하며, 설치비용의 산출은 실제로 지구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데 발생
한 비용 또는 원단위방식을 통하여 결정한다. 지구공공시설(정비)부담금을 개별
토지소유자나 개발사업자에게 분배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토지 면
적, 시설에 접하는 도로의 폭 등을 고려한다.

기타 개발이익환수 관련부담금

토지증가세 : 독일에서도 개발이익의 직접적인 환수를 위하여 1970년대에 토
지증가세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토지소유에 대한 토지이득과세 또는 토지
증가세 도입은 독일 사회민주당(SPD)과 자유민주당(FDP) 연합정당의 당 강령으
로 채택되어 있었다. SPD는 토지에 있어서 이상(

)적인 가격폭등에 의하여 발

생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전혀 과세된 적
이 없던 투기적 이익을 부분적으로 환수하자는 것이었다.44) 그러나 논란 끝에 토
지증가세는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조정부담금제도 : 조정부담금제도는 재개발지정지역 내의 토지소유자에 대하
여 재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해당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제
도이다.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수단이라기 보다는 사업비의 팽창, 토지투기의 방
지 수단으로 활용된다.
43)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8.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시행 및 운영활성
화를 위한 연구｣. pp.45-48; 건설교통부. 2000. ｢도시개발에 있어서 도시공공시설의 합리적 공급방안
연구｣. pp.125-128.
44) 정희남 외. 2003.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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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의 처분수익과
․
토지시장 관리
개인의 소득세와 양도차익과세

독일의 경우 부동산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이
고 법인의 경우 전액 통상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과세된다.
개인자산의 양도차익 즉 부동산 매각을 통하여 얻은 자본이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한다. 또한 일정기간 거주한 주택의 자본이득에도 비과세한다. 다만 총 자
본이득이 일정액 이상이고,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각하는 부동산의 자본
이득은 개인의 과세소득․부동산 임대수입․영업자산의 양도차익 등과 합산하

여 종합과세한다.45) 2005년도 현재 소득세의 면세점은 7,664유로이며, 7,664유로
를 초과한 소득에는 15.0%를 시작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52,152유로 이상의
과세소득에는 최고 42.0%가 적용된다. 징수한 소득세는 연방정부(42.5%), 주정부
(42.5%), 시읍면(15.0%)에 분배된다.

법인세(Korperschaftssteuer)와 양도차익과세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은 기업이 사업년도에 획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다. 납세의무자는 자본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이며 기타 개인 사업자와 인
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등)는 소득세로 과세된다. 2002년 이후 법인세율은
25%까지 완화되었다.
법인의 자본이익은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만, 유사한 자산의 구입으
로 대체한 경우에는 자본이득을 과세 이연함으로써 자본이득의 100%까지 대체
취득자산의 취득원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실현된 자본이득이 대
체자산의 취득 등에 즉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준비금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45) 손경환 외. 2008.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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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
토지시장 관리
취득관련 조세

취득세(Grunderwerbsteuer) : 취득세는 토지 취득 및 그 외 권리를 취득한 경

우에 부과하며, 2,500유로 미만의 소액거래나 상속․증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세 납부는 부동산 양도자와 취득자가 연대
하여 의무를 지지만, 부동산 취득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세표준은 원
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격이고 세율은 3.5% 이다.

상속증여세
․
(Erbschaft-und Schenkungsteuer) : 유산취득세로서 각 상속인이

받는 액수에 따라 과세한다. 상속세는 사망 10년 전까지의 생전 증여 및 유산 합
계액에 과세하며, 증여세는 상속세를 보완하기 위한 조세로서 상속세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10년간 누적적으로 계산한다.

상속․증여세율은 친인척 정도에 따른 과세등급(3단계)과 과세대상 취득재산

의 가치(7단계)에 따라 7%~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우자는 상속재산에서 30
만 7,000유로를 공제하고 특별생계비로 25만 6,000유로를 추가로 공제한다. 기업
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치평가 특별공제, 자산의 평가 시 가액의 60%로 평가,
10년간 납부이연 등을 통하여 과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보유관련 조세

부동산세(Grundsteur) : 부동산세는 보유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득추정세
의미의 조세로서, 농림업용과 기타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시읍면이 결정한다. 과
세표준은 통일가격(einheitswert)을 기준으로 연방정부에서 정한 전국의 일률적
인 표준세율(조세산정률)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각 시도별 부과율을 곱하여 계
산된다. 조세산정률은 연방법에서 부동산의 종류에 대하여 농업용 0.6%, 일반 건
물 0.35%, 2세대 주택 0.31% 등으로 규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각 시도별
부과율은 독일 게마인데의 조례에서 결정하는 150% ～600% 까지의 다양한 부과
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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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Vermogensteuer) : 토지뿐 아니라 기타 재산도 포함하여 모든 재산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합과세로서 일종의 부유세(wealth tax)인 동시에
경제적 급부능력에 다른 과세인데 1997년에 폐지되었다. 재산세 폐지를 결정한
위헌판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다른 자산이 현재가치로 평가되는데 반하여 토
지는 1964 년 평가액를 기준으로 할증하고 있어서 시장가격과 괴리되어 있고, 재
산세는 응익과세(

斍 )인데 토지평가액 산정이 토지의 수익능력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헌법｣ 제3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었다는 데 근거한다.
3) 네덜란드
(1) 도시용지 개발공급과
․
토지시장 관리
토지이용규제와 부동산시장

네덜란드에서도 지난 15년간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비싼 주택가격을
일부에서는 택지공급을 제한하는 엄격한 토지이용규제로 설명하고 있다.46) 즉,
주택가격의 상당부분을 도시경제학자들의 용어인 ‘규제세(regulatory tax)’로 설명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규제세는 주택의 시장가격에서 한계비용을 뺀 가격을 말
한다.47) 네덜란드는 계획적인 문화뿐 아니라, 좁은 국토면적과 1㎢당 거의 400명
에 달하는 높은 인구밀도의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이 엄격하게 규제된
다. 네덜란드는 ‘계획에 대한 특별한 애착(soft spot for planning)’을 갖고 있고,48)
‘잘 조정된 공간질서(high degree of spatial ordering)’를 선호한다.49)

46) Renes, G., M. Thissen & A. Segeren. 2006. Betaalbaarheid van koopwoningen en ruimtelijk beleid.
Rotterdam/DenHaag: NAi Uitgevers/RPB.
47) Glaeser, E.L., J. Gyourko & R. Saks. 2005. “Why is Manhattan so expensive? Regulation and the rise
in house price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48. pp.331-369.
48) Faludi, A. 2005. “The Netherlands: a culture with a soft spot for planning”. in B. Sanyal (ed.) Comparative
planning cultures. NewYork: Routledge. pp.285-307.
49) Healey, P. 2004. “The treatment of space and place in the new strategic spatial planning in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8(1). pp.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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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 및 개발을 조절하는 풍부한 정책도구이
다. 토지이용계획시스템은 1962년에 도입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토지이용계획
(bestemmingsplan)에 집중되어 있다. 이 계획은 토지이용 결정내용을 보여줌으로
써 토지소유자 및 제3자가 법적 확실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건축허가는 건축조
례 등과 함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다양한 예외규정으
로 토지이용계획이 종종 잘 집행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법적 확실성이 매우 낮았

다.50) 200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공간계획법｣은 당초 토지이용계획의 예외규
정 등을 줄임으로써 법적 예측성을 보다 강조하였다.
대부분의 토지이용계획은 지방정부가 결정한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의 중심
점은 항상 지방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 및 광역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
기에 개입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중앙정부 스스로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 방식은 2008년의 ｢공간계획법｣에서 규정하였다. 간접적인

개입방식은 지방정부가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준수하여야 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다. 토지개발을 통제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전통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지구제를 활용할 뿐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가 토지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개발하는 접근방식을 택하여 왔다.

택지 공영개발

네덜란드는 국가차원의 공간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계획에 대한 일차
적인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는 지방정부가 토지
이용관리에 강력하게 개입하여 왔다. 네덜란드 토지정책 특징 중 하나는 지방정
부가 용도지역지구제를 통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이용규제를 할 뿐 아니라 토지를
구입․개발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51) 네덜란드에서는 이

같은 공영개발을 ‘적극적 토지정책(active land policy)’이라고 부른다. 이 정책은
50) Buitelaar, E. & N. Sorel. (forthcoming). “Between the quest for control and the rule of law: legal certainty
in the Dutch planning system”. (submitted to Land Use Policy).
51) Mori, H. 1998. “Land conversion at the urban fringe: a comparative study of Japan, Britain and the
Netherlands”. Urban Studies. v.9. pp.154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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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한 후 부동산개발 시행자인 민간 개발업체 및
주택협회에 싼 값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52)
이러한 공영개발 방식은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20년 동안에 주택 100만 호(대
부분은 사회적 임대주택)를 지어야 하였던 당시에 크게 활용되었다.53) 중앙정부,
주택협회 그리고 지방정부는 이러한 공영개발 방식을 함께 운용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는 ‘황금의 삼각관계(golden triangle)’라고 불렸다.54) 주택협회는 주택을
건설하고, 중앙정부는 주택협회에 주택건설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방정부는 중
앙정부가 결정한 공급가격으로 토지를 제공하였다. 이 가격은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하는 데 소요된 조성원가로 결정되었다. 중앙정부
는 주택 보조금이 지방정부 재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가가 조성원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건설된 주택수만 본다면 삼자 간
협력관계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연합이었다.
1980년대 초 이후 사회주택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도 과
거에 비하여 크게 줄었다. 비록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과
거에 비하여 공영개발방식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여전히 공영개발을 고수하고 있다.55)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지방정부가
공영개발을 시행함으로써 공간개발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 시스템은 지방정부가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
지 않다. 때로는 토지이용행위를 규제하고, 향후 다른 용도의 사용으로 허가하는
소극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2) Needham, B. 1997. ‘Land policy in the Netherland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v.3. pp.291-296.
53) Siraa, H.T. 1989. Een miljoen nieuwe woningen: de rol van de rijksoverheid bij wederopbouw,
volkshuisvesting, bouwnijverheid en ruimtelijke ordening(1940-1963). Den Haag: Sdu Uitgevers.
54) Kam, G. de. 2007. Social entrepreneurs in the land market: Dutch housing associations’ strategic
responseto in stitutional change. paper presented at the ENHR conference in Rotterdam. 25-28 June 2007.
55) Segeren, A. 2007. De grondmarkt voor woningbouwlocaties: belangen en strategieën van grondeigenaren.
Rotterdam/DenHaag: NAi Uitgevers/R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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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유는 본질적으로 재정문제 때문이다. 적극적인 토지정책 즉, 공영개
발방식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 수익을 민간 개발업자나 주택협회가 가져
가지 못하게 하고 지방정부가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3>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중반에 지대(land rent)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 때문에 공영
개발방식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였다. 적극적 토지정책 즉, 공영개발방식은 재
정적 수익의 증대와 함께 투자하고자 하는 공공용지 확보 및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하였다. 2008년에 제정한 새로운 ｢토지개발법｣ 역시 이러
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후술하고자 한다.
그동안 공영개발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어왔다. 하나는 지방정부가
토지이용 규제권한과 적극적 토지정책을 동시에 행사함에 있어서 정부활동이 과
연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 토지정책
에 따른 재정상 수익이 재정상 위험이나 비용보다 과연 더 큰 것인지에 대한 논
란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농지가격 상승 등 현재의 토지시장 상황에서 공영개
발방식의 재정상 위험이 재정상 수익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며,56) 다른 전문가들
은 공영개발방식이 아직은 지방정부 재정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57)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금융 및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
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최근 지방정부는 토지비축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음
을 밝히고 있다.

토지선매권

대다수의 지방정부는 다른 시장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시장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들은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
다. 하나는 강제 수용권이다. 네덜란드에서 토지수용권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
만 수용권은 원만한 토지취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만약 수용방식을 택
56) Segeren, A. 2007. De grondmarkt voor woningbouwlocaties: belangen en strategieën van grondeigenaren.
Rotterdam/DenHaag: NAi Uitgevers/RPB.
57) Korthals Altes, W. K. .2008. “Actief grondbeleid betaalt zich terug”. Property Research Quarterly. v.1.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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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정당보상 의무가 생길 것이다. 정당보상에는 토지소유자들이 받은 재산
상 손실과 소득상 손실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토지수용권을 행사하기 이전인 협의단계에서 종종 정당보상액보다 다소 많은 보
상액을 제공하기도 한다.

사실 네덜란드는 150년 전에 제정된 ｢토지수용법｣(Compulsory Purchase Act

(onteigeningswet))보다 ｢지방정부 토지선매권법｣(Municipal Preemption Act(Wet
Voorkeursrecht Gemeenten))을 더 많이 활용한다. ｢토지선매권법｣은 지방정부가

개발 가능지에 대하여 2년 동안의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토지
개발이 예상될 경우에는 선매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것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 지방정부에 먼저 매각하여
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토지선매제도는 공간정책의 목표를 달성
하는 데 장해요인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선매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도시 재개발지역에서만 적용되었다. 1990년대 이후
도시확장에 필요한 공공토지를 민간부문의 방해로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자 미개
발된 녹지지역에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1996년에 법률을 개정하였다. 초기
에는 토지소유자들이 법적 소유권을 유지하고 소유권의 경제적 권리를 부동산
개발업자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선매의무를 회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2002년에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회피방식은 더 이상 활용될 수 없었다. 개
정된 법률로 선매권 적용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이 때문에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선매권을 행사하는 지방정부가 지난 몇 년 사이에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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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네덜란드 지방정부의 선매권 행사지역

공영개발과 선매권제도에 대한 도전: 민간부문의 토지개발

공공부문의 토지독점은 부동산 개발업자 및 주택협회와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계속 압력을 받아왔다.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지가가 지난 20년 동안 급격히 상승하여 왔다. 높은 지가는 주택시장의
변화 결과였다. 리카도 학파의 지가이론에 따르면 지가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
지 이용의 함수이다.58) 이것은 지가가 주택가격을 결정한다는 신고전주의적 관
점과 다르다. <그림 5-3>은 지가의 상승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음영부분으로
표시된 지가의 상승은 주택가격이 건축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58) Evans, A. 2004. Economics, real estate & the supply of land. Oxford: Black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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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네덜란드의 분양주택가격, 토지가격 및 건축비 추이, 1989-2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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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uitelaar, E. & G. de Kam (forthcoming), ‘The emergence of inclusionary housing: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provision of land for social housing in the Netherlands’.

경쟁이 치열해진 두 번째 이유는 분양주택의 구성비 변화이다. 1980~90년대에
주택의 자가소유를 중앙정부가 장려하였고 이러한 정부정책은 민간 개발업자들
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다. 다른 한편 이것은 주택협회의 대응을 반영한 결과
이기도 하다. 주택협회는 임대주택의 재고량 일부를 처분하는 한편 새로운 지역
에 더 많은 자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였다. <그림 5-4>에서 볼 수 있듯이 임대
주택보다 분양주택의 비중이 그동안 계속 늘어왔다. 이처럼 분양주택 중심의 주
택건설은 토지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수익성 있게 만들었다. 증가한 지가 차이를
주택분양으로 실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 개발업자의 참여를 촉발한 세 번째 요인은 1993년부터 시행한 ｢공간계획

제4차보고서｣(Vinex: Forth Report on Spatial Planning Extra)의 개발계획이었다. 이

｢Vinex 보고서｣에서 정부는 도시성장 및 수십만 호의 신규주택 건설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가화예정구역(주로 미개발 녹지지역)을 제안하였다.60)
59) 여기에서 토지가격은 주택가격과 건축비 간의 차이(residual)로 추계하였다. 주택가격은 분양주택의
평균 공급가격(자료: NVM)을, 건축비는 주택의 평균 건축비(자료: CBS)를 사용하였다.
60) Vinex는 나라 전체에 대한 도시확장 방향이 설계된 국가 공간정책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의 일반적
인 목적은 공공용지(open space)를 확보하고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정
책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확장 정책은 도시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기보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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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네덜란드의 전체 주택공급 중 분양주택 비율 추이, 198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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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지방정부는 민간개발업자의 참여 및 민간개발업자

와의 협력이라는 좀처럼 익숙하지 않았던 문제에 직면하였다. ｢Vinex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을 전후하여 민간 개발업자는 개발예정지의 토지를 재빠르게 매입하
였다. 이들 지역에서 민간 개발업자들은 지방정부보다 빨리 해당지역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가 그 직전에 주택시장 위기에서 경험하였던 위험을
기피하기 위하여 토지확보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간 개발업자들
이 보다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비록 지방정부가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다시 말하여 ｢Vinex 보고서｣에서 계획한 개발예정지역 토지의 64%, 그 외 지역

토지의 68%를 보유하고 있지만,61) 상황이 달라졌다. 그 이후로 지방정부는 농민
대신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토지를 구입하여야 하였고, 그 결과 주도권이 민간 개
발업자에게 옮겨졌다. 지방정부에 의한 전통적인 적극적 토지정책, 즉 공영개발사
업이 압력을 받게 된 것이다.
지방정부의 토지독점이 도전을 받은 마지막 이유는 일부 지방정부가 스스로
도시인근을 고밀도로 개발하도록 계획되었다. 이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광역정부 간의 동
의에 따라 추진하였다. 지방 및 광역정부는 기존 도시 인근에 계획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토지취득,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public space) 설치비용을 지원하였다.
61) Korthals Altes, W. K. & Groetelaers, D. A. 2000. “De ontwikkeling van uitbreidingslocaties: context en
praktijk”. Achtergrondinformatie. v.1.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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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 신중한 선택에 있었다. 일부 지방정부는 토지시장에 대한 개입을 주저하
였는데, 그 이유는 1980년대 주택시장의 위기 때 그들 지방정부가 겪었던 심각한
재정문제 때문이었다.62)

토지개발법 제정(Land Development Act, 2008)

적극적 토지정책이 그동안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개발방식
을 전환시킬 특별한 외부 압력은 없었다. 만약 토지가 지방정부 소유가 아니었다
면 공적 투자비용을 회수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러나 공공의 토지소유권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공영개발방식의 약점이 토지의 독
점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명백해졌다. 게다가 민간 부동산개발업자들이 개발과정
에서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제반 비용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불만스럽게 표
출하였다.

2008년 7월 1일, 네덜란드 정부는 ｢토지개발법｣을 제정하였다.63) 이 법은 지방

정부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
무로 규정하였다. 현재도 지방정부 지출비용은 공영개발방식 또는 민간개발업자
와의 협의를 통하여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지방정부가 토지를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다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
지개발계획(exploitatieplan)을 통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토지개발계획
은 토지이용계획(bestemmingsplan)을 채택하는 동시에 공포되어야 한다. 토지개
발계획에는 지방정부가 회수하여야만 하는 제한적이고 필수적인 투자비용의 목
록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투자비용 목록에는 예컨대, 토지개발 비용, 토지이용계
획 변경 비용, 장애물 철거비용, 공공녹지 비용, 역사문화재 조사비용, 계획 보상
및 오염제거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들 비용의 상한선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토

지개발법｣은 시민과 개발업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투
62) Kam, G. de. 1996. Op grond van beleid. Locaties voor sociale woningbouw, grondbeleid en ruimtelijke
spreiding van welstand in en rond Den Haag. Almere: Nationale Woningraad.
63) 엄밀하게 말하면 ｢토지개발법｣은 별도의 법이 아니고 네덜란드 ｢공간계획법｣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해당 부분을 보통 ｢토지개발법｣(Grondexploitatiewet)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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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용 회수는 개발사업의 수익성, 비례성 및 인과관계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즉 투자비용 회수는
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하고,
생하여야 하며,

개발업자가 지방정부가 제공한 재화와 서비스
투자비용이 개발사업과 어느 정도 비례하여서 발

개발사업과 공공이 제공한 재화 및 서비스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회수할 수 있는 투자비용의 규모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이
익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도입한 법률 규정은 지방정
부가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토지개발법｣의 주요 목적은 공공이 투자한 비용의 회

수에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토지이용(locatie-eisen)을 뛰어넘는 토지개발계획상의 토지이용을 허용하는 조건
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투자비용 회수요건은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
니다. 회수요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토지조성 및 개발단계 등 한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는지의 개발방식과 관련한 요건이다. 다른 하나는 공급되
는 주택의 유형과 관련한 요건이다. 지방정부는 공급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개인건설주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지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
다.64)

｢토지개발법｣이 제정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효과를 평

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비록 이 법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현행 정책수단에 필요
하고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의 강제취득과 유사하게 지
방정부 및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사법(私 )상 토지거래 또는 협의과정을 거쳐,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써 공법(公 )상 토지개발계획을 통하여 원만하게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토지개발계획 방식이 선택
되었다면 공공의 투자비용 회수에 대한 협상은 더 이상 없게 되고 투자비용 회수
는 강제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64) 네덜란드에서는 전체 주택의 10% 만이 개인이 건축하며 나머지 90% 는 부동산 개발업자 및 주택협회
가 건설한다. 중앙정부는 개인이 직접 건축하는 주택(self built housing)을 장려한다. 따라서 토지소유
자인 개발업자에게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선택사항제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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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법｣은 지방정부가 보유하지 않은 토지에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
는 길을 터주었다. 여기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투자의 비용회수와 개발

이익 환수 간의 관계이다. ｢토지개발법｣의 입법목적은 투자비용의 회수에 있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데 있지 않다. 만약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데 공공의 비
용이 투자되어야 하고, 이러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결과 우발이익(windfall profits)
이 발생하였다면, 계획수립에 수반하여 지출한 비용의 한도 내에서 투자비용의
회수가 가능하다. 다른 한편 공공투자 비용이 회수될 수 있는 전제조건은 바로
우발이익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우발이익은 투자비용의 회
수에 대한 필수조건이지 개발이익 환수 자체가 정책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개발영향부담금(Impact fee(baatbelasting))

네덜란드에서도 하수도나 기반시설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부터 발생

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지방자치법｣ 제222조). 그러나 이 제도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매년 약 다섯 건의 개발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정도에 그치
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영향부담금을 거의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하다.65) 먼저, 이 제도의 운
영에 대한 행정적 및 공적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들 공공서비스
에 대한 수혜가 대개 수동적이기 때문인데, 수혜자들이 이들 서비스의 공급을 요
청하지 않았는데도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 제
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고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기
에는 일종의 악순환이 있다. 즉, 개발영향부담금제도가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
에 지방정부 당국은 이 제도의 운용에 대한 방법(know-how)을 잘 모르고, 또한
이 제도의 운용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제도는 지나치게 복잡하다. 개발영향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지방정부가 이 소송에서 승소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

65) Brand, J. van den. 2003. “De exploitatievergunning: de gemeente als regisseur”. in Achtergrondinformatie
van de VVG. 7(4). pp.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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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가 이 제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2)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
토지시장 관리

토지 및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환수한다. 하
나는 재산세와 같은 일반적인 조세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재산세는
사실 토지가격 변화, 즉 개발이익의 발생 여부와 거의 관계가 없다. 다른 하나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이용규제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지가상승을 지방정부가 가능한 부분에서 일부 환수하는 방법이다.

재산세(Property fee)

지방재정의 관점에서 볼 때 네덜란드는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국가이다.
지방재정 수입의 80%가 중앙정부로부터 나온다. 지방정부 스스로 관리하여서 얻
을 수 있는 재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재산세 수입이다. 네덜란드에서 모든 부동
산의 소유자들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인 및 거주자 역
시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징수한다. 재산세 비율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일반적으
로 말하면 2009년 현재 재산세율은 부동산가격(WOZ value)의 0.05%~0.3% 수준
이다. WOZ value는 이론적으로는 공정한 시장가격과 거의 같아야 하는데, 매년
지자체가 결정한다. 실제로 WOZ value는 인근에 있는 유사부동산의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결정한다. 비교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거래시점과 재산세 부
과를 위한 부동산가격의 평가시점 사이의 시차 때문에 WOZ value는 일반적으로
공정한 시장가격보다 조금 낮다. 전체 지자체 중 95% 이상이 상업용 부동산과
주택의 재산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일반가구보다 상대
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
재산세의 근본목적은 지방정부의 세입을 확보하는 데 있다. 재산세율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토지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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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방법과는 달리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방법은 공적 개입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상승은 직․간접적으로 환수될

수 있다. 간접적인 수단에 의하여 원래의 목적과 달리 개발이익이 환수될 수 있
다는 것이다.

공공의 토지공급(Land sales)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네덜란드 지방정부는 토지개발에 직접 참여하였다. 지
방정부가 토지를 취득 및 개발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간 개발업자 및 주
택협회에 공급하였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공영개발방식이 외부의 압력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공영개
발방식으로 참여한 결과 발생한 지가상승의 일부는 곧바로 지방정부 재정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공공부문이 투자한 사업비, 예컨대 개발계
획 수립비용,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공용지 확보비용 등의 적어도 일부가 회수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영개발방식에는 위험이 따른다. 수요가 감소하고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경제위기 및 불황기에는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게 된다. 조성한 토지가
팔리지 않거나 매각이 지연될 경우 금융비용이 계속하여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러한 현상은 2009년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고,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던
1980년대 초반에도 있었다. 또 다른 위험은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관심이 공적
이익이나 지역개발사업의 질보다 더 우선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66) 도심이나 오
염이 심한 지역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에서는 낮은 수익성 때문에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67)

66) Segeren, A. 2007. De grondmarkt voor woningbouwlocaties: belangen en strategieën van grondeigenaren.
Rotterdam/DenHaag: NAi Uitgevers/RPB.
67) Buitelaar, E., A. Segeren & P. Kronberger. 2008. Stedelijke transformatie en grondeigendom. Den Haag/
Rotterdam: Ruimtelijk Planbureau/ Nai uitgevers.
제 5 장∙주요국의 토지시장 관리방안

193

4. 아시아 국가의 토지시장 관리방안
1) 일본

(1) 개관

일본의 토지투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토지시장 안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계속 제기되었고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발달할 수도 있었으나 다
양한 이유 때문에 그리 정치하게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다.68) 토지재산권은 대체
로 자유롭게 행사되고, 그 이용 및 처분에 대한 공적규제도 상대적으로 약하여
개발이익의 공공환수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그리 형성되어 있지 않은 편이
다. 다만, 토지가격 안정을 위하여 지가공시제, 지가세제, 장단기 양도소득세제
등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가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의 일부를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조세를 통하여 흡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그동안 구획정리방식의 감보제도 등을 통한 개발
이익의 내부화제도, 기반시설부담제도 및 수익자부담금제 등 직접적인 환수제도,
그리고 조세를 통한 간접적인 환수제도 형태로 구성되어 왔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초 일본열도 개조론과 함께 두 번째 지가폭등이 일어나
고, 1980년대 중순 동경 도심에서 세 번째의 지가폭등이 시작되었다. 버블경제의

전국적 확산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8년 6월 내각회의에서 ｢종합토지대책요강｣
을 마련하고, 1987년 ｢국토이용계획법｣을 개정하여 감시구역제도를 창설하였으
며, 1991년 세제를 개편하여 지가세를 도입하였고, 그 외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
세․법인세의 중과, 토지 매수 시의 융자규제 등을 시행하였다.69) 그러나 1990년

데 초부터 시작된 버블경제 붕괴 이후 개발이익 환수제도 마련에 대한 여론의 열
기가 약화되고, 지가하락으로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개
68) 정희남 외. 2003.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120.
69) ｢국토이용계획법｣의 감시구역제도는, 도도부현 지사가 투기적 토지 거래에 대한 계약 체결의 중지
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지가세는 주택용지나 농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2% 를
보유세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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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익 환수 및 토지시장 안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
다.
(2) 도시용지 개발공급과
․
토지시장 관리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토지시장 관리시책의 특성 중 하나는 개발이
익환수의 내부화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점이다. 개발이익 환수의 내부화 제도
는 근본적으로 개인에게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공공부문이나 개발사업
자가 토지를 사전에 취득하려는 제도이다. 즉,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주체, 도시계
획사업이나 교통시설정비사업의 주체가 토지수용, 토지선매, 초과수용 등을 통
하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최소화하
고 이를 내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중 토지선매를 통한 개발이익의 내부화는
가장 본질적인 환수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토지수용 시 개발이익을 배제한 보상

｢토지수용법｣에 근거하여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가격 산정 기준일을 사업인정
일로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으로 발생한 지가상승분 중 적어도 사업인정일 이후
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공용지 취득 보상가액에서 배제하고자 한다.

수용권이나 선매권 등을 활용하여 사업용지를 선행취득

토지선매는 토지소유자가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한 선매토지구획정리사업과 ｢신도시기

반정비법｣에 근거한 신도시기반정비사업이 있다. 선매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본
주택도시정비공단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도시기반정비사업의 선매는 아직 추진 실적이 없다. 이 외에도 ｢도시
재개발법｣에 근거한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지구 내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

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먼저 취득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SOC 용지는 이른바 선행취득 방식을 통하여 사전에 용지를 취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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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해당토지에서 발생할 개발이익을 내부화하고자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은행을 통하여 선행취득 과정에 중앙정부가 관여하지만, 일본은 지자체가
선행취득을 주도하여 운용하고 선행취득 비용에 정책금리를 가산하여 다시 국가
등에 선행취득한 용지를 매각하고 있다.70)

초과수용제도

공공사업지구를 넘어 토지를 수용하는 초과수용제도는 1919년 (구)｢도시계획

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초과수용제도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예정지의 주
변지역까지 수용대상으로 정하여 구획을 정리한 후, 사후에 다시 매각함으로써

도시정비의 재원으로 충당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초과수용제도는 ｢토지구

획정리사업법｣(1954년)에 입체환지제도가 신설되면서 1954년에 폐지되었지만, ｢
시가지개조법｣(1961년)에 따라 부활되었다가 1969년 다시 폐지되었다.

다만, 초과수용제도는 현재 ｢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제2종 시

가지 재개발사업에서 그대로 승계되고 있다.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은 일단 시
행지구의 건물, 토지 등을 시행자가 매수 또는 수용하고, 매수 또는 수용된 사람
이 희망하면 재개발된 건물의 분양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의 고도이용에 의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주거공간에 대한 우선매입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업비를 조달한
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의 토지감보제도

1919년 (구)｢도시계획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1899년의 (구)｢경지정리법｣ 및

1909년의 (신)｢경지정리법｣을 통하여 도시교외에서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으

며, (구)｢도시계획법｣ 제정 후에는 동법에 근거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
고 있다. 구획정리사업은 이후 일본 ｢도시계획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활발

히 시행되었다. 관동대지진 후의 지진재해 복구 및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후 복

70) 정희남 외. 2008.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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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업 과정에서 기성 시가지 정비를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대부분의 도시개발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
으며, 이때 감보제도를 통하여 공공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하고자

한다.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도시재개발사업에서도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교환방식을 통하여 건축물의 가로선 등에 의한 도로․광장 등의 공공적

공간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이처럼 토지감보제도는 토
지소유자로 하여금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개
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수익자부담금제도

수익자부담금제는 제1차 세계대전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철도․버스 등
의 교통망, 도로, 공원, 녹지와 같은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인하여 현저하게 이익
을 받는 자에게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토지 대신 금전으로 일정한 비용을 부담
시키는 제도이다. 일본의 경우 수익자부담금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개별법, 예컨대 ｢토지개량법｣, ｢도시계획법｣, ｢도로법｣, ｢토지구
획정리사업법｣, ｢해안법｣, ｢도로정비특별조치법｣, ｢고속자동차국도법｣, ｢특정다
목적댐법｣, ｢주택지구개량법｣, ｢하천법｣, ｢하수도법｣ 등에 규정되고 있다. 다만

수익자부담금의 부담 대상자 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이나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고, 또한 수익의 범위나 정도를 특정하는 것
이 대단히 곤란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많지 않고 단지

｢도시계획법｣ 제75조에 근거한 도로 및 하수도수익자부담금 등 한정된 경우에만
활용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제도71)
71) 정희남 외. 2006. ｢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 건설교통부ㆍ국토연구원. pp.150-156; 김형복
외. 2006.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건설교통부ㆍ한국토지공사. p.23; 김상조
외. 2008.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시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 건설교통부ㆍ국토연구원ㆍ대
한국토도시계획학회.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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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시정촌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수반되는 도시공공시설의 수요에 대

응하는 데 지자체의 행․재정 능력에 한계가 있고 민간개발에 일방적으로 재정

을 지출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서, 택지개발 허가 시 공공시설정비
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즉, 특정한
개발행위에 따라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편익시설 중 간선도로 등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부담하여 정비하지만, 간선도로에 접속하는 지선도로, 배수시설
등은 개발이익의 공평한 분배와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
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기반시설부담제도는 현행 ｢도시계획법의 기초가 된 1967년 제6차 ｢택지심의

회 답신｣에서 도시시설 정비의 프로그램과 그 책임부담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
안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공공시설 정비비용의 부담에 관한 내용과
방법을 ｢택지개발지도요강｣ 등에서 미리 정하여 무절제한 민간개발로 도시공공

시설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도시환경 악화를 예방하고, 생활환
경을 유지하고자 한다. ｢택지개발지도요강｣에서는 지자체별로 일정규모 이상

의72)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 방향, 공공시설 정비수준, 용지 무상제공,
개발부담금 징수, 주민의 동의사항 등에 대한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따라 원단위 기준, 면적비율 기준, 설치기준 등 확보기준을 각 지자
체별로 다양하게 운용한다.
지방정부가 토지개발을 허가할 때 사업지구 내의 도로, 공원, 녹지, 홍수조절
지, 학교 등의 공공시설을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기반시설부담제도의 부과
방식은 금전, 사회간접자본 정비에 필요한 용지 제공, 사회간접자본을 민간사업

자가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등 다양하다. ｢택지개발지도요강｣
은 ｢도시계획법｣과 ｢건축기준법｣에 의하여 대응할 수 없는 인허가 이전의 사전
협의단계를 강조하는 지자체의 내규로서, 사업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고
72) ｢도시계획법｣ 제 29조에 의거한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규모로서 ｢수도권정비법｣에 규정하는 기성시
가지, 근교정비지대와 ｢근기권정비법｣에 규정하는 기성도시구역, 근교정비구역 그리고 ｢중부권개발
정비법｣에 규정하는 도시정비구역 등 3대 도시권의 시가화구역은 500∾ 이상이고 기타 시가화지역
은 1,000∾ 이상이다.(단, 도도부현의 규칙으로 300∾까지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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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이 부족한 단점이 있으나 주민의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
에 대한 구속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만 기반시설부담은 개발사업비에 전가
되어 개발사업자가 매각하는 택지나 주택가격에 최종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개발지역의 토지에서 생긴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자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흡
수하는 결과와 동일하다.

기타 제도

뉴타운을 통과하는 철도의 새로운 노선건설에 필요한 건설비용 중 일정 비율
을 뉴타운 건설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뉴타운 철도정비사업방식, 그리고 고속도
로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인터체인지 주변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개발인터체인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3) 부동산의 처분수익과
․
토지시장 관리

양도과세는 토지의 양도이익(매각가격-취득가격)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로
서, 토지의 개발이익이 실현된 시점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이익을 흡수하는
과세이다. 1991년 세제개혁 당시 토지가치는 공공투자나 경제활동의 집적 등 주
로 외부요인에 의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재산의 양도이익보다 중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여 다양한 강화조치가 취하여졌다. 하지만 버블붕괴 이
후 장기적인 지가하락과 경기침체를 이유로 이러한 조치는 모두 해제되어 현재
양도과세를 통한 개발이익 흡수효과는 매우 작다고 평가된다.
현재 양도소득세 체계는 보유기간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5년이상 장기보유에
는 20~1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 외에도 1,500만 엔~5,000만 엔의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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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일본의 토지양도과세 개요(2007년 현재)
보유기간

5년 이내

5년초과

10년 초과

<원칙>
양도차액 × (15%+ 주민세 5%)로 분리과세
<특별조치: 2008년 말까지>
우량 주택지조성 등을 위하여 경감세율 특례
․2,000만 엔 이하부분 : 10% + 주민세 4%
양도차익 ×
․2,000만 엔 초과부분 : 15% + 주민세 5%
개인
(30 %+ 주민세
<특별조치>
9%)
주거용 자산 양도시 경감세율 특례
․6,000만 엔 이하부분 : 10%+주민세 4%
․6,000만 엔 초과부분 : 15%+주민세 5%
상속으로 취득한 주거용재산의 대체매입 특례
특정 주거용재산의 대체매입 특례 등
법인세에 10% 통상의 법인세에 추가하여 5% 세율로 과세
법인
추가과세
<특별조치: 2008년 말까지 적용정지>
수용 등으로 양도한 경우
: 5,000만 엔
특정 구획정리사업을 위하여 양도한 경우
: 2,000만 엔
특별공제
특정 주택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양도한 경우 : 1,500만 엔
농지보유 합리화를 위하여 양도한 경우
: 800만 엔
주거용 재산을 양도한 경우
: 3,000만 엔 등
자료: 손경환 외. 2008.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p.80.

(4)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
토지시장 관리
취득관련 조세

취등록세
․
: 일본에서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등록세는 국세이다. 일본은 1990

년 초부터 오랜 동안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소득세․법인세를 포함한 다양한 부

문에서 조세감면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2003년까지 취․등록세의 명목세율이 각
각 4% 및 5% 로 모두 9% 에 달하여 우리보다 높았으나, 2003년 4월~2006년 3월까
지 3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세율은 3% 로 등록세 세율은 1% 로 삭감되었다. 2006
년 4월부터 취득세는 4% 로 다시 환원하였고 등록세는 2% 로 조정되었다.
상속세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된다. 2000 년도 세제
개편에서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일본 국적 소유자가 상속 등으로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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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재산도 상속세의 대상에 추가되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유산받은 상속금
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때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세율은 기초공제액 5천만
엔, 상속인 1인당 1천만 엔을 공제한 후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10%~70% 가 적용
된다.
증여세 : 증여재산 가격에서 기초공제액 110만 엔(증여세의 배우자공제를 적
용받는 경우는 이 외에도 2,000만 엔)을 차감하여 증여세액을 산정한 후 증여세
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10만 엔을 초과하거나 기한 내 납부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연납이 인정된다. 연납을 하
더라도 현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채, 부동산, 주식 등 물납도 인정된다.

보유관련 조세

고정자산세(시정촌세) : 고정자산세는 일종의 보유세로서, 시정촌의 행정서비
스와 부동산 간에 존재하는 수익관계에 주목하고 자산가치에 대응하여 과세되는
응익적 재산세이다. 고정자산세의 납부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고정자산(토지․주택․감가상각자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이다.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당해 고정자산의 가격이지만 실제로는
과세대장에 등재된 가액으로 적용되며, 표준세율은 자산가치의 1.4%, 제한세율
은 2.1%이다. 고정자산의 과세대장 가액을 개정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재평가
를 실시하며, 토지 및 주택의 과표는 주택정책의 관점에서 과세 대장가액의
1/2~1/6 수준의 일정비율로 적용한다. 지가가 상승하던 시기에 재산세 부담이 급
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별조치를 통하여 고정자산세의 과표를 조
정하면서 평가업무가 복잡하고 과표현실화 수준이 더욱 낮아진다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3)

73) 손경환 외. 2008.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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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일본의 고정자산세 과표적용 비율
구분

주거용 토지

200∾ 이하 부분
200∾ 초과 부분

신축주택 (연면적이 50~280∾로서, 1963.1~2002.3에 신축된 주택)
방화구조로 신축된 3층 이상의 주거용 건물
(각 공공주택의 연면적이 50~280∾로서, 1963.1~2002.3에 신축된 주택)
자료: 손경환 외. 2008.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p.74

적용 비율

1/6
1/3
1/2
(최초 3년간)
1/2
(최초 5년간)

도시계획(특별)세 : 1919년 제정된 (구)｢도시계획법｣ 당초 법안에는 도시계획
사업 재원조달을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토지증가세, 미건축세 등을 신설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대장성의 저항과 귀족원의 반대로 이들 제도의 도입이 실패하였
고, 그 대신 토지분 재산세에 부가되는 도시계획특별세가 도입되었다. 1940년 세
제개편 시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에 규정하였다가 1950년 지방세제 개편 시

폐지되었다. 1956년에 도시계획세가 다시 부활되었으나, 당시에는 이익산출에
관한 과세기술 상의 곤란 때문에 고정자산세와 동일한 과세 방법이 채택되어 개
발이익의 환수취지가 불명확하게 되었다.
현재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
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시가화구역 내의 토지 또는 주택
의 소유자에게 시정촌이 부과하는 일종의 목적세이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고
정자산세 평가액에 제한세율 0.3% 범위 안에서 시정촌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유휴토지에 대한 특별토지보유세 : 특별토지보유세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억
제 및 토지의 유효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1973년 토지과세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되었다. 보유에 대한 과세와 소득에 대한 과세로 구성되지만, 2003년 이후 과세
가 정지되었다.

특별토지보유세(유휴토지분)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유휴토지전환이용촉진

지구로 지정된 유휴지의 이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납세의무자는 유
휴토지 소유자이고, 과세대상은 유휴토지전환이용촉진지구 내에 있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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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토지, 즉 대규모 유휴지이다. 세액은 토지시가 또는 취득가액 중 높은 가
액의 1.4%이며, 산정액에서 고정자산세 상당액은 공제된다.

2) 싱가포르

(1) 개관

오랫동안 영국의 영향을 직접 받았던 싱가포르의 도시기본계획(master plan)은
전통적으로 지역지구제(zoning)와 용적률(plot ratio)을 통한 토지용도 및 개발밀도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와 비슷한 규모인 싱가포르는 좁은 토지를 효율
적으로 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용도별로 개발밀도를 관리하는 제도를 구
축하고 있다. 기준용적률보다 높은 용적률로 개발허가를 받을 경우 용적률 상승
분에 상당하는 개발이익(planning betterment)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
발부담금(Development Charge) 형태로 환수한다.
싱가포르에서 토지가치의 증가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일반 개발이

익(general betterment)은 인플레이션과 일반적인 지역사회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특별 개발이익(special betterment)은 도로 및 기타 사회공공시설 등과 같은 적
극적인 지역개발사업 실시로 발생한다.
계획허가 승인으로 발생한다. 이 중에서
상이 아니며,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제는

계획개발이익(planning betterment)은
,

로 인한 토지가치 증가는 과세대
번 유형의 개발이익에 대하여 과세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개발부담금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74)
(2) 도시용지 개발공급과
․
토지시장 관리
개요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developement charge)은 개발행위자가 용도지역 변경을
74) 정희남 외. 2006. ｢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 건설교통부ㆍ국토연구원. pp.125-135; 김형복
외. 2006.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건설교통부ㆍ한국토지공사. pp.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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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계획허가를 받거나 현행 용적률을 넘는 고밀도 개발의 계획허가를 받은 경
우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은 기본계획(Master Plan)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여 고
밀도 개발을 할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 증가분을 평가하여 부과한다. 개
발부담금제 부과ㆍ운영주체는 도시계획 및 보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갖고 있
는 국가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산하 도시재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이다.
개발부담금은 개인소유 토지와 시장에서 법정 위원회에 의하여 구매된 토지에
적용되며,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고율의 세금으로 볼 수 있다. 싱가포르의 개
발부담금은 영국에서 활용한 바 있는 개발이익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본계획(Master Plan)에서 정하는 밀도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의 계획을 허가할
때 발생하는 우발이익의 일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기 때문이다. 현재 싱
가포르의 국유지는 전체 토지의 60~70%로 과거 80% 이상이던 것에 비하여 줄어
들었는데, 개발부담금은 주로 사유지에 적용되고 있다.

<표 5-10> 싱가포르 개발부담금제의 도입 및 전개과정
연도

1965년
1965.3.12일
1980년
1985년
1989년~현재

연혁

개발부담금은 1965 년 싱가포르의 독립과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보다 약하
긴 하지만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사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계획법 시행령(Planning Ordinance) 개정으로 도입: 사전에 결정된 고정부
과율표(Schedule of fixed rates)를 기초로 부과
고정부과율표를 기초로 산정된 개발부담금과 세무서장의 평가에 의한 개
발부담금 중 높게 평가되는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토록 개정
세무서장이 평가한 개발부담금에 기초하여 부과
고정부과율표에 의한 부과방식 채택

개발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계획법｣ 제35조 (2)항에서는 토지개발
시 납부하여야 하는 개발부담금은 기준개발가치와 최대개발가치의 차액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민간 개발자가 제안한 개발밀도가 기본계획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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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개발용적률을 넘는 경우나, 지가상승을 유발하는 용도지역의 변경이 일어나
는 경우 증가한 토지가치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여기에서 기준개발가치(Development Baseline)란 개발부담금이 이미 납부되었
거나 면제, 감면 또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개발허가의 용도 및 밀
도를 감안하였을 때 산정할 수 있는 지가수준을 말한다. 기준개발가치 산정 시
적용하는 용적률 2008년의 기본계획 현재가 아니라 1958년 또는 1980년 기본계
획(Master Plan)상 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최대개발가치(Development Ceiling)란 어떤 지역의 특정용도로의 개발에 대하
여 개발사업자가 제안하고 도시재개발청(URA)이 허가하여 상승한 개발가치를
의미한다. 최대개발가치는 (제안된 용적률 × 개발지역의 토지용도와 용도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발부담금 부과율)로 산정한다.
기준개발가치 산정 시 경과규정(safeguarded historical baseline)을 허용하고 있
는데, 1958년 기본계획 및 1980년 기본계획 당시의 기준가치가 2003년 기본계획
또는 2008년 기본계획상의 기준가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경과규정을 인정하여 토
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따라서 1958년 기본계획 및 1980년 기본계
획 당시의 기준가치와 2003년 기본계획 또는 2008년 기본계획상의 기준가치 차
이에 따른 개발이익에는 개발부담금은 면제한다.
싱가포르에는 계획이익 환수수단으로 개발부담금 외에 Differential Premium이
별도로 있다. 이 제도는 국공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 시 부과된 규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들 행
위로 인하여 변동하는 토지가치의 차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임대기간을 80년에서 99년으로 연장하고자 할 때 80년 기간의 임대조
건 때의 가치(사전 가치)와 99년 기간의 임대조건으로 변경하였을 때의 가치(사
후가치)를 산정하고, 그 차이를 개발이익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제도이다. 개인
인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고, 국공유지
를 임대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Differential Premium을 납부하는 체제
로서,75) 전국토의 60-70% 이상이 국유지인 싱가포르의 상황을 반영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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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관련법률

도시계획법(Planning Act, 2004.12.15. 개정)

싱가포르의 ｢계획법｣은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조항 등 토지개발과 관리에 관련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두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법｣ 제5장

(Part Ↄ)의 제35조~제40조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는 개발부담금 부과원칙과 개발부담금 결정, 개발부담금 산정․납부․철회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개발부담금 관련 계획규칙(Planning (development charge) Rules, 2007 개정)

｢계획법｣ 제5장의 개발부담금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계획규칙｣은 모두 19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규칙｣의 <별표 1>에서 개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기준이 되는 10개 용도별 개발허가대상과 118개 지역의
용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율표를 규정한다.

<표 5-11> 싱가포르의 용도그룹별 개발목적(2009.3.1. 현재)
용도
그룹

개발허가나 개발권 획득의 목적

A

상가, 사무실, 협회 사무실, 극장, 유흥점, 진료소, 병원, 식당, 주유소, 차량 정
비소, 사설주차장, 시장, 스포츠센터

B1

주거용(주거용 일반주택)

B2

주거용(주거용 빌딩 및 아파트)

C

병원 및 의료센터, 호텔, 호텔 관련시설

D

산업, 창고업, 과학공원, 업무공원, 운송시설, 공항, 부두, 항구, 공공시설, 통신
기반시설, 고속운송역, 경전철역

E

종교시설, 커뮤니티 빌딩, 교육시설, 정부시설

F

오픈스페이스, 자연보호

G

농업

75) www.redas.com/html/ePropFAZs/development_charge.htm
206

H

배수, 도로, 철도, 묘지, 고속운송로, 경전철 철도

I

업무지역, 상업적 이용

자료: 싱가포르 도시계획 규칙(개발부담금) <별표 1>의 PART 1
(http://www.ura.gov.sg/pr/graphics/2009/pr09-06b.pdfl)

<표 5-12> 싱가포르 개발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율(2009.3월 현재)
용도그룹별

구역별
1
2
3
4
5
6

116
117
118

A

B1

B2

C

D

E

F

G

H

I

$7,000
$7,000
$5,600
$4,550
$7,000
$7,000

$2,240
$2,240
$2,240
$2,240
$2,240
$2,240

$6,300
$5,950
$5,250
$3,850
$6,300
$6,300

$3,570
$3,570
$4,060
$3,780
$4,270
$4,270

$504
$504
$504
$504
$504
$504

$840
$840
$840
$840
$840
$840

$10
$10
$10
$10
$10
$10

-

$1
$1
$1
$1
$1
$1

$9,784
$9,784
$7,784
$6,284
$9,784
$9,784

$980
$2,800
$980

$910
$5,250
$910

$980
$8,400
$980

$910
$3,780
$910

$210
$210
$210

$350
$350
$350

$10
$10
$10

$34
$34
$34

$1
$1
$1

$1,310
$3,910
$1,310

주: 용도그룹 A～E&I의 개발부담금 부과율은 총 바닥면적의 ∾당 적용
용도그룹 F～H의 개발부담금 부과율은 토지면적의 ∾당 적용
자료: 싱가포르 도시계획 규칙(개발부담금) <별표 1>의 PART Ⅱ
(http://www.ura.gov.sg/pr/graphics/2009/pr09-06a.pdfl)

개발부담금 면제관련 계획규칙(Planning development charge-exemption) Rules,
2004.1.28. 개정)

개발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는 대상을 담고 있는 이 규칙은 모두 18개 조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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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싱가포르 개발부담금의 면제대상 요약
조항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면제 대상

상업용, 중심상가, 지역상가, 혼합용도 또는 병원 또는 의료센터 목적으로 지
정된 토지
보존지역 안에 있는 토지
정부 또는 법정기관에 의하여 매각된 토지
국가에 의하여 법정기관에 임차된 토지
법정기관의 개발부담금 납부
대통령이 프리미엄을 징수하거나 징수가능한 개발
전에 상업용으로 사용되었던 주거용 개발토지
단독주택
분할불가 저층주거개발지 내에서 주택
1958년 및 1982년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적으로의 토지개발
골프코스 개발토지
개략허가(Outline permission)가 부여된 개발
HDB 프로젝트 개선
커뮤니티 센터 및 커뮤니티 클럽
임시개발세(Temporary Development Levy) 부과시

개발부담금제 운영실태

싱가포르 개발부담금은 1958년의 기본계획에 따라 각 구역(Plot)별로 부과되며
각 구역의 개발밀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르다. 먼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이 싱가포르 전역을 주요 기능별로 구역을 나누고, 각 구역별로 용도지역을 세분
한 뒤, 개발행위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부담금 계획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율표(Table for Development Charge Rate)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율은 국가경제 상황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매년 2회 수
정하여 공표한다. 싱가포르 세무서장(Chief Valuer)은 많은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매 6개월마다(3.1일, 9.1일) 개발부담
금 부과율표를 수정ㆍ공표한다. 싱가포르 국토개발부는 1985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하자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70%에서 50%로 낮추었으며, 2007년에 부동산시
장이 과열되자 부과율을 50%에서 70%로 다시 인상한 바 있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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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싱가포르의 구역 구분도(Geographical Sectors, Map A. 2009.3. 현재)

자료: http://www.ura.gov.sg/dc/devcharge/images/0908map_a(742kb).pdf\

76) http://www.mnd.gov.sg/newsroom/newsreleases/2007/news1807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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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생한 세계경기 침체를 반영하여 국
토개발부는 2009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일부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다시 인하하였다.77)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된 개발밀도를 넘는 개발,
우,

기본계획(Master Plan)에 규정

지가상승을 유발하는 용도지역 변경이 일어나는 경

초과용적률로 개발하는 경우 등이다.

개발부담금 산정식 및 적용

개발부담금은 최대개발가치에서 기준개발가치와 개발부담금 면제금액을 제외

하여 산정한다. ｢개발부담금 계획규칙｣ <별표 1>의 PART Ⅱ에서 규정한 개발부
담금 부과율표에 의거하여 부과한다. 개발부담금 부과율은 동 규칙 제10조 (a) 및
(b)에 의하여 업무지역의 경우는 증가한 토지가치의 100%를, 그 밖의 지역은 증
가한 토지가치의 7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8)

개발부담금 납부 및 이의신청 절차

납부 절차 : 최종고지서를 발행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납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안)을 기준으로 추정한 개발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도록 임시고지서
(Interim Order)를 발행한다(계획법 제38조 (2) 및 (4)). 이후 개발부담금 집행기관
은 개발계획(안)에 대한 계획허가 또는 보존허가 부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
제로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을 산정 및 결정하여 개발사업자에게 최종고지서
를 발행한다.
이의신청 및 불복청구 절차 : 임시고지서 또는 최종고지서에 불만이 있는 자는
해당 고지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국토개발부 장관에게 불복 청구할 수 있다(｢계

77) A지역(4%), B2지역(15%), C지역(10%), I지역(4%) (http://www.ura.gov.sg/pr/text/2009/pr09-06.html)
78) 계획규칙 제10조 (a) 및 (b)의 내용
제10조 계획법 39조 (3)항의 목적을 위하여 (a) 상업적 용도의 업무지역으로의 토지개발을 서면 허가한 경우,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서면 허가
로 인하여 증가한 토지가치 평가액의 100% 가 된다.
(b) 다른 목적으로의 토지개발을 서면 허가한 경우,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서면 허가로 인하여 증
가한 토지가치 평가액의 70% 가 된다. (S 466/2007)
210

획법｣ 제39조 (7)). 개발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임시고지서 도착 후 14일 이
내에 집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집행기관은 세무서장(Chief
Valuer) 또는 장관이 임명한 사람에게 재평가를 요구하여야 한다(｢계획법｣ 제39
조 (2)~(4)).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
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율표에 의하여 산정된 개발부담금과 개발사업자가 평
가하여 산정한 개발부담금 사이에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둘째, 토
지소유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개발
사업 계획단계에서 개발사업비의 항목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기 때문이다. 셋째, 개발부담금제도를 1965년부터 시행함으
로써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역사가 상대적으로 길고 그 동안 개발이익 환수에 대
한 사회적 합의도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수수료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이의신청
조정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서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임시개발세(Temporary Development Levy) 납부

10년 이하의 계획허가나 보존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가 제외되는
데, 이 경우 개발부담금 대신에 임시개발세 납부대상이 되어 이를 집행기관에 납
부하여야 한다(｢계획법｣ 제40A조). 임시개발세를 납부하고 받은 계획허가 또는

보존허가는 임시허가(Temporary Permissions)적 성격을 띠고 있다. 기업이 업무용
목적으로 토지용도의 변경 및 건축물의 증축․개축 제안서를 제출할 때 영구허

가(Permanent Permission)와 임시허가 사이에서 최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개발세 제도는 기업의 사업 초기비용을 줄여주고 현금유동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임시개발세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던 시기
에는 기업이 영구허가 조건으로 개발부담금 전액을 개발사업 초기에 납부하여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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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싱가포르 개발부담금의 산정방식 예시
구분

대상지 정보

추가 정보

1단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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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면적: 4,000∾
현재 개발상태: 4층 주거블록
개발허가 신청 내용: 20층 콘도미니엄, 총 용적률(Gross Plot Ratio) 280%
신청 연면적(Gross Floor Area): 주거층 연면적 11,200∾
임시허가일(부과개시 시점): 2009년 1월 2일

1958년 기본계획: 최대밀도 200ppa의 주거용
1980년 기본계획: 최대밀도 495ppha의 주거용
현재 승인된(사용 중인) 연면적: 4,000∾ (아파트 개발)
구역: 48구역
결정에 필요한 개발부담금 부과율:
(a) 기준가치 경과규정 : 2003. 9.1. 공표된 개발부담금 부과율
(b)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 : 2008. 9.1. 공표된 개발부담금 부과율
- 용도그룹: B2(비토지 주거용)
-

기준가치 경과규정: 적용된 개발부담금 부과율 기준은 2003.9.1.
1) 1958년 기본계획 상의 가치:
동일 용적률(Equivalent Plot Ratio)=200×2.471×0.0056=2.7675
연면적=2.7675×4,000∾=11,070.00∾
가치=$2,300(∾)×11,070.00∾=$25,461,000.00
2) 1980년 기본계획 상의 가치:
동일 용적률(EPR)=495×0.0056=2.772
연면적=2.772×4,000∾=11,088.00∾
가치=$2,300(∾)×11,088.00∾=$25,502,400.00
3) 기준개발가치 경과규정 :
위의 1)과 2) 중 높은 가치 = $25,502,400.00
4) 2003년 기본계획 상의 가치:
용적률 2.8의 주거용지
연면적=2.8×4000∾=11,200∾
가치=$2,300(∾)×11,200∾=$25,760,000.00
5) 기준가치 경과규정 (Safeguarded Baseline)
위의 3)과 4) 중 낮은 가치=$25,502,400.00
이것을 용적률을 고려하여 변환시키면 연면적=11,088∾에 해당함
개발부담금 결정 : 개발부담금 부과율 기준은 2008.9.1. 적용
1) 최대개발가치 : $8,400(∾)×11,200∾ = $94,080,000.00
2) 기준개발가치 : $8,400(∾)×4,000.00∾ = $33,600,000.00
3) 개발부담금 면제 : $8,400(∾)×(11,088.00-4,000.00)∾=$59,539,200.00
4) 개발부담금 결정 : 최대개발가치 - 기준개발가치 - 개발부담금 면제
= $94,080,000.00 - $33,600,000.00 - $59,539,200.00
= $940,800.00

(3) 도시용지 취득보유와
․
토지시장 관리

재산세(Property Tax) : 재산세는 매년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재산세

법｣(Property Tax Act)에 따라 세무서장이 모든 부동산의 평가 내용과 관련된 과

세목록(Valuation List)을 작성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산세는 보유자산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데 반하여, 싱가포르는 보유자산가치의 매년 상승분
및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이것은 양도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와 유사하
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966.1.1일 이
후 현재까지 재산세 부과율은 재산가치 총 증가분의 12%이며, 소유자가 거주하
는 주거용부동산의 경우에는 4%이다.

취득세 및 등록세(Stamp Duty) : 취․등록세는 1996년 5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양수인은 계약 이후 14일 이내에 부동산 취득에 따
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양도인은 주거용 부동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비교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대부분의 국가들도 토지시장 관리, 특히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조정
하는 데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이익 발생국면을 개발행위
뿐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폭넓게 파악하면서 그 이익을 공공과 민
간, 수익자와 부담자 간에 공평하게 분배하여서 사회전체의 편익이 향상되도록
하고자 한다. 다만 나라마다 토지소유권의 개념, 토지시장과 정부정책 간의 역할
분담에 인식 차이 등 고유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반영하여 실제 운용방식에
서는 다소간에 차이가 있다.
영미법계 토지시장 관리시책의 특성 중 하나는 절대적인 사적소유권을 강조하
는 대륙법계와 달리 관습법적인 전통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점유권적 개념으로
접근하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별도로 분리하고 이들
개발권의 행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수하려는 개발이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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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도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였다. 다시 말하여 토지의 개발활동이 일어나는 자
본주의적 도시화시장에서 1차적으로 개발이익(development gains)을 조정하고, 상
품화시장에서 토지를 처분할 때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한 자본이익(capital gains)
을 2차적으로 환수하는 틀을 가지고 토지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영국은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그동
안 오랫동안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여 왔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당 정부와 보수당 정부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도입과 폐지가 반복되어 왔다. 1970년대 말~1980년대 중반에 보수당 정부가 기
존의 환수제도를 전면 폐지하자, 1980년대 중반에 개발이익(development gains)
대신에 계획이익(planning gains)으로 개념을 전환하였다. 계획이익을 환수하기 위
하여 정부가 토지개발 허가조건으로 기반시설 설치조건 등을 개발사업자와 협상
하였고, 계획협상(planning negotiation) 또는 계획의무(planning obligation) 제도의 운
영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 때 미국의 개발영향부담
금(DIF)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영국에 실정에 부합하는 선택
적 개발부담금제도(optional planning charge)를 2006년부터 도입 및 운영하고 있다.
미국 역시 유사하다. 미국은 오랫동안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초점을 두었고, 이 때문에 다양한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1978년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제안 제95조｣(Proposition 95) 이후 그리고 1980년

대부터는 도시성장관리제도(smart growth control) 운영시책의 하나로 DIF제도를
통하여 개발사업지구 내ㆍ외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과정에서 1차적으로 조정하려고 하였던 개발이익환수는 자본이득
세제를 통하여 사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에는 편익과세원리와 능력과세원리의 조화, 지방세제 운영․관리의 합리성과 효

율성,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측면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산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재산세제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측면에서 철저하게 지
방정부 예산확보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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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영미법계 국가의 토지시장 관리시책
사유화

사유화

(토지인지세,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 증여상속세,
재산세))

영국

미국

도시화

상품화

도시화

(개발허가제, 선택적
계획부담금)

(자본이득세,
법인세)

(개발부담금(DIF),
수익자부담금,
SAD/TIF)

상품화
(자본이득세,
과세이연제도)

이에 반하여 대륙법계 국가들은 영미법계보다 절대적인 사적소유권을 상대적
으로 더욱 강조한다. 따라서 영미법계가 토지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고 이
들 개발권의 행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수하려는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였다. 대륙법계에서는 개발권을 소유권에서 분
리하는 접근방법을 거의 택하지 않는다. 그 반면에 대륙법계는 개발이익의 환수
보다 개발이익의 내재화를 더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지구상세계획 등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의 개발권 행사를 통제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공이 투자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자 하며, 개발권 행
사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내재화할 수 있도록 선매제도를 이용하
여 공공의 토지비축제도를 운용하고, 더 나가가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영개발방식을 통하여 공공이 직접 토지개발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는 1974년에 국토의 1%가 ZAD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1/3이 도시
용지 수요가 많았던 파리지역이었는데, 이들 ZAD지역에서 선매가격을 ZAD 지
정 1년 전 시장가격으로 하였다. 네덜란드도 최근 10여년 간 개발예정지의 약 2/3
를 정부가 선매제도를 통하여 비축운영하고 있다. 이들 선매제도가 가지는 정책
적 효과는 대단히 커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토지를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자체로서 토지시장에서 정부 영향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러한 대륙법계 토지시장 안정시책은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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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대륙법계 국가의 토지시장 관리시책
사유화

사유화

(토지세,
사회연대세)

(증여상속세, 재산세)

프랑스

네덜란드

도시화
(토지선매,
지역일관계획,
지방시설세)

상품화

도시화

(양도소득세,
법인세)

(토지선매, 공영개발,
기반시설비 회수)

상품화
(자본이득세)

이러한 역사적 및 문화적 차이 때문에 대륙법계 국가가 영미법계 국가보다 토
지 및 부동산 관련 개발이익 환수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예컨대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보편적으로 대륙법계가 영미법계 국가에 비하여 GDP 및 총 조세대
비 부동산관련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5-15> 부동산관련 조세부담의 국제비교, 2005
(단위: %)
영미법계
부동산세/GDP

대륙법계

아시아계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4.7

4.3

0.9

3.3

2.4

3.1

보유세

3.3

2.9

0.5

2.1

2.0

0.6

취득세

1.4

1.5

0.4

1.0

0.4

2.5

부동산세/총 조세

12.9

15.8

2.5

7.6

8.8

12.2

보유세

9.1

10.5

1.3

5.3

7.3

2.4

취득세

3.8

5.5

1.1

2.3

1.5

9.8

자료 : OECD. 2007. Revenue Statistics. 손경환 외. 2008.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p.66 을 일부 수정

한편 아시아계 국가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특성이 혼용되어 있다.
예컨대 일본은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대륙법계의 강한 전통으로 공공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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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토지수용권 행사를 최소화한다. 그 대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용지를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감보제도를 통하여 개발이익을 조정한다. 공공시설 설치
가 필요한 경우에도 토지수용보다는 대륙법계통의 선매제도를 응용하여 선행취
득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내재화하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아왔고 그 영향으로 개발
이익환수가 보다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1940년대에 영국에서 시행된 개발부
담금제도를 응용하여 싱가포르식의 개발부담금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조정하고자 한다. 싱가포르는 개발부담금제도를 운영하는 대신 대부분의 국가에
서 사후에 개발이익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본이득세 또는 양도
소득세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특성 중 하
나는 이른 바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제도이다. 즉 주택청(HDB)에서 공공주택을 직
접 건설하여 저소득층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되 분양받은 후 5년 이내에
되팔 경우 주택청이 다시 환매함으로써 단기적인 개발이익 추구행위를 원천적으
로 억제하려 하는 점이다. 우리와 달리 싱가포르는 국토의 81%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8> 아시아계 국가의 토지시장 관리시책
사유화

사유화

(취등록세,
고정자산세)

(토지국유제,
취등록세 , 재산세)

일본

싱가포르

도시화
(토지선행취득,
구획정리 감보,
기반시설부담)

상품화

도시화

(양도소득세,
법인세)

(개발부담금제)
(주택공영개발)

상품화

토지시장의 안정은 모든 경제시장 안정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와 직결되어 있다. 토지시장 안정시책을 모색하는 접근방법 또는 정책적 패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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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장주의, 계획주의, 마르크스주의 및 조지스
트 등으로 다양하지만,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들 접
근방법을 종합하여 정책적 혼합(policy mix)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토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채택하는 주된 정책수단은
주로 도시화시장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조정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영국과 미국 등 주로 용도지역지구제를 통하여 국토를 관리하고 있는 영
미법계에서는 개발허가제를 통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허가조건으로 제시하고 이
를 통하여 개발이익을 조정하고자 한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주로 지구상
세계획을 통하여 국토를 관리하고 있는 대륙법계에서는 선매제 또는 선행취득제
도 등 공공의 토지비축제도 운영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내재화하거나 네덜란드처
럼 공영개발방식을 통하여 개발이익을 적극적으로 공공이 환수한 후 사회에 재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5-9> 자본주의적 토지시장의 관리시책

사유화
(공적토지비축)

토지시장
관리시책
도시화
(개발허가제)
(기반시설부담금제)

상품화
(개발이익환수제)

그 이후에 상품화시장에서 자본이득세제 또는 양도소득세제를 통하여 실현된
개발이익을 환수하며, 사유화시장에서 재산세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공공의 서
비스 대가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 외에 상품화시장에서 직접적인 투기억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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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거래를 규제하는 방식은 적어도 최근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우리 토지시장 안정시책 역시 이들 정책을 적절히 조화
시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 외국의 토지시장 안정시책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의 현행 시장안
정시책과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외형상 다른 나라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외국사례의 시사점을 통하여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투기억제라는 정책목표를 강조하여 다양한 환수수단을 구성하고 있지

만,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및 연계하는 데는 다소 미흡
한 점을 들 수 있다. 때로 지나친 규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환수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선진세계로 진
입하면서 각종 규제완화가 불가피하게 진전될 것을 감안하여 시장안정시책과
관련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토지시장 안정시책들의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례국가가 영미법계이든 대륙법계이든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division of labor)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적어도 토
지시장 관리시책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훨씬 크다는 점이다. 토지시장 관리
부문의 권한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분산되어 있어있고, 대륙법계의 유럽국가
가 영국 및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방정부가 토지시장 안정시책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 역시
점차 지방화가 정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토지시장 안정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개편방안 모색을 서서히 준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부문과 관련하여 네덜란드의 사례는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 네덜란드는 “분
권화된 중앙집권주의 국가”인데, 이러한 특성이 공간계획과 개발계획을 통제하
는 과정에도 반영되고 있다. 각 수준의 정부는 그들의 고유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할 권한을 갖지만, 하위정부는 상위정부의 정책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이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을 거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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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도 있다. 실제
적으로 이러한 권한은 거의 이용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상이한 수준의 정부 간
의 수직적 조정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집권적인 토지시장 안정시책을 지방정부에 이양
하면서 나타난 결과 중의 하나는 지방정부와 민간 개발업자 또는 토지소유자 간
에 기반시설 설치부담에 대하여 일종의 협상체계를 진행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런데 그 과정에서 예컨대 개발부담금의 부담정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있었다. 그리하여 객관적인 협상기준을 제시하면서 민
간부문의 정책 및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가 미국의 경우 DIF, 영국의 경우 선택적 계획부담금제, 네덜란드의 ｢토

지개발법｣ 상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회수제도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도 현재 기반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책의 예측가능성에 대
해서는 다소 중복되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보다 간단하고 객관적
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끝으로, 사례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 하나는 토지이용계획(사유화시
장)과 토지개발계획(도시화시장)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
고 토지개발계획 승인과정에서 당초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하였던 토지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즉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등 용도변
경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
는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이러한 규제완화가 사실상 토지이용계획과 유리(

)

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제4장에서 보았던 토지이용 규제완화의 파급효과, 그리고 이번 장에서 보았던
다른 나라의 토지시장 관리시책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완화 시기의 토지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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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 관리방안 개편과제

이 장에서는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완화 이후의 토지시장 관리정책
의 개편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토지이용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우
리 토지시장 및 사회적 여건변화를 재검토하고, 이들 여건변화와 해외사례의 시사점
을 토대로 향후 토지시장 관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방향에서 제시한 토지시
장 공급 및 수요관리 시스템의 개편과제를 제시한 후, 마지막으로 토지시장 관리정책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지원기반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1. 개편과제 모색 필요성
지난 1960년대 이래 우리가 이룩한 경제적 성과는 참으로 놀라왔다. 그러나 이
들 경제적 성과의 밝은 면 뒤에서 토지 및 부동산문제라는 어두운 면이 지속되었
다. 그런데 이들 토지문제의 근본 원인은 토지의 사유화․도시화․상품화라는

자본주의체제 안에 내재하여 있다. 높은 지가와 토지투기는 토지를 상품으로 다
루는 상품화시장에서 불가피하고, 토지를 투자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그 개발이
익을 소유자가 누린다는 소유화시장에서 피할 수 없으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
기 위한 도시용지 공급확대와 이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완화는 토지문제의 악순
환을 도시화시장에서 차단하려는 시도이다.

고지가로 인한 시회비용 저감 필요성

우리 토지시장 문제의 핵심은 높은 지가와 토지투기였다. 심한 토지이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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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과 가용토지 부족, 토지소유의 편중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이번에 설문
조사한 전문가의 90% 이상 역시 우리의 고지가 및 토지투기가 가장 심각한 문제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1-1> 참조). 이러한 고지가는 지속적인 지가상승으
로 인한 것이었고, 고지가는 결국 생산비용 상승, 주거비부담 증가, 사회간접자본
확보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지가상승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토지가격 상승요인은 사실 다양하다. 경제개발과 함께 경제가 성장하면서 토
지가격 상승이 자연스러웠을 것이고(7.0%), 그들 여유자금의 적당한 투자처가 없
었을 뿐 아니라(9.3%)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기반시설설치 등 건설자본이 투자
되면서 토지의 용도전환이 일어났으며(15.1%),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동
산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12.8%). 그러나 핵심적인 원인으로 전문가
들은 도시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토지 부족(4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림 6-1> 토지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단위 : %)

0.6

기타
경제규모의 성장

7.0
5.8

투기억제수단의 문제
타 투자처가없어서

9.3

시중에 현금이 많아서

2.3

은행 저금리

1.7
12.8

일부사람들의 투기
지역개발을 많이해서

15.1

가용토지 부족

45.3
0.0

10.0

20.0

30.0

40.0

50.0

도시용지 수급 불균형 해소 필요성

결국 고지가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시장을 항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
용토지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전문가의 73.8%
가 지가안정을 위해서는 토지공급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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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와 규제강화(72.1%), 토지보유세 강화(59.3%) 및 양도
세 강화(41.9%)를 꼽았다. 다시 말하여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를 병행하여
야 토지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림 6-2> 토지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은행 금리 인상

(단위 : %)

25.6

토지양도세율 인상

41.9

토지보유세율 인상

59.3

감시 및 규제 강화

72.1

규제 완화

51.7

토지 공급 확대

73.8
0.0

20.0

40.0

60.0

80.0

이 때문에 그동안 우리 정부와 시장 모두가 가용토지 공급확대를 위하여 다양

한 노력을 해왔다. 예컨대 공공부문에서는 1962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단의

주택단지 조성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였고,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해왔다. 민간시장에서도 1966년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사업, 1993년에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상 준농림지역에서 이른 바 국토
이용계획변경을 통한 토지개발사업, 2000년에 제정된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
사업과 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을 통하여 중규모 이상의 토지 및 도시개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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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토지개발 관련법 전개과정
토지개발 관련법

연도

조선시가지계획령
1934----1962
도시계획법
1962---------------------------------------200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6--------------------------------2000
주택건설촉진법
1972-----------------------------2003
국토이용관리법
1972----------1993------------2002
택지개발촉진법
1980--------------------------------------세계화와 외환위기
1993-----1997
도시개발법
2000-------------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2005-------부동산개발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2007------자료 : 정희남 외. 2009.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민간-공공 경쟁체제도입 추진계획의 변경 및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p.54.

이러한 노력 결과 지난 32년간 도시용지가 대규모 개발 및 공급되어 왔다. 이
기간 동안 (광의의) 도시용지는 모두 4,700㎢가 늘어나 매년 146.9㎢(4,443만평)가
공급되었다. 이 중 대지는 총 855㎢가 공급되어 매년 26.7㎢(808만평), 공장용지
는 총 571.6㎢가 공급되어 매년 21.2㎢(640만평)씩 늘어왔다. 그 외의 도시용지는
총 3,273㎢, 매년 102.3㎢(3,094만평)씩 공급되어 왔다.
<표 6-2> 도시용지 공급추이
(단위 : km²)
연도

기타

농경지

임야

최협의
도시용지

협의의
도시용지

광의의
도시용지

최광의
도시용지

3,477.16 22,139.33 65,304.88 2,888.29
3,890.58
3,897.99
4,347.41
4,062.96 22,440.71 66,128.76 3,446.68
4,870.37
4,878.84
5,378.80
4,200.55 22,395.93 65,875.14 3,823.86
5,322.07
5,331.47
5,877.46
4,342.94 22,300.13 65,571.37 4,294.66
5,881.46
5,893.31
6,516.00
4,424.69 21,970.69 65,506.05 4,850.04
6,648.09
6,665.97
7,366.95
4,455.69 21,595.57 65,138.80 5,499.02
7,456.30
7,482.75
8,270.68
4,518.30 21,216.13 64,804.87 6,101.29
8,180.91
8,278.21
9,106.85
4,541.84 21,125.61 64,730.57 6,233.57
8,335.11
8,442.78
9,280.10
4,605.96 21,024.19 64,638.53 6,351.08
8,477.73
8,597.74
9,451.71
주 : 도시용지의 개념정의는 제3 장 1절 참조. 1) 최협의 :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2)협의 : 최협의 + (수도, 구거, 공원, 체육용지), 3) 광의: 협의 +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종교용지) 4) 최광의: 광의 + (유원지와 잡종지)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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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도시용지의 공급추이 및 도시화율(1975-2007)
(%)

(k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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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율

주 : 도시용지는 광의의 개념(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 구거, 수도용지, 공원, 체육
용지 +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종교용지 등 13 개 지목)
자료 :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적통계연보｣.
국토해양부. 각 연도. ｢국토해양통계연보｣.

짧은 기간에 이처럼 많은 양의 도시용지가 공급되면서 도시용지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mis-match)이 점차 줄어들었다. 그 결과는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토
지투기의 지가상승률 최고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낮아지는 등 토지 및 주택
시장이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기조에 진입하였다. GDP 대비 지가총액
비율 역시 1989년 토지공개념제도 도입 당시의 8배에서 2005년에 2.8배, 2007년
에는 3.3배 이하로 떨어졌다. 결국 항구적인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수요억제뿐 아니라 공급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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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명목 GDP 대비 추정지가의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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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04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비율과 조사필지 지가 합계액을 이용한 추정지가
자료 : 1965-2003년 :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소. 2004. ｢전국지가총액추계｣.
2004-2006 년 : 건설교통부. 각 연도. ｢지가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7-2008 년 : 국토해양부. 각 연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시장주의 패러다임에 따라 추진된 이와 같은 도시용지 공급확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체 토지시장의 지가안정에 기여하여 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서 다양한 요인들 예컨대 토지용도의 전환과 이로 인하여 발생할 개발이익에 대
한 기대감 등으로 투기적 수요 역시 증가하였다. 즉,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지가
가 또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주의 패러다임 결과 나타난 이들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지스트 패러다임에 따라 다양한 개발이익환수제도가 도입되
었다.

개발이익의 조정 필요성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 보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다양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왔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을 만큼

과거 우리의 개발이익환수제도는 때로 과다․중첩적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이

것은 만성적이면서 주기적인 토지투기와 개발이익 사유화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
과 경제적 모순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사회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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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뒷받침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 표는 우리나라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시대별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 6-3>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전개과정
연도
구분

조세제도

수익
환수
형

부담
금제
도

시설
부담
형

부동산투기억제세제
(1967.11.29)
양도소득세제
(1974.12.24)
법인세특별부가세
(1974.12.21)
간주취득세제
(1970.1.1)
토지초과이득세제
(1989.12.30)
종합부동산세
(2005.1.5)
수익자부담금제
(1962.1.20)
개발부담금제
(1989.12.30)
농지전용부담금제
(1991.11.22)
산지전용부담금제
(1991.11.22)
농지조성비
(1972.12.1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991.11.22)
학교용지부담금
(1995.12.29)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001.1.29)
과밀부담금
(1994.1.7)
기반시설연동제
(2002.2.4)

기타 제도

기부채납
(1962.1.20)
공공용지감보
(1966.8.3)
토지수용 개발이익
배제(1991.12.31)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비고

2000년대

폐지(1974년)

- --------------------------------------------------------------------------------------------------------------------------------------------------

-

-----------------------------------------------------------------------------------------------------------------------------

대체 : 법인세추가납
부제(2001년)

- ------------------------------------------------------------------------------------------------------------------------------------- ----------------------------------------------------------------------

폐지(1998년)

---------------------------------------------------------------------------------------------------------------------------------------------------------------------------------

대부분 폐지
(1989년)
부과중지(2004년)
부과재개(2006년)

- --------------------------------

폐지(2001년)

- -------------------------------

폐지(2001년)

----------------------------------------------------------------------------------------------------------------------------

-

-----------------------------------------------------------

-

----------------------------------------

-

---------------------------

-

------------------------------------------------

-

-------------------------

- 기반시설부담금제
(2006.7.12)
- 기반시설부담구역
제(2008.3.28)

- ------------------------------------------------------------------------------------------------------------------------------------------------------------

-

-------------------------------------------------------------------------------------------------------------------------------------------------------

-

----------------------------------------------------------------

-

그동안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기본적으로 각종 조세를 통하여 환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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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공시지가제도 등 지가관련 정보체계 구축, 종
합부동산세 도입 등 세제개편, 기타 토지공개념제도 도입 등에 힘입어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환수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예컨대 토지에 대한 제반
조세의 징수 규모는 1980년 5,100억 원에서 1990년 3조 7,850억 원, 2007년 29조
8,260억 원으로 지난 27년 동안 58배가 증가하였다. 부문별로는 취득세 및 등록
세 징수가 전체 조세 징수액 중 약 1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재산세 및 종합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잇고 있다.

<그림 6-5> 토지관련 과세 징수실적(누적액)
30

(조원)

25
20
15
10
5
0
1965

1970

1975

취득세• 등록세

1980

1985

1990

재산세• 종부세

1995

2000

2005

양도소득세

2006

2007

상속세• 증여세

<그림 6-6> 토지관련 과세 징수실적(세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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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토지관련 과세 징수실적
(단위: 10 억 원)
구분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취득
과세
지
방
세
보유
과세

1985

1990

1995

2000

2005

66

127

438

1140

1606

2239 2,303 2,474

13

44

114

161

224

230

247

9

23

91

257

393

404

422

430

3)

등록세

44

113

455

소계

125

275

종합토지세
(토지재산세)

75

135

448

교육세

15

27

90

266

273

253

332

412

도시계획세

29

63

146

433

468

484

607

761

소계

120

225

683

245

500

23

134

240

425

2

17

교육세

3)
3)

법인세특별부과세
4)

상속세

소계

265

578

1,330 1,365 1,265 1,661 2,062

2,029 2,106 2,002 2,600 3,235

1,711 4,823 6,232 6,887 7,665 8,539
626

1,356 1,400

827

1,360 3,731 8,371

695

78

증여세

3

1,284 1,967 2,018 2,110 2,152

1,028 2,794 4,126 4,884 5,065 5,304

4)

재산재평가세

종부세

2007

7

양도소득세

국
세

2006

2)

합계

이전
과세

1980

10

706

1,521

7,365 16,881

669

306

326

347

474

335

297

673

736

904

11

88

2,074 6,102 10,461 2,520 9,153 19,781

종합합산 토지분
(나대지,잡종지 등)

242

706

917

별도합산 토지분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362

489

589

소계

604

1196 1,506

합계
총합계

265
510

578

2,074 6,102 10,461 3,124 10,349 21,287

1,078 3,785 10,926 16,693 10,010 18,013 29,826

주 : 1)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액의 10% 가산세
2) 교육세는 1990년 이전은 방위세였고, 등록세와 재산세(종합토지세)액의 20% 가산
3) 등록세, 양도소득세, 법인특별세부가세액은 각 세액을 (토지분 취득세)/(토지+주택분 취
득세) 비율로 산정, 2005-2007 년의 법인세 특별부과세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그대로 사용
4) 상속세는 (토지분 상속)/(상속재산가액 총액) 비율로 산정. 증여세도 같은 방식으로 추정
자료 : 국세청.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세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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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 조세에서 토지관련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현재 12.4% 수준
이다. 이것은 국세의 9.94%, 지방세의 19.93%로서 상당한 규모라고 말할 수 있다.

<표 6-5> 총조세 대비 토지조세 비중
(단위: 10억)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전체 세입 (A)

4,443 9,151 25,497 59,697 91,706 137,804 152,766 173,096

내국세 (B)

3,676 7,497 19,130 44,382 71,106 101,827 111,473 130,245

지방세 (C)

767

1,654

6,367 15,315 20,600 35,977 41,293 42,851

토지 조세 (D)

754

1,579

5,496 15,749 22,925 16,202 18,313 21,484

국세 (E)
(이전세+종부세)

510

1,078

3,785 10,926 16,693 9,315

10,648 12,945

지방세 (F)
(취득세+보유세)

245

500

1,711 4,823 6,232

6,887

7,665

8,539

토지조세 비율(%)
토지조세/세입(D/A)

16.97 17.25

21.56 26.38 25.00

11.76

11.99

12.41

토지국세/내국세(E/B)

13.86 14.39

19.79 24.62 23.48

9.15

9.55

9.94

토지지방세/지방세(F/C)

31.88 30.24

26.88 31.49 30.25

19.14

18.56

19.93

자료 : 국세청.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세정연감｣.

<그림 6-7> 총조세 대비 토지조세 비중
(%)
35
30
25
20
15
10
5
0
80

85
토지조세/세입

230

90

95

00

토지국세/내국세

05

06

07

토지지방세/지방세

그런데 이들 조세 모두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수단인 양도소득세만 가지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토지과표의 현실화 수준이 낮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세 면제 등 각종 공제
제도 등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수준은 발생한 개발이익
규모의 1% 내외에 불과하다. 외환위기 기간 중에는 지가가 하락하여 개발이익
환수수준이 6.68%까지 올라 상대적으로 높았던 적이 있었지만, 2001년~2005년에
2.42%, 2006년~2007년에 0.29% 수준에 머물렀다. 물론 지가차이가 모두 자본이
득이라고 볼 수 없다. 도시용지 공급과정에서 투입된 다양한 형태의 건설자본이
지가 상승액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그동안 지가상승 규모를
고려하고 양도소득세율, 즉 개발이익 환수수준이 9%~ 36%인 것을 고려하면 우
리의 환수수준은 다소 낮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8> 개발이익 대비 양도소득세의 비율 추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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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주택

주 : 개발이익은 다음 연도의 총지가에서 당해 연도의 총지가를 뺀 지가 차이

그러나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방치하게 되면 투기적 가수요가 지속될 것이
고, 이것은 비정상적인 토지개발 수요를 유발시켜 토지에 대한 효율적 이용을 저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제4장 실증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장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토지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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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완화를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자 및 잠재적 투자자에게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
감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규제완화의 당초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유사한 우려를 하고 있다. 토지규제완화 및 도시용지 공급확
대가 토지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토지시장 안정에는 일부 기여하겠지만(14.0%),
국지적으로 규제완화 대상지역에서 지가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59.3%), 심
지어 토지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2.7%)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
서 토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공급측면에서 토지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개발이익 조정 등 규제완화 이후 토지시장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6-9> 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공급확대가 토지시장에 미칠 영향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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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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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에 대한 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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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편방향과 기본 틀
1) 여건변화 전망

세계화와 토지시장 관리

토지시장과 토지정책은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시장과 연결되어 있다.
먼저, 토지시장은 산업자본(productive capital)과 연결되어 있다. 토지시장 안정
232

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토지가격 안정은 제품의 생산원가와 직결되고,
제품의 생산원가는 국가경쟁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008년 10월에 ｢토지이용 효율화방안｣을 마련한 배경 중 하나도 산업용지 1∾
당 지대가 중국의 상해는 50$, 천진은 38$, 필리핀의 마닐라는 50$인 반면 한국은
144.4$에 달하는 등 지대부담이 과도하여 국내 산업자본이 해외로 이전하고 외국
기업의 국내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진단이었다.1)
둘째, 토지시장은 유통 및 서비스자본(commercial capital)을 포함한 세계자본과
연결되어 있다. 은행, 보험, 증권, 투자신탁 회사 등 금융서비스 기업뿐 아니라
법무, 회계,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다국적기업이 자기들의 입지공간을 결정하
면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는 각종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으면
서 지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간이다. 세계경제 체제가 진전되면서 다국적기
업 등 외국자본의 투자유치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완화 및 도시용지 공
급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셋째, 토지시장은 금융자본(money capital), 특히 부동산자본과도 연결되어 있
다. 세계화 추세가 진전되면서 우리 토지시장도 폐쇄적인 시장에서 개방적인 시
장으로 변하고 있다. 한편으로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직접투자가 늘고 있다. 예
컨대 외국인 보유토지가 1997년 말 38㎢(1,149만평)에서 2009년 6월 현재 215.9㎢
(6,531만평)로 지난 12년 사이에 5.7배 증가하였다.2)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의 토
지 및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역시 늘고 있다. 예컨대 리츠투자의 경우, 전체
리츠펀드의 28.7%가 외국계 투자이며 2005년 이전에는 우리 리츠에 참여하지 않
았던 외국계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6년에 30억 원에 불과하였
던 외국계 투자자금이 2007년에는 4,694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리츠펀
드 자본투자액의 65.3%를 차지하였다.3) 세계화시대에는 유치하여야 하는 외국
계 자본이 산업자본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1)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자료. 2008.10.30.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이 효율화 방
안｣
2) 국토해양부. 2009.9.9. 보도자료
3) 정희남 외. 2008.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리츠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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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처럼 급변하는 자본축적 체계(regime of accumulation)에 상응
하는 규제체계(mode of regulation)의 개편도 필요하다. 토지의 사유화시장, 도시
화시장, 상품화시장에서 적용하는 규제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다른 나라의 규제
수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대부분
의 나라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이제 양도소득세율의 수준이 더 이상 국내 토지
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경쟁 상대국의 양도소득세율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의 흐름은 국경이 없음으로 동일한 여건이라면 규제수준의
강도를 감안하여 비용이 저렴한 곳으로 국내 및 국제자본이 이동할 것이기 때
문이다.
<그림 6-10> 세계경제체계와 토지정책

국가사회의
․
역할변화와 토지시장 관리

우리가 1987년 민주화를 거치고 1990년 지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
다양한 방면에서 국가와 사회, 국가 안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 안에
서도 다양한 이익집단 간에 역할과 세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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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의 변화는 토지시장과 토지정책에서도 발견된다.
먼저, 토지를 둘러싼 정부와 시장, 또는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이다. 지난 1960
년대 이후 그리고 최근까지 적어도 토지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컸었다. 그런데 그동안 경제성장의 성과에 힘입어 우리 사회
와 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아울러 이미 우리가 이룩한 길을 걸어갔던
선진제국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변화를 고려
할 때 토지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개입은 토지시장의 자율성을 가능한 한 존중
하면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제규범(global standard)을 지향할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토지시장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rule of the games)을 마련하되,
그 규칙은 특정대상 및 특정지역에 한하여 적용하기보다 모든 용도의 토지와 모
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정부역할과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도
필요하다. 토지는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토지시장은 사실 국지적인
시장이다. 그동안 이러한 국지적인 시장의 특성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었
고, 대개의 토지정책, 특히 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공급확대 정책을 전국을 동질적
인 시장으로 간주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부
작용이 발생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토지시장의 지역적 세분화가 가속화되고 있
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토지시장이 나타나고, 그 결과 각 지역에
서 정부정책에 기대하는 요구가 지역 간에 서로 상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토지정책에서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토지정책의
지방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늘어날 것이다. 제5장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선진
제국에서 토지정책의 집행기관은 주로 지방정부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셋째,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사회 구성체 간의 이해가 아주 다양하
여졌다. 예컨대 경제성장 초기에는 자본축적이 보다 시급하였기 때문에 토지정
책의 주된 역할도 경제성장 촉진 및 경기불황의 극복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정책이 때로 투기억제와 경기부양의 양 축을 교대로 오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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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았다. 이제는 과거처럼 자본축적(capital accumulation)을 위하여 효율성만을
추구하거나,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legitimacy)을 위하여 형평성만을 추구하기 어
려울 것이다. 토지정책은 토지를 둘러싼 사회 각 계층 간 이해충돌을 완화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1> 국가․사회의 역할변화와 토지 및 주택정책

정책 집행능력의 효율성 향상

끝으로, 이러한 과정은 결국 정부의 자율성(autonomy)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더라도, 토지정책이 추구하
여야 하는 본연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집행능력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집행능력의 제고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직접적인 규제를 정보
화와 네트워크화 결과 도출된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토지시장을 간접적으로 관
찰하고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그들 거시적
인 변화에 수반될 토지수요를 전망하고 사전에 이를 공급하는 체계를 활용할 수
도 있다. 세계화를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과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위한 규제강
화 필요성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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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여건변화를 종합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규제완화 이후의
토지시장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데 이들 여건변화를 고려할 것이다.

<그림 6-12> 거시변화와 토지정책

2) 개편과제 모색의 틀

토지시장 안정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토지이용 규제완화 그리고 이를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도시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접근방법에는 발상
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증분석 결과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가 지가안정에 기여하는 영
향은 기대와 달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완화 그 자체보다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도시용지 공급시점을 단축하는 것이 지가안정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도
있다. 실증분석 결과 규제완화 대상지역은 규제완화 이후 지가가 미리 상승하기
때문에 사후에 도시용지를 계획적으로 개발․공급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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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 규제완화의 지가안정에 대한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
해서는 규제완화 대상지역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또한 신규
로 공급되는 조성원가의 인하방안도 마련하여 토지시장 안정방안의 효율성도 제
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림 6-13> 토지시장 관리의 기본 틀

이러한 현상과 여건변화를 종합한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도시용
지 공급시스템과 수요시스템을 동시에 고려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공급시스템의 개편과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규제완화와 계획적 공급

체계를 통하여 저가의 토지를 적시․적소에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둘째, 수요시스템의 개편과제와 관련해서는 개발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하
고, 이들 토지수요를 지역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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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이들 수요체계와 공급체계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들 체계를 연결 및 지원
할 수 있도록 토지관련 정보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토지시장에 대한 객관
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개편과제
1) 도시용지 공급시스템 개편과제4)
도시용지의 공급확대는 適地適時適價適量
․
․
․
공급의 목표를 지향하여 토
지공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편, 국토와 자연환경은 불가역성(不可
, irreversibility)의 특성을 갖고 있음으로 사전에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을 철저
히 구분함으로써 국토공간의 쾌적성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획정
된 개발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규제를 개혁적 차원에서 대폭 간소화하여 도
시용지 공급을 적시에 공급하되, 필요로 하는 도시용지 소요량에 비하여 개발가
능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토지이용 밀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도시용지
수급 불균형을 입체적으로 해결하는 접근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용지의 適地 공급체계 구축

토지는 위치의 고정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토지가 공급되
느냐 보다 ‘어느 곳’에서 ‘언제’ 토지가 공급되느냐가 사실상 더욱 중요하다.

토지는 일반재화와 달리 위치의 고정성․비대체성 등에서 서로 간에 이질적

특성이 강한 재화(heterogeneous goods)이다. 그리하여 토지시장은 지역별로 세분
화된(compartmentalized) 수많은 하위시장(sub-markets)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토
지가격은 기본적으로 전국 차원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아니라, 지역별 하위시

4) 정희남 외. 2004. ｢토지규제개혁 추진과제｣. 국토연구원.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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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의 수요-공급 (불)균형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도시용지 부족 또는 고지가 문제는 주로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해
당하는 문제임을 이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등 정말 토지가 부족한 지
역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느냐가 문제해결의 핵심이
며,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적 차원의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하여 전국적인
토지공급 총량을 확대시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
수도권 등 특정지역의 지가가 높은데 다른 지역에서 토지공급을 대폭 늘리더
라도 특정지역의 지가안정에는 영향이 적다. 토지의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한 점
을 감안하여 특정지역에서 부족한 토지문제는 해당지역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국지적인(location-specific) 관점에서 문제해결 방안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국에 걸쳐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토지공급 확대보다는 산업투
자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접근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규제완화의 파급효과는 토지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수도권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었다.

도시용지의 適時 공급체계 구축

항구적인 지가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얼마만큼의 토지를 공급하여야 하는
가보다, 시장에 토지공급의 適時 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아무리 많은 양의 토지가 공급되더라도 향후에도 토지가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
는 기대를 시장에서 할 수 없다면 토지가격에 대한 시장의 불안요인은 감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당장의 토지이용 규제완화보다 장기적․예측가능한
공간계획에 의하여 지속적․안정적으로 토지공급을 확대하는 시스템 확보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신뢰감은 도시용지는 항상 부족 → 지가는 항상 상승 → 토지투자는

불패라는 이른바 ｢토지신화｣의 허구성을 깨트리는 데에도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전에 마련한 공간계획을 통하여 개발가능한 곳을 미리 충분
히 확보하고, 이들 간의 우선순위를 부여한 뒤, 토지수요에 맞춰 계획적․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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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시스템 자체의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정책환경이 변할 때마다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하여 토지공급을 확대하는 접근
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시장에 신뢰감을 심어 줄 수 없을 것
이가 때문이다. 장기적인 공간계획에 의하여 언제라도 필요할 때마다 개발․공

급할 곳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이 토지공급의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시장
에 훨씬 더 큰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도시용지의 계획적 공급체계 구축

토지의 불가역성을 감안할 때, 도시용지 공급확대는 ‘계획적 개발’, 즉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토지공급 확대에 앞서 토지개발을
유도할 곳과 자연환경 등 보전지역을 구분하는 공간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체계
적이고 선택․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미리 정해 두고 개발할 곳에 대해서는 미리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의 공간계획이 선
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결국, 당장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하여 토지의 공
급량을 확대하는 것보다, ‘어느 곳’에 토지를 공급하느냐를 결정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토지이용 규제완화보다 수도권 등 각 하위 토지시장별로 향후 도시공간구조의
재편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선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보전용지에 대해서는 ‘무( )계획, 무( )개발’의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개발가능 지역은 선택․집중적으로 미리 개발계획을 세운 후, 체

계적으로 도시용지를 개발․공급하는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개발가능 지역은 각종 기반시설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토지이용계
획과 교통 및 기반시설 공급계획 간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획적 개발은 동일한 토지공급의 양( )을 갖고서도 토지공급의 실제
실효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반면에, 사전에 준비된 공간계획 없이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한 토지개발․공급 확대만을 강조할 경우, 適地 을 결여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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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여야할 지역에서도 토지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할 뿐 아니
라, 이들 지역에서 환경복구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후에 막대한
국가재정 지출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과거 1993년에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들 준농림지역
에서 규제완화 때문에 도시용지 공급이 늘어나 지가가 일부 안정되었을지라도,
난개발과 부동산투기 등 새로운 토지문제를 초래한 바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 대
부분이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도시용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
이 없지만, 도시용지 공급확대의 접근방법은 현행의 규제완화방식(9.9%)보다 계
획적 개발을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21.5%) 또는 지역별 토지수요를 반영한 규
제완화(42.4%)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림 6-14>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한 설문결과
(단위 : %)

0.6%

기타

21.5%

계획적 개발로 도시용지 공급
15.1%

재개발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규제완화

42.4%

더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10.5%
9.9%

현재수준 규제완화로 충분
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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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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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간계획이 수립된 후에는 계획적 국토관리의 틀 안에서 공간적으로 집
단화된 방식으로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대도시
의 광역도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도시용도로 전환이 가능한 용지를

확보

하고, 수요가 발생하면 즉시 공급 하는 체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계획개발 대
상지역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계획 인․허가 등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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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규제절차를 개혁적 차원에서 대폭 간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발가능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평면적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기반시설 허용
용량 안에서 고밀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밀도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
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도시용지 수요시스템 개편과제

도시용지 수요의 분산유도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수도권의 도시용지 수요는 늘어나지만 현재의 과밀상태
에서 추가로 공급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용지 공급
공급 방안을 추진할 때 도시용지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는 시책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지방도시에서의 인프라 확장, 기업도시․대학도
시․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지역혁신 클러스터 건설 등을 통하여 토지
수요의 지방분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병행하여야 한다.
지방투자 확충 후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시차별 시책을 검토하

는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와 도시용지 공급 필요성 간의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적용하고 있는 권역별 토지이용규제 대신 계획적 토지이용관리체제를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안에서 입지가 불가피한 첨
단업종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용지 소요량의 과학적 추정

지금까지 도시적 용도의 토지소요에 대한 추계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
정계획(안), 장기토지수급전망에 관한 연구, 토지공급확대를 위한 관련제도 개편
방안, 토지수급변경계획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토지소요 추계량은 2011년까지는 3,600-6,015㎢ 수준이었으며, 2028년까
지는 5,024-9,575㎢로 추계방법과 목적에 따라 거의 2배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제 6 장∙토지시장 관리방안 개편과제 243

각 추계치에서 연간 도시적 용지의 소요량은 328.2㎢에서 173.2㎢까지 2배 정도
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미래의 토지수요량을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의 특성이나 과거 추세를 반영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추계에 사용하는 자료
와 변수에 따라 발생한다.5)

<표 6-6> 도시용지 소요량 추정 결과
연구명(발간연도)
장기수급 전망
(1995)
제3차 국토계획 수정안
(1995)
토지이용개선
(1997)
토지수급계획
(1998)
새천년의 환경과 국토
(2000)
제4차 국토계획
(2003)

연도(기간)

목표년도

소요량(㎢)

연간 소요량(㎢)

1996-2011(16년)

2011

3,726

232.9

1996-2011(15년)

2011

3,600-4,000

240-266.7

1996-2011(16년)
1996-2028(33년)

2011
2028

6,015
6,653

375.9
201.6

1997-2001(5년)

2001

1,641

328.2

2000-2028(29년)

2028

9,575

370.2

2000-2020(21년)
2020
3,848
183.2
2000-2028(29년)
2028
5,024
173.2
자료 : 변창흠. 2009. “ 토지이용 및 관리정책의 방향과 과제”. ｢주택․토지․건설정책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p.21.

2008년 10월의 ｢토지이용 합리화방안｣에서 사용한 도시용지 추계량 3,000㎢는
2000년에 마련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상 2020년까지의 3,848㎢에서 그동안 공급
된 도시용지를 차감한 규모이다. 한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08~
2020) 연구팀에는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용지 소요량을 재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재추정에는 다양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과거 도시용지 소요량 추정근거 중 하나는 인구규모였지만, 우리
의 총인구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감소할 전망이고 주택의 주요 수요계층인
30~40대 인구비율은 이미 2005년을 전후하여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인구 증가
5) 변창흠. 2009. 토지이용 및 관리정책의 방향과 과제. ｢주택․토지․건설정책 방향모색을 위한 정책토
론회｣. 국토연구원.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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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및 가구 증가율 변화에 따른 주거용지 소요량 변화를 반영할 뿐 아니라, 5백만
호 건설을 목표로 한 10개년 주택종합계획과 150만호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지
식기반산업의 정착에 따른 산업용지 소요량 변화, 광역권개발구상을 반영한 공
공용지 소요량 변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6-15> 장래인구 예측, 1960년～2020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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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2009.7.9.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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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 향후 어느 정도의 도시용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유

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토지이용 합리화방안｣에서 제시한

우리나라의 도시용지 공급현황은 좀 더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용
지 개념을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간에 상이하게 적용함으로써 오해와 혼란을 초
래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이용 합리화방안｣에서 사용한 현재 도시용지

비율 6.4%는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하는 ‘국토업무편람’상 ‘도시적 용지’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에서 도시적 용지는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학교용지, 도
로, 철도용지)를 말한다. 그런데 2020년 목표년도의 도시용지는 제4차 국토종합
계획 시안에서 사용한 ‘도시용지’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에서의 도시용지 앞
의 도시적 용지에 수도용지, 구거, 공원, 체육용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따라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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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연도의 도시용지 개념으로 기준을 통일할 경우, 2007년 현재 도시용지 비율은
6.4%가 아니라 8.5%로서 이미 일본의 8.3%를 넘어선 수준이다. 여기에 계획대로
도시용지 소요량 3,000㎢를 공급할 경우 2020년에 도시용지 비율은 11.5%로 크
게 높아질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는 지목을 기준으로 도시용지를 정의하고 있지만, 지목을 사용
하는 국가는 일본과 대만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도시용지 판정
기준이 서로 다른 외국과 도시용지 비율 등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원천적
으로 한계가 있으며 자칫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 보았듯이 OECD 및 IBRD 등에서 사용하는 국토이용 구분
기준은 일반적으로 urbanized area, arable land, forest 등으로서 urbanized area를 도
시용지라고 단정하여 영국의 14.4%를 우리의 8.5%와 단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처럼 지목이 있지만, 일본의 도시용지
분류기준은 주택지, 공장용지, 기타택지, 도로 등으로서 우리와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3) 규제완화와 신규공급 토지시장 안정과제

토지공급은 신규토지 공급과 기존토지 공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완화는
주로 새로운 토지공급을 확대하는 데 정책목표가 있다. 그런데 신규로 공급되는
택지의 조성원가는 대체로 용지비 40.2%, 공사비 30.9%, 기반시설비 18.1%, 자본
비용 4.9%, 기타 직․간접비 5.9%로 구성된다. 따라서 신규 공급택지의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는 이들 원가구성 항목별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용
지비 인하를 위해서는 보상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
을 것이고, 기반시설 설치비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의 중앙정부지방정부-택지개발 시행자 간의 분담체계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자본비용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기간의 간소화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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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신규택지 조성원가 구성비
합계

구분

2006

2007

2008

2009

공개 사업지구

2개

6개

13개

19개

39개

총사업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10,406,585,328

용지비

43.69

36.95

44.38

39.75

40.20

44,387,990,412

0.79

1.35

1.55

1.26

1,391,301,849

43.19

21.73

27.99

30.89

34,104,426,327

10.46

22.00

21.23

18.11

19,999,206,825

용지부담금
조성비

40.31

기반시설설치비

구성비

사업비 총액(원)

직접인건비

1.34

1.15

1.06

1.02

1.07

1,184,397,568

이주대책비

2.51

1.15

1.00

1.04

1.07

1,179,828,924

판매비

0.32

0.26

0.22

0.22

0.23

257,299,672

일반관리비

2.92

2.37

2.01

2.05

2.14

2,357,740,061

자본비용

8.69

3.58

6.14

5.06

4.93

5,437,975,692

기타비용

0.22
0.10
0.11
0.08
0.10
106,417,998
주 : 조성원가가 공개된 39 개 사업지구
자료 : 정희남 외. 2009.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민간공공 경쟁체제도입 추진계획의 변경 및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p.129.

(1) 용지비 인하

신규 도시용지 공급과 보상제도의 개선

지난 10년간(1998~2007) 정부는 총 1,731㎢의 공공용지를 취득하였고, 보상비로
총 116조 원, 매년 평균 11조 6천억 원을 지출하였다. 국민의정부 기간에 매년 평균
7조 원이던 보상비가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따라 참여정
부 기간에는 매년 평균 17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주택 및 택지개발사업
의 보상비가 다른 사업의 보상비보다 많이 상승하여, 국민의정부 기간에 ∾당 평
균 15만 원이었던 보상단가가 참여정부 기간에는 ∾당 평균 24만 원으로 1.6배 상
승하였다. 이러한 보상비 급증은 결국 신규공급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크게 올렸
고, 이러한 신규택지 공급가격 인상은 주변지역의 토지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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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공익사업 목적별 손실보상 금액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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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 공익사업 목적별 보상단가 추이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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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정희남 외. 2008.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pp.68-71.

따라서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용지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
당보상의 원칙은 준수하되 과다보상 문제는 개선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예컨대
현행 보상평가업자의 사업시행자 선정제도 및 주민 추천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중립적인 제3자가 공정하게 보상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
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정지구 지정의 공고․고시 전 표준지공시지가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토지
보상평가지침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타요인 보정 시 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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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선례의 선정기준을 분명히 하여서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으로 보완하는 것도 요구된다. 보상행정의 선례집(Data Base)을 구축하고 보상평
가 검증시스템을 운영하여 보상업무의 객관화와 체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화하여 거래사례․보상선례 DB의 구축 및 활용, 보상업무 기준․과정

의 체계화 및 매뉴얼(manual)화, 보상전문가의 양성과 활용방안, 국공유지 무상귀
속 및 지자체 잡종재산 협의의 절차적 안정성 확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6)
전면매수 방식과 함께 환지방식 활용 검토7)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사업용지의 취득 방법에 따라 전면매수(수
용)방식과 환지방식으로 구분된다. 우리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여 왔으나, 1980년대 초부터 그 자리
에 공영개발사업이 자리매김한 데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1978년에 제2차 투기 붐이 절정에 달하면서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대부분의 개발이
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천적인 한계가 내재하여 있었다. 토지시장의
항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시용지의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토지구
획정리사업은 환지 대부분이 단독주택 중심의 저밀도로 이용되었기에 시급히 필
요하였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1980년대 초
에 우리가 직면한 당면과제였던 고용증진과 경기부양을 위하여 토지개발사업이
필요하였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도 지적되었
다.

이러한 다양한 여건을 배경으로 1980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이

른 바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공영개발사업은 다음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불과 20여년의 짧은 기간 내에 주택보급률을 100% 이상 높이
6) 정희남 외. 2008.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7) 정희남 외. 2008.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p.15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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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베트남과 캄보디
아 등 동남아시아를 거쳐,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더 나가 리비아
등 아프리카까지 급속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주택문제, 토지문제, 도시문제가 나
타나기 시작한 곳에서 공영개발사업 방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림 6-18> 전국 및 서울의 주택보급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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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인구 및 주택 총조사 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변여건이 변하면서 공영개발사업의 앞날에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첫째, 정치체제가 변하고 있다. 공영개발방식은 그
동안 중앙정부의 토지 및 주택정책을 집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화가 자리 잡으면서 그 기능 역시 조정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화에 의
한 민영화 바람 역시 거세게 일고 있다. 공영개발방식은 지금까지 모두 공공부문
에서 주도하여 왔지만, 도시개발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력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도 들 수 있다. 인구가 거의 성장하지 않
으면서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 개발로 인한 장
점보다 신도시 개발에 소요되는 기반시설 설치비 등 경제적 효율성이 점차 재인
식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화의 여파를 무시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의 목소리
가 커지고, 이에 따라 사업용지를 일괄적으로 매수하는 도시개발기법의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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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드러나고 있다.8)
사실 우리 국민의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2006
년 5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2억 8,112만원인데, 그중
부동산 자산이 2억 1,605만원으로서 총 자산의 76.8%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계자
산에서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36.0% 및 50%, 부동산투기로
유명한 일본 역시 61.7% 정도인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우리 가계에서 부동산자산,
특히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8> 2006년 가구당 평균자산의 규모와 구성
(단위: 만원, %)
구분

자산구성비

한국의
가구당 평균자산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100.0

100.0

100.0

100.0

총자산

2,8112.3

부동산

2,1604.1

76.8

36.0

50.0

61.7

금융자산

5744.8

20.4

64.0

39.4

34.9

기 타

763.5

2.7

-

10.5

3.4

자료 : 한국은 통계청, 2007.3.7, “2006 년 가계자산 조사 결과”, 미국․캐나다․일본은 매일경
제신문, 2007.4.20 자, 1 면.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주식과 채권 등 금융자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특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자산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이 국민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다. 특히, 토지가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현재 약 40% 수준으로서 토지신화로 유명한 일본의 토지자산 비중 약 16%(2006
년)와 비교하여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8) 정희남. 2008. “전면매수로 신속한 택지개발-공영개발사업”. ｢상전벽해 국토60 년사; 사업편｣. 국토연
구원. 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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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우리나라 가계 부(富)의 자산 (196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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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및 자료 :
1) 토지가격: 1965~2003년은 전국지가총액 추계(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소. 2004); 2004년부터는 개
별공시지가 조사비율과 조사필지 지가 합계액을 이용한 추정지가(국토해양부. 2004~2006. ｢지
가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7~200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 건축물․주택 추정가격 : 재산세과표/(건축물․주택 총가격(재산세건수/총호수))비율로 산정.
1974-2004년: 시가반영율 33% 추정. 2005-2007년: 시가반영율 63.9% 추정 (건설교통부. 2005. ｢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17;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세정연감)｣
3) 주식은 매년 시가총액, 채권은 매년 상장잔액, 저축은 저축성예금 말잔액 기준(한국은행. 각 연
도. ｢경제통계연보｣; 한국증권거래소. 각 연도. ｢증권통계연보｣)
4) 일본. 本 昗 旈
. 2008. ｢ 地
｣.

<그림 6-20>가계 부(富)의 토지자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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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건변화 때문에 수용방식을 통한 공영개발방식의 한계가 서서히 나타

나고 또한 2000년 1월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

리사업법｣ 등을 ｢도시개발법｣으로 통․폐합하면서 환지방식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환지방식은 다양한 특성이 있지만 특히, 두 가지 장점이 인정되고 있다. 먼
저, 원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탁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토지보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면서 높은 보상비는 조성용지의 분양가격을 높였고, 결국 주택 분양가격 인상으
로 이어졌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토지매입비가 필요하지 않는
환지방식의 효용성이 재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SOC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매수방식에만 의존하는 대신
환지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종전에 환지방식
이 안고 있었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예
컨대 인천영종경제자유구역, 화성남양 등의 국책사업에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을 병행하는 혼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이들 사업지구를 대상으
로 혼합방식의 효용성을 조정평가(monitoring & evaluation)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면매수방식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적 토지비축제도의 활용

그동안 우리 국토 대부분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는

토지시장의 수급조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예컨대 국․공유지

는 1975년에 전국토의 15%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후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도
로․공원․학교 등 공공용지가 늘어나면서 국․공유지 비율이 2000년에 전국토

의 23%, 2007년에 31%로 늘었다. 그러나 국․공유지 비율이 이처럼 낮은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심지어 자본주의 체제가 정착된 영국, 미국, 유
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것이 사실이다. 아시아 국가도 국․공유지가 우리보
다 월등히 많아 국․공유지 비율이 2002년 현재 싱가포르는 81%, 대만은 69%에

달하고 있으며,9) 우리와 유사하게 고지가와 부동산 투기문제를 경험하였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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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로 유명한 일본에서조차 국․공유지 비율은 2006년 현재 전국토의 37%로
우리보다 약 7% 높은 수준이다.
<그림 6-21> 국공유지 구성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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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적통계연보｣.
本昗 旈
. 각 연도. ｢ 地
｣.

국․공유지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공유지마저 대부분 임야

(67%) 또는 도로․학교 등 공공시설용지(9%)로서 토지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대지 및 공장용지는 전체 국․공유지의 1%에 불과하다. 이마저 대부분 공공청사
용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잡종지 형태의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토지
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한 도시용지는 거의 없는 편이다.

9) 성장환․조영태. 2006.3.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 고찰. ｢국토도시 Brief｣ 제1 호. 한국토지공사 국토도
시연구원.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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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2007 국공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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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9%

농경지
4%

대지•공장
1%
도로•철도•학교
9%

임야
67%

자료: 행정안전부. 2008. ｢지적통계연보｣.

토지시장에서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할 수 있
는 도시용지를 공공부문에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극히 제한적이고 간접적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토지이용규제 등의) 계획권과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부과
등의) 과세권처럼 간접적인 수단밖에 없어서 다양한 정책혼합(policy mix)을 실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간접적인 시장안정 정책은 도시용지의 직접적인 수
급조절 정책과 달리 정책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고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
에 당면한 문제해결을 기대하였던 국민으로부터 정책적 신뢰를 얻기 어려웠다.
수요억제 위주의 시장안정 대책보다 토지를 미리 확보한 후 수요가 생겼을 때

적기․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시장조절기능을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서 갖는 것

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토지선매제도,
토지은행제도, 공적 토지비축제도 등을 통하여 국․공유지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양한 보고서에서 제시되어 왔다. 공적 토지비축을 통하여 도시용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과 바람직한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를 통하여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고(efficiency), 미리 싼 값
에 확보하여 수요가 발생할 경우 즉각 공급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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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 공공에서 환수할 수 있어 부의 형평적 분배가 가능하고
(equity), 장기임대를 통하여 토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
정망 구축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토지개발 및 공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
로 토지비축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3> 토지개발 및 공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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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1972년 ｢국토이용관리법｣을 제정할 당시 토지

선매제도가 도입되었고, 토지선매제도 규정은 2002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
한 법률｣로 ｢도시계획법｣과 통․폐합할 때에도 그대로 승계되었다. 제3차 국토

건설종합계획 및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정부가 국토관리 장기계획을 마련할 때
에도 국․공유지 확대를 위한 토지선매제도의 활용계획을 제시하였다.10) 그러나
1972년 관련법 제정 및 1992년 관련계획 수립 이후에 토지선매제도 및 공공의
토지비축제도가 실제로 활용된 바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때 현 정부는 지난 2009년 2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

정․공포하였고, 6월에 “2009년도 토지비축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토지은행 첫
10) 국토개발연구원. 1992.｢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부문별 보고서(제2권)｣. pp371-373; 국토연구원.
1999.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 부문별 보고서(제2권)｣. pp.25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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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SOC용지, 산업단지 등 21개 사업에 필요한 2조 원 규모의 토지비축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7월에는 (구)한국토지공사에 토지은행을 설치하여 앞으로
매년 평균잔액 10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토지비축제도는 다양한 정책목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
들은 도로, SOC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용지의 사전확보(36.6%)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그 뒤를 주택․공장 등 도시용지 개발·공급의 효과적 지원(23.3%), 토지
시장조절용 매입․공급으로 부동산가격의 안정적 관리(21.5%), 주거용지의 공공

임대를 통한 서민주거의 안정 도모(11.6%),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억
제를 통한 부의 형평적 분배(7.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24> 토지비축제도의 정책목표
부의 형평적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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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제도를 제5장에서 보았듯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토지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수단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활용하여 왔다. 우리의 경우 국․공유지가

너무 적어 정부가 토지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에 이러한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공적 토지비축을 늘려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토지비축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토지매입비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도 직시할 필요가 있
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하고자 할 때 가장 우려하는 한계
로 비축토지 매입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46.5%)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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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5> 토지비축제도 운영 시 우려되는 문제점
정부토지이용계획과 불일
치

(단위 : %)

6.4

소요재원 확보 문제

46.5

22.1

운용·관리비용의 부담

25.0

토지시장 왜곡 우려

0.0

10.0

20.0

30.0

40.0

50.0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우선은 도로 등 SOC 사업과 임대산업단지의 소요용
지를 선행취득(land banking) 방식을 통하여 미리 취득하고, 예산이 확보된 이후
에 선행취득 은행에게 적절한 금리를 가산하여 다시 사올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도 우리처럼 선매방식은 활용되지 않는 반면, 선행취득 방
식을 통하여 SOC용지를 확보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선행취득은 우리와 달리
지자체가 주도하여 운용하고, 지자체는 선행취득 비용에 정책금리를 가산하여
다시 국가 등에 매각하고 있다.11)

(2) 기반시설비 분담체계 개편

공공용지 공급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은 본 사업뿐 아니라 광역교통시설망처
럼 부대사업을 수반하고 있다. 이들 광역교통시설 등 SOC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새로운 거버넌스 변화에 부응하여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간에 적절하
게 분담시켜 도시용지 공급가격의 인상을 조정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종전과 같이 일방적으로 본 사업에 부대사업 비용을
모두 전가하는 방식을 탈피하기 위하여, 예컨대 가칭 ‘간선시설 설치협의회’ 같
은 협의체를 지자체에 설치하여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 현재 국토해양부는 토지비축제도의 정착방안과 관련한 3개의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이들 토지비축
관련연구가 마무리될 내년 초 경에는 보다 구체적인 비축제도 운영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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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규제완화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과 기반시설 설치부담을 연계하
는 방안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규제완화 지역 안에서 기반시설 부담
없는 개발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서의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개발이익 환수재원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택지개발단지 내 기반시설 부담(on-site dedication)은 현행 기반시설
의 기부채납제도 유지하되,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업단지 외 기반
시설 부담(off-site dedication)은 중앙정부․지방정부․개발사업자(최종 소비자)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12)

(3) 자본비용 절감

개발사업의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에서 택지개발 착수까지
의 시간을 단축하는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 보았듯이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규제완화 그 자체보다 택지공급시기 단축이 지가안정에 더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보지 조사에서 실시계획 승인까지의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제완
화 이전에 GIS기법 등을 활용하여 공공택지 후보지조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보상투기 방지뿐 아니라 사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조성원가의 인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민간 택지개
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여 택지수급을 총괄관리 할 수 있는 (가칭)
택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택지개발사업의 효율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규제완화와 기존 토지시장 안정과제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정상화13)
12) 정희남 외. 2006. ｢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 건설교통부ㆍ국토연구원 ; 김형복 외. 2006.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건설교통부ㆍ한국토지공사 ; 김상조 외. 2008. ｢기반
시설부담구역제도 시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 건설교통부ㆍ국토연구원ㆍ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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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도 정상화의 필요성

그동안 우리 토지문제의 근본 원인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대부분
사유화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보유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적절한 사회
적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만연하였다.
이로 인하여 도시용지와 주택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거주목적보다 투기목적으로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어려웠다. 정당한 조세원칙과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확산되지
않는 한 정치․사회적 안정성은 유지되기 어렵고, 정치․사회적 불안정은 항구

적인 경제성장 또는 자본축적을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체
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지가 안정, 부동산투기 억제, 공평과세 정착, 지방재정
확충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정상화가 요구된다.
기존의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이번의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규제완화 이
후의 토지시장 관리와 관련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보
고 있다. 평균 90.1%의 응답자가 각종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
여 발생한 개발이익은 환수하여야 하며, 응답자의 70.3%는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를 현행보다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개발이익 환수를 반대하는 의견은 평균
9.1%, 그리고 환수제도의 강화에 반대하는 의견은 평균 8.7%에 불과하였다.
<그림 6-26>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지지도
(단위 : %)
부동산관련종사자

90.0

민간개발사업시행자

82.6

공공개발사업시행자

공

무

89.5

원

91.9

교수 및 연구원

0.0

94.1

20.0

40.0

60.0

80.0

13) 정희남․김승종 외. 2003.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향｣.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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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그림 6-27> 개발이익 환수제도 강화 여부
(단위 : %)
부동산관련종사자

80.0

민간개발사업시행자

34.8

공공개발사업시행자

공

무

68.4

원

86.5

교수 및 연구원

67.6

0.0

20.0

40.0

60.0

80.0

100.0

<표 6-9> 개발이익 환수제도 강화 여부에 대한 설문결과
(단위 : %)
구

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전

체

70.3
67.6
86.5
68.4
34.8
80.0

20.9
23.5
8.1
23.7
47.8
12.5

8.7
8.8
5.4
7.9
17.4
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이러한 설문결과로 보면 개발이익 환수 자체에 대해서 우리 사회 대부분이 공
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개발이익을 환수하여야 하는 이유로 불로소
득을 가장 많이 꼽았고(45.8%), 투기억제 역시 높은 점수를 주었다(23.9%). 그 다
음으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조달(18.1%)과 사회적 형평성 제고(12.3%)를 들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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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8> 개발이익환수 필요성
(단위 : %)

기반시설 설치비용 조달
을 위해서

18.1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12.3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
하기 위해서

23.9

불로소득이므로

0.0

45.8

10.0

20.0

30.0

40.0

50.0

개발이익환수제도 정상화의 추진방향

먼저,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기본적
인 전제는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사유재산권 보장과 사적 계약자유 원칙
의 준수 등 시장질서의 근본원칙은 지킬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정치․경제체

제의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
며, 사적소유권은 ｢민법｣ 제211조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및 부동산소유권에서 발생된 개발이익
의 사유화를 어느 정도 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과정에서 정
부가 개입하더라도 토지 및 부동산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투명성과 안정성
을 제고하고, 국제규범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정책의 성패
를 가름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모든 정책의 신뢰성에 있기 때문에, 이미 마련
된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상당기간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개발이익 개념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본래 개발이익은 공공투자로 인한

편익증진(betterment), 개발사업 인․허가에서 초래된 계획이익(planning gains), 토
지개발 및 건축행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development gains), 기타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으로 얻은 자본이득 또는 우발이익(capital gains, windfalls) 등을 총괄하
는 개념이다. 이들 다양한 형태의 개발이익과 관련된 용어를 “개발이익” 하나로
번역․사용하면서, 개발이익 환수가 마치 유․무형의 “토지개발”과 연계된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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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제도인 것으로 오해되어 왔다. 개발이익의 개념을 대
부분의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지가상승분에서 토지소유자의 직접투자를 제
외한 나머지인 자본이득으로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14)
셋째, 개발이익 환수목적은 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는 투기 억제,
지가 안정,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등으로 다양하게 환수목적을 규정하여 왔
지만, 너무 다양한 환수목적 때문에 제도운용의 실효성과 효과를 관찰 및 평가하
는 것마저 혼란스러웠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목적을 제반 부동산활동 과정에
서 발생한 비용과 수익의 공평한 분배, 특히 자본이득의 공정한 환수로 단순화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의 환수 목적은 자본이득의 공정한 환수에 부수된
부차적인 파급효과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개발이익 환수체계를 보다 단순하게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동
안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보아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개발이
익환수제도를 도입․운용․폐지․대체하여 왔지만, 환수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던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간의 수평적․수직적 연
계성을 강화하고, 이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하는 것
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환수제도는 단순화하면서 부동산시장의 법
적 기반과 행정체계 및 사회 관행을 개선하여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으
로써 환수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정상화 방안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제5장 선진제국의 사례를 고려하고 자본

주의적 토지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하여, 사유화․도시화․상품화시장별로
구성하고, 각 시장별로 환수제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14) 1989년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 자신의 노력 없이 상승한
모든 증가(謯價) 중에서 정상적인 지가상승을 초과한 상승분으로 정의하는 등 우리 현행제도에서도
이미 이러한 개념으로 개발이익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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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9> 개발이익환수제도 정상화의 개념

사유화:보유
(보유세 정상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시화:개발

상품화;처분

(시설부담금제
정상화)

(양도소득세
정상화)

보유 시 : 보유세 정상화

보유단계에서는 보유세(재산세)를 현실화하는 한편, 공공사업 주변지역의 토
지소유자가 얻게 되는 편익에 상응하여 수익자부담금제를 부과함으로써 편익과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전과세가 높을 경우 토지거래를 제약하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
다. 예컨대 양도소득세는 단기적으로는 매각을 회피하는 시장동결효과로 완전경
쟁시장에 비하여 지가하락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보유자의 시장지배력
이 상대적으로 클 경우 관련조세를 전가하여 거래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
다. 이에 반하여 재산세는 보유기간 동안에 현금흐름(cash flow)이 발생하지 않는
한 처분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급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가격하락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실수요자인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에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조
세)보다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며, 투기적 보
유자에게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실수요자 또는 토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토지를 처분하고자 함으로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토지소유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보유토지에 대한 조세부담이 적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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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중과하
는 대신 거래세는 경감하는 방안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표 5-15>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부동산조세체계를 우리와 달리 이전과세가
아니라 보유과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토지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토지자원의 최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며,
도시 외곽의 부문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보유세는 강화하는 대신 건물의 재산세는 경감하는 방안이 보
다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보유세 운영에서는 건물세 대신 토지세 중심의 조세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대부분의 조세는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지만 토지에 대한 조세는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조세로 알려져 있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중과는 소비
지출을 억제하고, 법인세에 대한 중과는 투자를 억제하여 결국 전체 경제의 활발
한 움직임에 악영향을 준다.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근로의욕을 진작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경감하고, 기업투자 촉진과 기업가 정신을 진작
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경감하는 대신, 이들 부문에서 경감되는 만큼의 세수
는 강화된 토지보유세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즉 (개인 및 법인의) 소득
세 대신 토지세 중심의 조세체계 개편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지역은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
는 것이 현실이고, 이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의 토지소유자는 상당한 불로
소득을 향유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전통적인 수익자부담금제도를 통
하여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불로소득을 환수한 후, 이 부담금을 개발사업비의 일

부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도 1962년 ｢도시계획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수익자부

담금제를 도입․시행하여 왔으나, 1989년 토지공개념 관련입법 제정 당시 토지
공개념제도와 이중 부과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부분 폐지되었다. 수익자부담
금제도를 대체하기로 하였던 토지초과이득세가 외환위기 극복 과정 중에 폐지되
면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 것이
다. 따라서 공공투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부담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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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수익자부담금제도를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과거에 수익자부담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원인 중 하나가 개발이익

영향권의 설정․개발이익 측정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었던 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GIS 기술을 병행하는 부동산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모색
할 경우, 기술적인 한계의 상당부분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
인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면,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변화를 보유세의 과표현
실화에 반영하여 개발이익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 시 : 시설부담금제 정당화

토지개발과정에서도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된 개발이익의
범위 안에서 시설부담금제와 기부채납제도 등을 활용하여 공평한 부담을 실현하
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10여년 동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추진,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건설, 주택 500만 호 및 보금자리주택 150만 호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될 전망이고, 이러한 대규모 도시용지 개발과정
에는 많은 기반시설 설치가 요구된다. 당해 사업지구뿐 아니라 주변지역에 도로,
학교,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공급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기

반시설 설치에는 막대한 재정수요가 따르는 한편, 이들 개발사업지구는 개발사
업 추진 결과 상당한 규모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편익(개발이익)과 시설설치 비용부담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반시설 부담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2002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도입되었던 기반시설연동제가

2006년 기반시설부담금제를 거쳐 2008년 기반시설부담구역제로 발전하였다.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부담제 외에도 학교
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부처별 또는 부서별로 다양한 기반시설 관
련 부담금 부과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들 부담금제도를 단순화 및 체계화시켜서
개발사업 시행자의 예측 가능성 및 시설부담의 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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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영과정에서 사실상 ‘사법상 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용지 기부채납 관행을 제도화하고, 공공용지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재정비 및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이때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용지의 기부채납과 기반시설부담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사업시행자
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시설 설치의무제
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의 도시용지가 수급의 균형을 이루
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현실이다. 이 때문에 대형 개발사업은
용도지역 변경과 기반시설 설치 과정을 거치면서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공공시설
의 기부채납에도 불구하고 토지개발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05년 재도입한 개발부담금제도를 도시용지가 수급상 균형을 이
룰 정도로 충분히 공급되기까지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
부담금에 대한 그동안의 비판을 고려하여,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용도는 당해 개
발사업지구 또는 개발사업지구가 속한 지자체의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제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분 시 : 양도소득세 정상화

부동산이 매매되는 시점에서 즉, 최종적으로 개발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 등 자본이득세의 공평한 과세를 통하여 환수하도록 한다.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개발이익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시점에서 양도소득

세를 통하여 환수하고, 유관 개발이익환수제도는 단순화․투명화․체계화․실
용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비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확실
한 기준을 가지고 운용할 경우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상당 수
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지가차액만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개발이익 발생규모 및 발생범위를 측정하여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크게 제기되지 않고, 개발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환수하기 때문에 응능원칙
에 충실하여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 무엇보다도 투기와 투자, 실수요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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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투기수요)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투자)든
가수요(투기)든 사후적으로 자본이득이 발생한 때 이를 적정 수준으로 환수함으
로써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에서 보았듯이 양도소득세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자본이득 환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표현실화를 조기에 추진하되, 이때의 과표는 실거래가
격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제는 예외 없이 모든 부동산에 보편적으
로 적용할 것이 요구된다. 아파트와 같이 특정 부동산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환수제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6-30> 개발이익 환수수단
(단위 : %)
각종부담금

47.1

공공용지기부채납

15.5

보유과세

18.1

양도소득세

19.4

0.0

10.0

20.0

30.0

40.0

50.0

전문가의 62.6%는 개발이익을 각종 부담금(47.1%)과 기부채납(15.5%) 등 토지
를 개발할 때(도시화시장) 개발허가 과정을 통하여 환수하는 방안에 가장 무게를
많이 두었고, 처분 시(상품화시장)의 양도소득세(19.4%)와 보유 시(사유화시장)
의 재산세(18.1%)를 통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었다.
다만, 그동안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반발원인 중 하나는 환수된 재원의 용
처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의 대부분인 74.2%는 환수한 재원을
당해 사업지구의 기반시설 설치(4.9.0%)와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25.2%)
등 주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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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 환수한 개발이익 재원의 사용처
(단위 : %)

18.1

국가차원에서 활용
0.6

지자체의 일반예산

7.1

지자체의 개발손실 보상재원

25.2

지자체의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

49.0

개발사업지구의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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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적인 토지거래 규제제도의 개선

우리 국토의 도시적 이용 증가, 토지소유권 분포의 편중, 토지 자본이득의 배
타적인 독점 등 우리 토지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진전되면서 토지는 그동안 매매
또는 양도 가능한 상품으로 인식되어 왔다.
토지의 상품화가 심화되면서 토지가 매우 빠르게 거래되어, 예컨대 토지공개
념제도 도입 당시의 1980년대에는 도시용 토지의 10-20%, 농업용 토지의 4-8%가
매년 거래되었다.15) 이것은 모든 토지가 도시지역에서는 매 5년-10년마다, 농촌
지역에서는 매 13년-25년마다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래
빈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빠른 것으로서 1987년 당시 일본에서는 전국 토
지의 0.6%, 주거용 대지의 2.2%가 거래되었지만,16) 우리는 전체 사유지의 4.1%,
전체 대지의 6.3%가 거래되었다.
토지의 거래빈도는 시장경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더욱 늘어나서, 1975
년에는 전체 사유지의 3.2%가 거래되었으나 2005년에는 전체 사유지의 4.1%가
거래되었다. 주택 역시 토지보다도 빠른 속도로 거래되어 1975년에 총 주택의

15) 국토개발연구원. 1989.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경기: 국토개발연구원.
16) Noguchi, Yukio. 1990. “Japan’s Land Problem”. Japanese Economic Studies vol.18. no.4(Summer).
pp.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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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가 거래되었으나, 2005년에는 9.9%가 거래되어 주택이 삶의 거주공간을 뛰
어넘어 상품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그림 6-32> 부동산 거래빈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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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빈도는 (토지분 재산세 필지(건수)/토지분 취득세 필지(건수)) 및 (주택분 재산세건수/
토지분 취득세 건수)의 식으로 구함
자료 :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세정연감｣.

토지와 주택의 거래는 대도시에서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2005년에 7대
광역시에서 평균 6.7%의 토지가 거래되었으며, 특히 서울에서는 7.5%의 토지가
거래되는 등 전체 토지거래의 약 4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용도지역별로
는 전체 거래건수의 70%가 주거지역에서 거래되었고, 토지용도별로는 전체 거래
건수의 65%가 도시용지인 대지에 집중되는 등 도시용지 및 도시용지로 전환 가
능한 토지가 다른 용도보다 더 빈번히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 내 주거용 대지의 거래가 우리나라 토지거래를 선도한다
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도시주변의 농지와 임야에서 거
래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 토지가 주거 또는 생산 공간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토지거래가 투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든, 높은 인플레이션에서 자산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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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락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든, 근본적으로 토지를 상품으로 보는 자본주의
적 토지시장의 특성에서 나온 것이다. 토지와 주택의 이러한 빈번한 거래는 일반
국민의 생활 여건, 특히 도시 주민의 주거 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제3차 토지투기를 경험하였던 1988년에 전체 인구 중 23.9%인 천만 명이 이동하
였는데,17) 그 중 19.4%는 직장 때문에 이동하였지만, 48.5%는 주택 때문에 이사
하였다. 토지가 없는 국민은 거의 대부분, 마치 21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유목민
이라도 되는 듯이 자기 소득에 적합한 주택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주거공간 이동률은 다른 국가보다도 현
저하게 높은 비율이다.
지가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거래빈도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토지시
장의 유통규모는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1975년에 3.2조 원이었던 토지시장의 유
통규모는 1985년에 10년만에 7배 늘어난 21조 원, 1995년도 다시 10년만에 9배
늘어난 190조 원, 그리고 2005년에는 10년만에 2배 늘어난 379조 원 시장으로 성
장하였다.
건축물의 유통시장 규모도 이와 유사한 속도로 팽창하여, 1975년에 2.1조 원이
었던 주택시장의 유통규모는 1985년에 17조 원, 1995년도 50조 원, 그리고 2005

년에는 239조 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결국 토지․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유통시장
규모는 2005년 현재 612조 원대로서 주식시장 655조 원, 채권시장 721조 원에 버
금가는 시장으로 발전하였고, 정부예산 135조 원의 4.5배 규모로 커진 것이다.

17) 통계청. 1989. ｢인구이동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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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부동산 유통시장 규모추이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토지

주택ㆍ건축물

건수

취득세액

추정시가

건수

취득세액

추정시가

1967

604,953

1,624

270,667

272,695

1,366

136,600

1970

795,541

4,777

796,167

412,011

4,201

420,100

1976

886,454

19,729

3,288,167

523,763

21,330

2,133,000

1980

672,421

65,533

10,922,167

592,078

86,904

8,690,400

1985

818,329

127,198

21,199,667

641,847

175,963

17,596,300

1990

1,215,574

438,195

73,032,500

881,010

498,011

49,801,100

1995

1,307,410

1,139,885

189,980,833

1,184,413

1,182,003

118,200,300

2000

1,358,672

1,605,541

267,590,167

1,020,490

1,190,425

119,042,500

2005

1,513,049

2,238,677

373,112,833

557,900

1,435,001

239,166,833

2006

1,184,421

2,303,092

164,506,590

502,253

1,644,407

137,033,950

2007

920,459
2,474,061
176,718,646
300,011
1,307,191
108,932,588
주 : 취득세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취득세율은 2%, 토지 및 건물의 과표현실화율은
2005 년까지 시가 대비 30%, 이후에는 토지 70%, 건축물 60% 로 가정
자료 :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세정연감｣.

토지 및 부동산의 거래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는 규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 투지과열지구,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구역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종전부터 신규 개발지역의 토지․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

하기 위하여 구비되어 있던 것이고,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구역은 투기억제
및 실거래가 과세를 위하여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다.18)
이들 규제지역은 비록 각각의 지정요건과 지정효과가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
으나, 규제지역 지정목적은 지가상승 및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있다. 그
러나 대부분 선진제국에서는 적어도 상품화시장,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자체에
대한 규제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본주의체제 자체가 “상품”의
18) 투기지역은 2002년 말 소득세법 개정(2002.12.18 법률 제6781호)을 통하여 도입된 것이고, 주택거래
신고구역은 2004년 초 주택법 개정(2004.1.29 법률 7156호)으로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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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교환, 유통 및 소비시장에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관련 규제제도를 병렬적 규제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보다 완화된 규제수단을 먼저 적용하고 토지거래허가제는 보충적 규제수단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19)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토지거래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래규제제도의 단계별 적용방안을 모색하고
(31.4%),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되(26.7%),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사후에
강화하여야(25.6%)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림 6-33> 토지거래규제의 개선방안
기타

(단위 : %)

1.2

정부 규제 최소화

6.4

불합리한 규제 완화

26.7

단계별 적용방안 모색

31.4

위법자에 대한 제재 강화

25.6

거래규제지역 확대
0.0

8.7
5.0

10.0

15.0

20.0

25.0

30.0

35.0

5) 정책 추진능력 제고과제

제도의 일관성 유지

토지이용 계획제도, 토지이용 규제제도, 개발이익 환수제도 등 우리의 토지관

련 제도는 때로 복잡․다기하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럼에도 이들

제도가 당초의 기대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각 제도를
운영하는 데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고 세부 운영지침(manual) 마련에 부족한 측면

19) 지대식 외. 2008. ｢투자자국가소송에 대비한 토지규제 개선연구｣. 국토연구원.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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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토지․부동산시장과 거시경제 여건 변화
에 따라 관련제도를 대증요법적인 차원에서 도입 및 폐지를 반복함으로써 정책
의 일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시장 여건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수준과 관련조세의 세율 등 적용강도
를 여건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하더라도 관련제도의 안정성은 유지하고 상당
기간 일관성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토지제도를 도입하기보다 기존 제

도를 수평적․수직적으로 연계하여 정책효과를 높이고, 제도 및 정책의 급격한
전환이나 폐지를 지양하여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며, 이를 통하여 도시용지

공급확대 및 규제완화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실거래가에 기반한 제도운영의 정상화

그동안 우리 토지시장의 불안정은 시장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에 의하여 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은 시장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전제로 과다
한 규제를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장의 비
효율성과 불투명성이 지속되는 한 규제를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시장의 안정성
확보나 개발이익의 공평한 환수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공법적인 접근이 보다 항구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의 투명
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반 조세와 제반 부담금의 과세표준을 실거
래가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그동안 개발이익의 발생규모가 적지 않다고 알려졌음에도 앞에서 보았
듯이 환수수준은 아주 미진하다. 다양한 환수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환수수준이
이처럼 낮은 것은, 환수제도 자체의 미흡보다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 데에
기인한다.
예컨대 지가 대비 재산세의 납부수준은 0.07% 내외, 주택가격 대비 재산세의
납부수준은 0.008% 내외에 그치고 있다. 우리의 세법상 재산세의 평균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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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납부수준은 법정 기준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토지과표가 실제 시장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데 기인한다.

<그림 6-34> 추정지가 대비 토지분 재산세 과세액
(%)
0.080
0.070
0.060
0.050
0.040
0.030
0.020
0.010
0.000
75

80

85

90

9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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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004 년 추정지가부터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비율과 조사필지 지가 합계액을 이용한 추정지가
자료 : 1965-2003년 :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소. 2004. 전｢국지가총액추계｣.
2004-2006 년 : 건설교통부. 각 연도. ｢지가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7-2008 년 : 국토해양부. 각 연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세정연감｣.

과표수준이 시장가격보다 낮았더라도 과표수준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다면 사
회적 신뢰는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나 과세표준액 대비 과세액이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매년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성이 크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들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일관성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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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5> 과세표준액 대비 과세액의 비율 추이
토지분 재산세

건물 및 주택분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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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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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0 85 90 95 00 05 06 07

자료 :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세정연감｣.

과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던 시기에는 전문 평가사들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공시가격을 조사 및 평가하는 체제가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감정
평가사의 전문평가에 의하여 표준지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준표를
활용하는 공시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외국과 같이 부
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음으로 상당수준의 실거래가 자료
가 축적된 이후를 대비하여 공시제도를 조사․평가에서 조사․공시업무로 전환
하여 나갈 준비가 필요하다.
선진국 대부분도 부동산과표와 보상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격을 기반으로 대량평가모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이다. 이들 선진국은
거래가 성립되면 계약서 사본이 감정평가 전담기구에 송부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정확한 실거래 가격에 기초한 평가가 이루어져 공적 부동산가격의 시
가 접근도가 높고 신뢰도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독일과 덴마크
에서는 평가사위원회에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 지자체 등이 부동산 거래내역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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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되어 있어, 실거래 가격을 정확히 수집․분석할 수 있다.20)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가 정착될 경우,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부동산가격
산정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서 공시지가 및 부동산가격의 시가 근접도가 높이고
제도운용의 경제적 효율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
고제와 함께 2006년부터 실거래가격 등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매매가액을 등
기부에 등재한 이후에 세무당국이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여
신고된 실거래가격을 관리하도록 하며, 이 자료를 과세전산망과 연계하여 국세
와 지방세 산정의 기초, 보상 및 금융담보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게 함으로써 부
동산실명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거래 및 소유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투명화와 개발이익환수제도 개편은 별개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

에 이른 바 “이중 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이를 위하여 법원․행정안전부․국

토해양부․국세청․지자체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세부과

회피 또는 불로소득 추구 등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속이고,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조세포탈범으로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는 토지․부동
산 거래가격을 실거래가의 80% 이내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가격을 기초로 공공
부문이 우선 취득하는 선매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관련 정보체계 연계성 강화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시장정보의 유통을 감시하면서 공
신력 있는 기관 및 정부에서 신뢰성 높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동향, 가격동향, 실거래가 파악 등을 효율적
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토지 및 부동산시장 관련
정보망을 연계하여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관련 정보망의
연계구축은 토지시장 관련 정보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한편, 토지․부동산공부

상호 간의 정보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부동산
20) 정희남 외. 2009. ｢감정평가업계 선진화방안｣.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pp.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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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업무 자체도 전산화하여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토지․부동산 관련 정
보가 실시간으로 구축․갱신되도록 하고 기초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가변동률, 주택가격동향, 부동산거래동향 등 정부의 부동산 및 재정정
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각종 부동산 통계 및 DB를 여러 기관에 분산하여 운영하
고 있다. 이처럼 공적인 부동산 가격정보 생산주체가 서로 다르면서 관련 통계자
료의 신뢰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 관련정보를 생산하지만
통일된 지수 산정기준, 산정기법, 산정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
인 조사와 관련정보의 상호 호환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결국
부동산 가격정보와 DB관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늘고 있지만, 부동산 관련
통계 및 DB 관리체계의 미흡하여 관련정책에 대한 활용성이 낮고 신속한 정책수
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림 6-36> 부동산관련 정보 및 DB의 연계성 강화 구상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평가관련 정보망 관리주체를 단일기관으로 일원화하여,

각종 부동산가격․평가 관련정보 및 DB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투자대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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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증대하며, 정부정책에서 필요한 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 이후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공적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부동산 관련 정보망은 표준지․표준주택지 가격, 감정평가 선례집, 임대사례

조사, 주택가격 정보, 지가변동률 및 주택가격 동향만이 아니다. 아주 다양한 정

보들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장
기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정보망의 관리주체 일원화 또는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실거래가 정보망, 공시지가 정보망뿐 아니라 조세관련 정보망과 금융관
련 정보망의 연계성도 강화하여 관련정책 간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토지시장 정보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으
로 종합토지정보망과 부동산등기부 등 개별 정보망의 연계성을 제고하고(37.8%),
필지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여 토지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할(23.8%)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림 6-37> 현행 토지시장 정보제도의 개선방향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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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연구의 성과와 정책 기여도, 연구의 특
징과 한계,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순으로 결론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관계부처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과제를 활용하여 관련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
며,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완화 시기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항구적인 토지시장 안정시
책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토지시장모형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 연구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짧은 기간 안에 성취하였던 경제개발 과정에서 우리나라
의 도시화와 산업화는 크게 진전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토지문제를 겪어
왔다. 그런데 토지문제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차
단하고 토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사실 아주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주로 수요억제를 중심으로 관련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이후
에는 공급확대정책을 병행하여 왔다.
토지시장 안정을 항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용지의 수요-공급 간 불
균형을 해소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각종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필요할 것이다.
2008년 3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토지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강
조하였다. 2008년 3월에 2020년까지 3,000㎢, 매년 250㎢의 도시용지를 공급하겠
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농지 및 산지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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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분야에서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우리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용지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지가를 안정시키는 순기
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가를 불안하게 하는 역기능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시각이 있다.
이 연구는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토지시장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도시용
지 공급확대 시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하면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최소화
함으로써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통적인 거시계량경제 모형, 동태적인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GIS기법을 활용한 시계열분석 등을 통하여 규제완화 이후의 지가변화를 다양하
게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도시용지 공급확대 및 토지이용 규제완화가 지가안
정에 미치는 효과가 기대와 달리 미미하였다. 반면에 규제완화 대상지역의 지가
는 용도변경과 가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상승하였다. 규제완화 기대효과를 최
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시장 안정대책 병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토지시장 안정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와 협동연구를 추진하였으

며, 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
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거쳐 규제완화 이후의 토지시장 안정대책 방안을 제시하
였다. 개선방안은 도시용지 공급시스템 개편과제, 도시용지 수요시스템 개편과
제, 규제완화 이후 신규공급 토지가격 안정과제, 기존 토지시장 안정과제, 그리고
제도기반의 정상화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공급시스템의 개편과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규제완화와 계획적 공급

체계를 통하여 저가의 토지를 적시․적소에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수요시스템의 개편과제와 관련해서는 개발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이
들 토지수요를 지역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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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체계와 공급체계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조정방안을 마
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들 제반정책을 연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토지관련 정보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토지시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그림 7-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7-1> 규제완화 이후의 토지시장 관리과제
거시계량분석
SD분석
GIS시계열분석

규제완화 추진실태

협동연구
연구협의회

규제완화 파급효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정책방향
규제완화와 시장안정
공급시스템
ㆍ적지 공급
ㆍ적시 공급
ㆍ계획적 공급

개발이익 조정
ㆍ보유시(사유화)
ㆍ개발시(도시화)
ㆍ처분시(상품화)

수요시스템
ㆍ수요 분산
ㆍ소요량 재추정

정책방안
규제완화 추진과제

신규공급 토지시장 관리
․보상제도 개선
․환지방식 활용
․공적 토지비축제도 활용
․광역시설비 분담
․절차 간소화

기존 토지시장 관리
․보유세제 정상화
․시설부담금제 정상화
․양도세제 정상화
․주변지역 관리

정책 추진능력 제고
․정책 일관성
․제도간 연계성
․시장 투명성
․정보체계 연계성

제 7장∙결 론 283

2. 연구의 성과와 정책 기여도

토지이용 규제완화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

이 연구는 도시용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가 지가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
는지를 전통적인 거시계량모형,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GIS를 이용한 지가변
화 시계열분석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비록 그 영향의 정도가 기대에 비하여
미미하였더라도 지가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수요가 상대적
으로 많았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 예컨대 수도권에서의 지가안정 효과
가 전국에 비하여 컸었다. 경기도에서 개발가능 토지비율을 10% 증가시킬 경우
지가는 약 1%정도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
질적인 효과가 작지만은 않다. 따라서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도시용지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토지이용 규제완화의 보완과제 제시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하여 토지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것은 세계경제체계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만 규제완화의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과거 규제완화로 도시근교에서 난개발이 발생하였고 그
로 인하여 사후에 상당한 규모의 기반시설 투자비를 공공이 부담하여야 하였다.
또한 규제완화 대상지역의 지가가 규제완화와 동시에 상승함으로써 사후에 개발
및 이용을 오히려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연구는 토지이용 규제완화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원가 인하방안 제시

2000년대 이래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하여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
이 다양한 방향에서 시행되고 있다.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공급확대도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용지비, 기반시설비, 금융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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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원가의 부문별 인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한 150만 호 보금자리주택 등 향후 10년간 추진될 500만
호 주택공급계획 등이 보다 실천성을 갖고서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제시

규제완화 등으로 나타날 토지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소유단계, 이용개발단계, 처분단계 등 각 단계별로 제시함으로써, 토지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시책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다양한 부처
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하여 환수하고 있는 개발이익 조정시책을 연계하고
아울러 거래규제 수단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틀도 제시함으로써 토지시장 안정
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정책 수행능력 강화기반 구축

민주화․지방화․세계화 등의 진전으로 토지소유(사유화시장) 및 처분(상품화
시장) 단계에서의 규제완화는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OECD 등에서 우
리에게 권고하는 규제완화 부문도 대부분 소유 및 처분단계에서의 규제를 말한
다. 토지이용 및 개발단계의 행정절차 간소화 역시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 반면
에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개발계획 자체에 대한 규제는 보다 합리적으로 강화시
킬 필요가 있다. 규제완화 시기에 시장의 투명성과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정보화를 통한 제반 정책수단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부동산시장 관련정보망의 연계방향과 관련수단의 통합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
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단계적 추진과제를 제시

토지시장 안정은 어느 하나의 시책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토지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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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이용․개발, 처분․수익 각 부문이 다양한 부동산활동 속에서 서로 연결되
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정책과제의 장․단기적 추진과제를 정리

하면 다음의 <표 7-1>과 같다. 단기과제는 주로 시장 안정시책의 개선, 장기과제
는 관련 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표 7-1> 연구의 기대효과와 정책과제
부문별
공 급
시스템
수 요
시스템

신규공급
시장관리

기존시장
안정관리
토지행정
선진화

정책 제안
대분류

소분류

적지 공급
적시 공급
계획적 공급
수요 분산
소요량 재추정

지역 특성별 규제완화
수요발생 이전의 공급확대
토지이용계획과 개발계획 연계

용지비 인하
기반시설비 분담
자본비용 인하
개발이익 조정
정상화
거래규제 합리화
제도 일관성
실거래가 기반
정보체계 연계성

보상제도 개선
환지방식 활용
공적 비축제도 활성화
거버넌스 참여자의 역할분담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제
정상화

장단기
․
과제
단기
중장기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토지시장 관련법제 개선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제시

무엇보다도 이번 연구결과는 정부의 토지시장 관련법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
고 관련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논리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한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용지보상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토지보상법｣, ｢토지보상

평가지침｣,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의 개정방향을 보여주었다. 보상관련법은 ｢토지보상법｣ 외에도 20여개

개발관련 개별법이 있다. 각 개별법마다 각기 달리 적용하고 있는 보상 기준일
등을 보다 일관성 있게 운용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관련부처의 협력체계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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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한다.

환지방식의 활용 필요성을 보여줌으로써 ｢도시개발법｣ 운용방식의 개선방향

을 제시하였고, 토지비축(land banking) 기능의 강화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공
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축종합계획 수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관련한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역

할분담을 강조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기반시설부담구
역제 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
운용 등 각종 시설부담금제의 통폐합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토지문제 및 보상의 핵심 원인 중의 하나가 개발이익 사유화에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와 부담금이 다양한 법률에서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취득세․등록세,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

득세,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등을 들 수 있고, 이들 각종 조세의 과표로 사용하고 있는 공시

지가와 공시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
된다. 이들 평가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전환하여 나갈 준비를 하여야 된다고 제
시함으로써 이들 법률의 개정방향을 보여주었다.
토지시장 안정에는 토지이용 규제완화 그 자체보다 실제로 시장에서 도시용지
를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을 단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택지개발촉진법｣ 등 30여개에 달하는 개발관련 법률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방향
을 보여주었다. 이들 관련법제 개선방향과 개선방안 마련에 논리적 근거를 제시
함으로써 이번 연구는 정부시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3. 연구의 특징

이 연구는 정부정책뿐 아니라 학문적 차원에서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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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와 시장관리에 대한 실증연구

선행연구 대부분은 우리의 토지이용규제가 과다하기 때문에 규제완화 필요성

을 강조하는 이론적․법리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토지이용 규제강화와 규제완
화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규제완화 및 도시용지 공급확대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적
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계량경제모형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그리고 GIS를
활용한 시계열분석을 추진하였다. 계량경제모형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통
하여 정부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마도 이번
연구가 처음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과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 추진될 토지시장에 대한 다양한 실증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토지시장 분석모형에 대한 방법론 강화

그동안 토지시장 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ARIMA 모형․VAR 모

형․준파라메타(semi-parametric) 모형 등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는 모형과 헤도

닉 가격모형․거시계량모형 등을 원용한 구조모형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이들 전통적인 계량모형 외에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GIS 분석기법을

활용한 시계열분석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시장 분석모형의 다
양한 접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향후 추진될 토지시장 모형구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거시계량모형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을 통합한 보다
나은 방법론의 발전에도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시장 및 토지정책 패러다임 관련연구의 다양한 접근방법 제공

자본주의 체제에서 토지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토지시장에는 다양
한 갈등이 내재하여 있고 갈등 해소방법에도 다양한 시각이 있다. 그 동안 토지
시장 및 토지정책 패러다임과 관련한 선행연구 대부분은 실증적 시각 또는 정치
경제학적 시각 어느 하나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동일한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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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함으로써 담론 간에 합일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번 연구에서는 자본주의

적 토지시장의 내재된 특성인 토지의 사유화(소유단계), 도시화(이용․개발단계)
및 상품화시장(처분단계) 별로 토지문제의 내용과 발생원인 및 토지시장 관리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이론과 담론의 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증적, 역사적, 정치경제학적 시각의 종합적 접근방법(holistic
approach)으로 정책대안을 모색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시장주의, 계획주의, 조지스
트, 사회주의 패러다임이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지 않고 서로 연계 및
보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서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 전문가 협동연구의 모범

토지시장은 (도시화시장에서의) 규제강화 필요성과 (사유화 및 상품화시장에
서의) 규제완화 필요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정책들이 서로 영향을 주
고받으며 관련정책 간에 때로는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만큼
문제의 원인을 도출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필요
가 있다. 이번 연구는 국내․외 학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동연구로 추진하면

서 토지시장 안정관련 이론(theory)과 시장의 실제(proxis)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협동연구가 아니었으면 규제완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과 정치경제학적 해석이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연구를 추진하면서 관․산․연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지정책포럼을 구성하였
고, 이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열린 모임의 장을 통하여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
요하지만, 관련전문가 등 시장참여자들도 토지시장 안정과 우리사회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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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시장 안정은 국가경쟁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문제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하여 도시용
지 공급확대, 그리고 공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토지이용 규제완화의 지속적인
추진은 불가피하다. 다만 규제완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인 파급효과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단기 정책과제로 제시한 토지시장 안정시책의 상당 부분은 이미
관련부처 및 기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보상제도의 개선, 환
지방식 활용, 공적 토지비축제도의 정착, 광역적 기반시설비용의 분담체계 구축,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향후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도 적지 않다.
먼저,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농지 및 산지의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되고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환경보호구역 등이 해제되

고 있다. 각 부처의 고유한 업무특성을 반영하고 각 용도의 토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규제완화가 추진되도록 조절․조정

하는 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관련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토지규제를 완화하여야 하지만, 전체
도시모형 안에서 규제완화가 난개발, 환경파괴, 인구집중,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
용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규제완화로 달성한 토지가격 안정의 기대이익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이 있는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형량( 量)하고, 이
에 기반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정
책패키지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토지이용계획과 토지개발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그동안 우리의 토지이용 규제가 복잡다기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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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였고 각종 토지이용규제 관련 용도지역지구의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도시용지 수요-공급 간 불일치가 심한 지역에서 우선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환경보호구역 등을 해제하여 도시용지 공급

을 시급히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규제지역의 해제만 가지고
는 토지시장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 토지이
용 규제체계 자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토지시장 관련정보망과 정보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이번 연구를 추진하
면서 또다시 확인한 현상은 시장관련 정보와 자료(data)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점
이다. 예를 들면 지역별 토지가격 변동률은 발표되고 있지만 토지가격 수준에 대
한 자료는 매우 제약되어 있다. 도시용지의 공급량과 수요량에 대한 관련 정보도
불명확하고, 매년 어느 정도의 도시용지가 실제로 공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자
료는 거의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시장현상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관련정책
의 엄밀한 의제형성, 시행하는 정책의 효과성 평가 등을 위해서는 관련정보와 자
료의 정확성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
이용 규제완화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제기된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토지시장 안정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난개발 등 계획적
개발 여부이다. 이번에는 주로 토지시장 안정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였다.
규제완화와 계획적 개발에 대한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계량경제 모형 분석,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분석, 그리고
GIS기법을 활용한 시계열분석을 각각 별도로 추진하였다. 각각의 분석방법은 나
름대로 거시적․미시적 분석결과, 동태적․정태적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데 유익
하였다. 다만 계량경제모형에서 도출된 계수와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에서 추
정한 인과지도 등을 서로 연계하여 하나의 통합모형으로 운영하였다면, 규제완
화의 파급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향후 이들
모형 간의 통합구축에 대한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이번 연구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선진국 사례를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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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그리고 가능한 최신의 자료와 문헌을 접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
당국가의 정부 당국자와 학자들과 연락도 하였고, 그 결과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최신 자료를 일부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여러 한계가 나타났다. 기본적으
로 주어진 시간과 예산 때문이다. 또 다른 한계는 해외사례 소개를 고유한 연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본래 연구에 부속되어 있는 장식물로 생각하는 우리 학
계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도 있었다. 해외사례 수집과 소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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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olicy Directions for Stabilizing Land Market in the Era of
De-regulation to Increase Urban Land Supply
Hee Nam Jung, Soo Choi, Hyeon Sook Cheon, Seung Jeong Kim, Hak Gi Sohn,
Mi Young Kang, Sun Ji Kim, Tae Hoon Moon, Seong Hwan Suh, Young Tae
Kim, Edwin Buitelaar & Arno Segeren

This study w as conducted for the follow ing purposes: First is the
review of the land use deregulation policy for the increase in urban land
supply and logical ground for the deregulation-related policy. Secon d
are the em pirical analyses of lan d use deregulation vis-a-vis how it
im pacts the land m arket and forecast of ch anges in the surrounding
conditions in the lan d m arket. A nd third is the pursuit of the policy
for m axim izing the positive effect of land use deregulation and urban
land supply increase and m inim izing the negative ripple effects.
This study consists of 7 chapters. Chapter 1 as the introduction part
exam ines the background, purpose, scope, and m ethod of the study as
w ell as previous related studies. C hapter 2 presents th e an alysis
fram ew ork and theory of this study. Chapter 3 reorganizes the land use
deregulation policy and review s the logical ground for deregulation .
C hapter 4 em 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land use deregul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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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in urban land supply, w hereas C hapter 5 com paratively
researches on the land m arket m anagem ent policies of m ajor countries.
C hapter 6 presents the policy tasks for land m arket stabilization based
on em pirical analyses, overseas case im plications, and condition change
prospect. C hapter 7 as the conclusion part iden tifies the study
characteristics

and

future

study

tasks

along

w ith

the

study

accom plishm ents and policy contributions.
A n im balance in the dem and and supply of urban land associated
with the progres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s been follow ed
by lan d price increase and cyclical land speculation. To address the
chronic im balance betw een the dem and and supply of urban land, the
Lee M yung-bak A dm inistration in augurated in February 2008 decided
to supply 3,000 ㎢ of urban land by the year of 2020. Tow ard this end,
the adm inistration eased land use regulations on farm land, m ountainous
areas, lim ited developm ent districts, and m 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districts amounting to 2,719 ㎢ in 2008. This policy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land prices w ill be stabilized w h en developable land that can be
converted into urban land increases follow ing the land use deregulation.
To analyze em pirically the im pacts of increase in urban land supply
on land prices through land use deregulation, this study carried out
conventional econom etrics m odel analysis, dynam ic system dynam ics
analysis, and land price tim e series analysis using G IS.
The provisional conclusion of the em pirical analyses can be
sum m arized as follow s:
First, although land use deregulation has an im pact on land stability,
the effect on the total land m arket is quite lim ited contrary to general
expectations. W hen the deregulation variable changes -1 in a m acro
econom etrics m odel, the average land price change rate nationw ide falls
only 0.61% , and that of G yeonggi-do slips on ly 1.30% .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ystem dynam ics analysis, lan d prices drop on ly 0.9%
and 1.7% when available land ratios increase 10% and 20% , respectively.
N ote, how ever, that higher land price stabilization effect is not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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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M etropolitan A rea w here land dem and is relatively higher and
land regulation is relatively stricter. A s such, land use deregulation
lim ited to som e regions m ay be m ore effective than applying it
nationw ide.
Second, the prices of land targeted for deregulation rise because
deregulation is accom panied by the use conversion of the relevant land.
For a lim ited developm ent district w here the restriction is lifted, land
prices rise faster than other region s at the tim e of the ann ouncem ent
on the plan to lift the restriction and before and after the tim e of the
actual rem oval of the restriction. This im plies that a land m arket
stabilization policy should be sim ultaneously im plem ented alon g w ith
the deregulation.
Third, shortening the urban land supply period w as confirm ed to
be m ore effective for land m arket stabilization rather than deregulation
itself. W hen the urban land supply period is shortened by 2 years, land
prices fall 3.7%. Accordingly, effort at the policy level to simplify complex
adm inistrative procedures further along w ith land use deregulation is
necessary.
Based on em pirical analyses, overseas case study, and questionnaire
survey of experts, the reorgan ization tasks of the land m arket
m anagem en t policy after land use deregulation for urban land supply
increase are presented below .
First, there is a need to review th e approach of selective reform of
regulations for regions w ith industrial investm ent dem and instead of
indiscrim inate deregulation nationw ide to ensure soun d urban land
supply.
For tim ely supply, a system for contin uously and stably supplying
land should be secured through long-term and foreseeable spatial plans
instead of im m ediate land use deregulation. W ith regard to the supply
of proper prices and quantity of urban land, spatial plann ing needs to
be im plem ented in advance for future urban spatial reorganization by
each sub-m arket including the Seoul M etropolitan A rea in stead of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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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wide deregulation. For the target area to be developed in a planned
m anner,

adm inistrative

procedures

including

pre-environm ent

assessm ent, district planning, and developm ent plan authorization/
perm ission from a reform standpoint need to be simplified considerably.
Second, although urban land demand in the Seoul M etropolitan Area
increases, there is a lim itation in additionally supplying urban land in
the currently overcrowded area. Consequently, there is a need to consider
a policy for dispersing urban land dem and to provincial areas w hen
seeking to increase urban land supply.
Third, a m eans of stabilizing new ly supplied land prices should be
pursued. Th e cost of new ly supplied land covers the land expense
(40.2% ), construction expense (30.9% ), in frastructure facilities expense
(18.1% ), financial costs (4.9% ), and other direct/indirect expenses (5.9% ).
In this context, a m eans of low erin g prices by cost com ponent needs
to be sought. For exam ple, for land expense reduction, the land banking
system should be utilized. To bring dow n infrastructure expen ses, th e
expense allotm ent system

am ong the central governm ent, local

governm ent, and housing lot developer is necessary. M inim izing capital
expenses requires the reduction of project authorization/perm ission
period.
Fourth, the stability of the existing land m arket can be prom oted
through utilizing developm ent gains capture system . Tow ard this end,
property taxes in the land holding stage should be realistic. There is also
a need to realize a fair burden system using a developm ent charge
system . A t the tim e of property sales w h en developm ent profits are
realized, capital gains should be fairly collected through fair taxation
such as capital gains tax.
Finally, there is a need to prom ote th e norm alization of various
system s' base. A lthough the land use regulation level and relevant tax
rates are flexibly adjuste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m arket
conditions, th e stability of related system s should be sustained
consistently for quite a long tim e. Securing the transparenc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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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of the property m arket requires unifying various taxes as w ell
as the standard for assessm ent w ith regard to actual traded prices.
M oreover, in order to secure transparency in the real estate m arket in
line w ith the deregulation, there needs to be a system that integrates
land and property m arket inform ation netw orks w hich previously, had
been m anage separately by each m inistry.

￭ Key words _ Land use deregulation, Increase in urban land supply, Development profit
collection, Land marke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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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표

토지시장 관리방안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는 최근 토지규제완화
와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토지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
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응답은 향후 토지시장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관기관 : 국토연구원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www.hrc.co.kr)
문 의 처 : 정관철 과장/이혜민 연구원 (02) 3014-0753/1052
선문 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공무원

공공 개발사업 시행자

민간 개발사업 시행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부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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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 관리의

요

문1. 우리나라의 토지시장 상황이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토지가 부족하다
(2) 토지가격이 비싸다
(3) 토지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한다
(4) 토지를 무질서하게 개발한다
(5)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토지를
갖고 있다
(6) 토지 규제가 심하다

문2. 귀하께서는 토지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가용 토지가 부족해서
지역개발을 많이 해서
일부 사람이 투기를 해서
은행 이자가 낮아서
시중에 현금이 많아서
부동산 이외의 투자처가 없어서
투기억제 수단에 문제가 있어서
경제규모가 성장해왔기 때문에
기타(

314

)

) 2순위 (

)

문3. 토지가격 안정을 위한 다음의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이용할 수 있는 땅의 공급을 늘
려야 한다
(2) 토지 이용․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3) 투기지역 또는 투기우려지역에 대
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4) 토지 보유세율을 높여야 한다
(5) 토지 양도세율을 높여야 한다
(6) 은행금리를 올려야 한다

도시용지 공급확대

토지규제 완화

요

문4.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한계농지 등의 규
제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수준의 규제완화면 충분하다.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총량적 규제완화보다 지역별 토지수요를 반영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규제완화보다 기개발지를 재개발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규제완화보다 계획적 개발(예: 신도시 개발)을 통해 도시용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기타(
)

문5. 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공급확대가 향후 토지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하십니까?
수급불균형이 해소되어 전국 토지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로 전국 토지시장이 불안해 질 것이다.
전국적 토지시장 안정에는 기여하겠지만, 국지적 지가상승이 우려된다.
토지시장에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기타(

)

부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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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

공급제도

문6. 현행 토지개발 및 공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토지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적시․적소에 토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토지비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수용중심의 공영개발방식보다는 환지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가용토지 공급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

문7. 토지비축제도의 정책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도로, SOC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 용지의 사전 확보
주택, 공장 등 도시용지 개발․공급의 효과적 지원

토지시장 조절용 매입․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관리
주거용지의 공공임대를 통한 서민주거의 안정 도모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억제를 통한 부의 형평적 분배
기타(

)

문8. 토지비축제도의 운영 시 우려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음 중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불필요한 토지비축으로 인해 토지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비축토지 운용․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다.

토지매입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이다.
비축토지가 토지소요량 등 정부의 토지이용계획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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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익 환수제도
문9. 각종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해야 한다

문9-1로 가시오

환수하지 말아야 한다

문10으로 가시오

문9-1. (문9의

응답자만)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개발이익은 개인의 노력과 무관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되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와 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조달을 위하여
개발손실 보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기타(

문9-2. (문9의

)

응답자만) 개발이익의 어느 부분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뿐 아니라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

개발사업, 용도지역 변경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요인 등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무관
한 모든 지가 상승분
기타(

)

부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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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3. (문9의

응답자만) 환수한 재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활용

개발사업지구가 속한 지자체의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활용
개발사업지구가 속한 지자체에서의 개발손실 보상재원으로 활용
개발사업지구가 속한 지자체의 일반예산으로 활용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활용
기타(

문9-4. (문9의

)

응답자만) 현행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도소득세
보유과세
공공용지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기타(

)

문10. 현행 개발이익을 환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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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 관리제도
문11. 토지거래허가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현행 토지거래 규제제도를 개
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2가지
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거래규제 지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용실태 조사 및 위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행 제도를 통합하여 단계별 적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기타(

)

문12. 현행 토지시장 정보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종합토지정보망, 부동산등기부 등 개별정보망의 연계성을 제고해야 한다.
필지별 실거래가정보를 공개하여 토지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실거래가 정보에 기초한 지가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수집한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탈법적 거래관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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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방
문13.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토지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공공토지비축 활성화 등 공공의 시장조절 기능강화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도시용지의 공급 확대
지적재조사 및 각종 부동산공부의 정비
종합토지정보망 등 부동산관련 정보체계 확대구축
공시지가제도 등 지가체계 정비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세제 정비
부동산증권화 등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육성
기타(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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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 분석결과

응답자 분포표
구

분

사례수 (명)

전

체

172

100

34
37
38
23
40

19.8
21.5
22.1
13.4
23.3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부동산관련종사자
40명

%

교수 및 연구원 34명

공무원 37명

민간개발사업시행자
23명
공공개발사업 시행자
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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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우리나라의 토지시장 상황이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록 표 2-1> 토지시장 상황이나 제도에 대한 생각
(단위 : %)
토지를
토지를 소수의 사람들이
토지 규제가
토지가 토지가격이
투기수단으로 무질서하게 많은 토지를
심하다
부족하다 비싸다
이용한다
개발한다
갖고 있다

구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68.6
55.9
70.3
81.6
65.2
67.5

93.6
91.2
91.9
100.0
100.0
87.5

91.3
85.3
91.9
97.4
95.7
87.5

64.0
73.5
48.6
60.5
56.5
77.5

84.3
88.2
75.7
89.5
87.0
82.5

55.8
61.8
27.0
52.6
87.0
62.5

(단위 : %)
심한 규제

55.8

소수가 독점

84.3

무질서한 개발

64.0

투기수단으로 이용

91.3

높은 가격

93.6

토지 부족

68.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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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40.0

60.0

80.0

100.0

[문 2] 귀하께서는 토지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2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표 2-2> 토지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 1순위
(단위 : %)
가용
지역
일부
은행 시중에
토지가 개발을 사람이
이자가 현금이
부족해 많이 투기를
낮아서 많아서
서
해서
해서

구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45.3
50.0
공
무
원 37.8
공공개발사업시행자 44.7
민간개발사업시행자 56.5
부동산관련종사자 42.5

15.1
8.8
16.2
23.7
4.3
17.5

12.8
5.9
18.9
13.2
4.3
17.5

1.7
0.0
5.4
0.0
0.0
2.5

2.3
2.9
0.0
0.0
4.3
5.0

부동산
이외의
투자처
가
없어서

9.3
2.9
16.2
10.5
13.0
5.0

투기
경제
억제 규모가
수단에 성장해
문제가 왔기
있어서 때문에

5.8
14.7
2.7
2.6
8.7
2.5

7.0
14.7
2.7
2.6
8.7
7.5

기타

계

0.6
0.0
0.0
2.6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록 표 2-3> 토지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 2순위
(단위 : %)
부동산 투기
경제
가용
지역
일부
은행 시중에 이외의 억제 규모가
토지가 개발을 사람이
이자가 현금이 투자처 수단에 성장해
부족해 많이 투기를
낮아서 많아서
가
문제가 왔기
서
해서
해서
없어서 있어서 때문에

구분

전

체

10.5
교수 및 연구원 14.7
13.5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10.5
민간개발사업시행자 4.3
부동산관련종사자 7.5

12.2
11.8
16.2
13.2
4.3
12.5

21.5
11.8
29.7
18.4
21.7
25.0

2.3
0.0
2.7
2.6
4.3
2.5

5.8
2.9
5.4
7.9
0.0
10.0

20.3
17.6
16.2
23.7
26.1
20.0

11.6
14.7
5.4
15.8
13.0
10.0

12.8
23.5
10.8
5.3
17.4
10.0

기타

계

2.9
2.9
0.0
2.6
8.7
2.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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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단위 : %)

0.6
7.0

경제규모의 성장
투기억제수단의 문제

5.8
9.3

타 투자처가 없어서
시중에 현금이 많아서

2.3

은행 저금리

1.7

일부사람들의 투기

12.8

지역개발을 많이 해서

15.1

가용토지 부족

45.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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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0

30.0

40.0

50.0

[문 3] 토지가격 안정을 위한 다음의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록 표 2-4> 토지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
(단위 : %)

구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이용할 수
있는 땅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토지이용․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해야 한다

투기지역 또는
투기우려지역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73.8
70.6
81.1
71.1
82.6
67.5

51.7
55.9
32.4
50.0
78.3
52.5

72.1
67.6
75.7
78.9
69.6
67.5

토지
토지
은행금리를
보유세율을 양도세율을 올려야
높여야한다 높여야한다
한다

59.3
61.8
75.7
71.1
39.1
42.5

41.9
32.4
54.1
44.7
56.5
27.5

(단위 : %)

25.6

은행 금리 인상

25.6
29.4
29.7
23.7
4.3
32.5

41.9

토지양도세율 인상

59.3

토지보유세율 인상

72.1

감시 및 규제 강화
51.7

규제 완화

73.8

토지공급 확대
0.0

20.0

40.0

60.0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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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한계농지 등
의 규제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록 표 2-5>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
(단위 : %)

현재 수준의
규제완화면
충분하다

구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9.9
8.8
8.1
5.3
0.0
22.5

총량적
규제완화보다
현재보다 더 규제완화보다
기개발지를
지역별
적극적으로
재개발하여
토지수요를
규제를
토지이용
반영한
완화하여야
효율성을
규제완화가
한다
높여야 한다
필요하다

10.5
8.8
8.1
7.9
17.4
12.5

기타

42.4
35.3
40.5
36.8
56.5
47.5

규제완화보다
계획적
개발을 통해
도시용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기타

계

21.5
32.4
29.7
26.3
8.7
7.5

0.6
0.0
0.0
0.0
0.0
2.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1
14.7
13.5
23.7
17.4
7.5

(단위 : %)

0.6%
21.5%

계획적 개발로 도시용지 공급
15.1%

재개발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규제완화

42.4%

더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10.5%
9.9%

현재수준 규제완화로 충분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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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0

30.0

40.0

50.0

[문 5] 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공급확대가 향후 토지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하십니까?
<부록 표 2-6> 규제완화와 도시용지 공급확대가 토지시장에 미칠 영향
(단위 : %)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어 전국
토지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구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기타

규제완화에 전국적 토지시장
대한 기대로
안정에는
토지시장에
전국
기여하겠지만
별로 영향이
토지시장이
국지적
없을 것이다
불안해질
지가상승이
것이다
우려된다

계

14.0

22.7

59.3

2.9

1.2

100.0

11.8
18.9
10.5
8.7
17.5

14.7
21.6
31.6
26.1
20.0

70.6
59.5
52.6
56.5
57.5

0.0
0.0
5.3
4.3
5.0

2.9
0.0
0.0
4.3
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

1.2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기타

2.9

국지적 지가상승 우려

59.3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로
토지시장 불안

22.7

수급불균형 해소로 토지
시장안정

14.0

0.0

10.0

20.0

30.0

40.0

5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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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 현행 토지개발 및 공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표 2-7> 토지개발 및 공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 - 1순위
(단위 : %)
적시·적소에
토지공급을
수용중심의
가용토지공급은
토지공급이
늘릴 수 있도록
공영개발방식보
시장에
가능하도록
규제를
다는
맡기는 것이
토지비축제도를
완화하여야
환지방식을
바람직하다
활성화해야
한다
활용해야 한다
한다

구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기타

계

27.9

41.9

19.2

9.9

1.2

100.0

35.3
16.2
15.8
47.8
32.5

35.3
59.5
60.5
13.0
30.0

23.5
16.2
10.5
26.1
22.5

2.9
8.1
13.2
13.0
12.5

2.9
0.0
0.0
0.0
2.5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록 표 2-8> 토지개발 및 공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 - 2순위
(단위 : %)
적시·적소에
수용중심의
토지공급을
가용토지공급은
토지공급이
공영개발방식보
늘릴 수 있도록
시장에
가능하도록
다는
규제를
맡기는 것이
토지비축제도를
환지방식을
완화하여야
바람직하다
활성화해야
활용해야 한다
한다
한다

구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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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

19.8

26.7

27.9

22.1

3.5

100.0

23.5
16.2
28.9
13.0
15.0

23.5
35.1
21.1
30.4
25.0

20.6
27.0
26.3
21.7
40.0

29.4
21.6
10.5
34.8
20.0

2.9
0.0
13.2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타

1.2%

(단위 : %)
9.9%

가용토지공급은 시장에 의존
환지방식 활용

19.2%

토지비축제도 활성화

41.9%

규제 완화
0.0

27.9%
10.0

20.0

30.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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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 토지비축제도의 정책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표 2-9> 토지비축제도의 목표 - 1순위
(단위 : %)

토지시장
도로,SOC시설
주거용지의공
주택공장등도
조절용매입·
등
공임대를통한
시용지개발·공
공급으로
주요공공시설
서민주거의안
급의
부동산가격의
용지의
정도모
효과적지원
안정적관리
사전확보

구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토지로인한불
로소득
환수와
투기억제를
통한 부의
형평적분배

기타

계

36.6

23.3

21.5

11.6

7.0

-

100.0

55.9
37.8
36.8
17.4
30.0

20.6
13.5
26.3
43.5
20.0

8.8
37.8
18.4
17.4
22.5

11.8
5.4
7.9
21.7
15.0

2.9
5.4
10.5
0.0
12.5

-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록 표 2-10> 토지비축제도의 목표 - 2순위
(단위 : %)

도로,
SOC시설 등
주요공공시설
용지의
사전확보

구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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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
주택공장 등
조절용
도시용지
매입·공급으로
개발·공급의
부동산가격의
효과적 지원
안정적 관리

주거용지의
공공임대를
통한
서민주거의
안정도모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억제를
통한 부의
형평적 분배

기타

합계

15.7

22.1

22.1

26.2

13.4

0.6

100.0

11.8
5.4
18.4
17.4
25.0

29.4
21.6
21.1
26.1
15.0

17.6
18.9
26.3
21.7
25.0

29.4
37.8
18.4
17.4
25.0

8.8
16.2
15.8
17.4
10.0

2.9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의 형평적 분배

(단위 : %)

7.0

서민의 주거안정도모

11.6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관리

21.5

7

도시용지 개발·공급의 효과적지원

23.3

공공시설용지의 사전확보

36.6
0.0

10.0

20.0

3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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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 토지비축제도의 운영시 우려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음 중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표 2-11> 토지비축제도 운영시 우려되는 문제점 - 1순위
(단위 : %)
불필요한
비축토지가
토지비축으로 비축토지운용·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소요량 등
인해
관리비용이 소요재원확보가
정부
기타
토지시장이
너무 많이 들 여의치 않을
토지이용계획과
왜곡 될
것이다
것이다
맞지 않는 문제가
우려가 있다
있을 것이다

구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계

25.0

22.1

46.5

6.4

-

100.0

11.8
32.4
15.8
13.0
45.0

23.5
21.6
18.4
26.1
22.5

58.8
35.1
55.3
60.9
30.0

5.9
10.8
10.5
0.0
2.5

-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록 표 2-12> 토지비축제도 운영시 우려되는 문제점 - 2순위
(단위 : %)
비축토지가
불필요한
토지소요량 등
토지비축으로 비축토지운용· 토지매입을위한
정부
관리비용이 소요재원확보가
인해
토지이용계획과
너무 많이 들 여의치않을것이
토지시장이
맞지 않는
것이다
다
왜곡될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다
것이다

구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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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

15.7

23.8

29.1

29.7

1.7

100.0

14.7
13.5
23.7
17.4
10.0

32.4
24.3
13.2
17.4
30.0

29.4
29.7
23.7
21.7
37.5

17.6
29.7
39.5
43.5
22.5

5.9
2.7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
토지이용계획과 불일치

6.4

소요재원 확보 문제

46.5

22.1

운용·관리비용의 부담

25.0

토지시장 왜곡 우려

0.0

10.0

20.0

30.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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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 각종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부록 표 2-13>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분
전

환수해야한다

환수하지말아야한다

계

90.1

9.9

100.0

94.1
91.9
89.5
82.6
90.0

5.9
8.1
10.5
17.4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단위 : %)
부동산관련종사자

90.0

민간개발사업시행자

82.6

공공개발사업시행자

공

무

89.5

원

91.9

교수 및 연구원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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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20.0

40.0

60.0

80.0

100.0

[문 9-1]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
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표 2-14>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하는 이유 - 1순위
(단위 : %)

구

분

전

체

공공성이
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강조되는
인한
개인의 노력과
부와 소득
토지에 대한
기반시설
무관한
분배의 형평성
투기를
설치비용
불로소득이기
제고를 위해서
억제하기
조달을
때문에
위해서
위하여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45.8
40.6
64.7
35.3
26.3
52.8

23.9
15.6
8.8
50.0
26.3
19.4

12.3
21.9
8.8
8.8
5.3
13.9

18.1
21.9
17.6
5.9
42.1
13.9

개발손실
보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록 표 2-15>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하는 이유 - 2순위
(단위 : %)

구

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공공성이
개발이익은
강조되는
개발사업으로
개발손실
개인의 노력과
부와 소득
토지에 대한
인한 기반시설 보상에 필요한
무관한
분배의 형평성
투기를
설치비용
재원조달을
불로소득이기
제고를 위해서
억제하기
조달을 위하여
위하여
때문에
위해서

10.3
12.5
5.9
14.7
5.3
11.1

34.8
21.9
52.9
17.6
47.4
38.9

14.8
12.5
14.7
17.6
15.8
13.9

27.1
18.8
23.5
41.2
26.3
25.0

12.9
34.4
2.9
8.8
5.3
1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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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기반시설 설치비용 조달
을 위해서

18.1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12.3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
하기 위해서

23.9

불로소득이므로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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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10.0

20.0

30.0

40.0

50.0

[문 9-2] 개발이익의 어느 부분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표 2-16> 개발이익 환수범위
(단위 : %)

구

분

전

체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제사회적요인 등
개발사업으로
지가상승분뿐 아니라 토지소유자 노력과
인한
용도지역변경 등 인한
무관한 모든
지가상승분
지가상승분
지가상승분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29.0
18.8
26.5
26.5
42.1
36.1

38.7
46.9
32.4
47.1
26.3
36.1

31.0
31.3
41.2
26.5
26.3
27.8

계

1.3
3.1
0.0
0.0
5.3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

1.3

기타

기타

31.0

모든 지가상승분

개발사업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의 지가상승분

38.7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

29.0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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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3] 환수한 재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2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표 2-17> 환수한 개발이익 재원의 사용처 - 1순위
(단위 : %)

구

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당해 개발
사업지구의
공공기반시
․
설
설치비용으로
활용

개발사업
지구가 속한
지자체의
공공기반시
․
설
설치비용으로
활용

개발사업
지구가 속한
지자체에서의
개발손실
보상재원으로
활용

개발사업
지구가 속한
지자체의
일반예산으로
활용

지역균형개발
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활용

계

49.0
40.6
50.0
50.0
68.4
44.4

25.2
28.1
17.6
20.6
21.1
36.1

7.1
18.8
2.9
8.8
0.0
2.8

0.6
3.1
0.0
0.0
0.0
0.0

18.1
9.4
29.4
20.6
10.5
1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록 표 2-18> 환수한 개발이익 재원의 사용처 - 2순위
(단위 : %)

구

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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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개발
사업지구의
공공기반시
․
설
설치비용으로
활용

개발사업
지구가 속한
지자체의
공공기반시
․
설
설치비용으로
활용

개발사업
지구가 속한
지자체에서의
개발손실
보상재원으로
활용

개발사업
지구가 속한
지자체의
일반예산으로
활용

지역균형개발
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활용

계

19.4
25.0
20.6
20.6
5.3
19.4

38.7
37.5
44.1
35.3
42.1
36.1

14.8
18.8
8.8
11.8
15.8
19.4

3.2
3.1
0.0
0.0
5.3
8.3

23.9
15.6
26.5
32.4
31.6
1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

18.1

국가차원에서 활용
0.6

지자체의 일반예산

7.1

지자체의 개발손실 보상재원

25.2

지자체의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

49.0

개발사업지구의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
0.0

10.0

20.0

30.0

40.0

5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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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4] 현행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부록 표 2-19>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수단
(단위 : %)

구

분

양도소득세

보유과세

공공용지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

계

전

체

19.4
25.0
26.5
8.8
26.3
13.9

18.1
28.1
23.5
23.5
5.3
5.6

15.5
9.4
5.9
17.6
36.8
16.7

47.1
37.5
44.1
50.0
31.6
63.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단위 : %)
47.1%

각종부담금

15.5%

공공용지 기부채납

18.1%

보유과세

19.4%

양도소득세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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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0

30.0

40.0

50.0

[문 10] 현행 개발이익의 환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록 표 2-20> 개발이익 환수제도 강화 여부
(단위 : %)
구

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전

체

70.3
67.6
86.5
68.4
34.8
80.0

20.9
23.5
8.1
23.7
47.8
12.5

8.7
8.8
5.4
7.9
17.4
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단위 : %)
부동산관련종사자

80.0

민간개발사업시행자

34.8

공공개발사업시행자

공

무

68.4

원

86.5

67.6

교수 및 연구원

0.0

20.0

40.0

60.0

8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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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 토지거래허가제, 투기지역, 토기과열지구 등 현행 토지거래 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2가
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표 2-21> 개발이익 환수제도 강화 여부 - 1순위
(단위 : %)

구

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이용실태조사
지정기준을
및 위법
완화하여 거래
행위자에
규제지역을
대한 제재를
확대하여야
강화하여야
한다.
한다

8.7
2.9
18.9
2.6
4.3
12.5

25.6
23.5
21.6
31.6
17.4
30.0

현행제도를
통합하여
단계별
적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기타

계

31.4
35.3
29.7
34.2
30.4
27.5

26.7
23.5
24.3
28.9
30.4
27.5

6.4
11.8
5.4
0.0
17.4
2.5

1.2
2.9
0.0
2.6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록 표 2-22> 개발이익 환수제도 강화 여부 - 2순위
(단위 : %)

구

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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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실태조사
지정기준을
및 위법
완화하여 거래
행위자에
규제지역을
대한 제재를
확대하여야
강화하여야
한다.
한다

9.9
2.9
13.5
7.9
13.0
12.5

31.4
41.2
40.5
31.6
8.7
27.5

현행제도를
통합하여
단계별
적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토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기타

계

22.7
23.5
21.6
28.9
26.1
15.0

24.4
17.6
18.9
31.6
34.8
22.5

11.0
11.8
5.4
0.0
17.4
22.5

0.6
2.9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타

(단위 : %)

1.2

정부 규제 최소화

6.4

불합리한 규제 완화

26.7

단계별 적용방안 모색

31.4

위법자에 대한 제재 강화

25.6

거래규제지역 확대
0.0

8.7
5.0

10.0

15.0

20.0

25.0

30.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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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2] 현행 토지시장 정보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2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표 2-23> 현행 토지시장 정보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 - 1순위
(단위 : %)

구

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종합 토지
지적 불부합
정보망
문제를
부동산등기
해소하기
부 등 개별
위해
정보망의
지적재조사
연계성을
를 시행해야
제고해야
한다
한다

9.9
2.9
16.2
15.8
0.0
10.0

37.8
52.9
27.0
31.6
34.8
42.5

필지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여
토지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23.8
8.8
27.0
23.7
39.1
25.0

부동산거래 다운계약서
실거래가
관리시스템
작성 등
정보에
에서 수집한
탈법적
기초한
정보의
거래관행
지가제도로
활용도를 방지를 위한
의 개편이
제고해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다
필요하다

14.0
14.7
18.9
15.8
8.7
10.0

9.9
14.7
8.1
7.9
13.0
7.5

4.1
5.9
2.7
5.3
4.3
2.5

기타

계

0.6
0.0
0.0
0.0
0.0
2.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록 표 2-24> 현행 토지시장 정보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 - 2순위
(단위 : %)

구

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
자
민간개발사업시행
자
부동산관련종사자

344

종합 토지
지적 불부합
정보망
문제를
부동산등기
해소하기
부 등 개별
위해
정보망의
지적재조사
연계성을
를 시행해야
제고해야
한다
한다

필지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여
토지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다운계약서
실거래가
관리시스템
작성 등
정보에
에서 수집한
탈법적
기초한
정보의
거래관행
지가제도로
활용도를 방지를 위한
의 개편이
제고해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다
필요하다

기타

계

4.1

22.1

26.2

15.1

19.8

12.2

0.6

100.0

5.9
0.0
2.6
4.3
7.5

17.6
32.4
23.7
21.7
15.0

32.4
27.0
28.9
21.7
20.0

8.8
5.4
28.9
13.0
17.5

26.5
18.9
5.3
21.7
27.5

5.9
16.2
10.5
17.4
12.5

2.9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타

0.6

탈법적 거래관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단위 : %)
4.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9.9

지가제도 개편

14.0

필지별 실거래가 정보 공개

23.8
37.8

개별정보망의 연계성 제고
지적재조사 시행

9.9
0.0

10.0

20.0

3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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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3]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토지정책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다음 중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록 표 2-25>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토지정책 과제 - 1순위
(단위 : %)

구

공공토지 토지이용
비축
규제
지적재조
활성화 등 완화를 사 및 각종
공공의 통한 도시 부동산공
시장 조절 용지의 부의 정비
기능 강화 공급확대

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34.9
29.4
54.1
39.5
21.7
25.0

27.9
26.5
13.5
21.1
43.5
40.0

4.1
2.9
5.4
2.6
4.3
5.0

종합토지
재산세 및
부동산
정보망 등 공시지가 양도소득
증권화 등
부동산
제도 등
세등
부동산
관련 정보 지가체계
부동산
간접투자
체계 확대
정비
관련세제
시장 육성
구축
정비

12.2
17.6
8.1
10.5
8.7
15.0

7.6
5.9
10.8
13.2
0.0
5.0

11.6
14.7
8.1
10.5
17.4
10.0

1.2
2.9
0.0
0.0
4.3
0.0

기타

계

0.6
0.0
0.0
2.6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록 표 2-26>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토지정책 과제 - 2순위
(단위 : %)

구

공공토지 토지이용
규제
지적재조
비축
활성화 등 완화를 사 및 각종
공공의 통한 도시 부동산공
시장 조절 용지의 부의 정비
기능 강화 공급확대

분

전
체
교수 및 연구원
공

무

원

공공개발사업시행자
민간개발사업시행자
부동산관련종사자

346

14.0
14.7
18.9
18.4
13.0
5.0

15.7
8.8
21.6
15.8
17.4
15.0

4.1
2.9
2.7
5.3
0.0
7.5

종합토지
재산세 및
부동산
정보망 등 공시지가 양도소득
증권화 등
부동산
제도 등
세등
부동산
관련 정보 지가체계
부동산
간접투자
체계 확대
정비
관련세제
시장 육성
구축
정비

29.1
32.4
32.4
15.8
21.7
40.0

7.0
8.8
5.4
10.5
8.7
2.5

20.3
26.5
8.1
28.9
17.4
20.0

9.3
2.9
10.8
5.3
21.7
10.0

기타

계

0.6
2.9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타

(단위 : %)

0.6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육성

1.2

부동산관련 세제정비

11.6

지가체계 정비

7.6

부동산관련 정보체계 확대구축

12.2

지적재조사 및 각종 부동산공부의 정비

4.1

도시용지의 공급확대

27.9

공공의 시장조절기능 강화

34.9
0.0

10.0

20.0

3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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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

․

P

3:

․

E

․

N

문

․

D

․

I

․

X

․ 3

자문 의 결과

1.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2009.4.29)

2. 토지정책 연찬회 회의록(2009.7.16)

3. 토지정책포럼 회의록(2008.8.28)

부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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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
1) 회의 개요
회의명 :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토지시장 관리방안 자문회의
일 시 : 2009년 4월 29일 수요일 16:00~18:00
장 소 : 국토연구원 9층 회의실
참석자 : 총 10인
- 정 부 : 정우진 서기관(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 학 계 : 박재룡 수석연구원(삼성경제연구원), 박정훈 교수(경희대), 변창흠
교수(세종대), 유선종 교수(건국대),
- 연구원 : 정희남 토지전략센터장, 천현숙 연구위원, 최수 연구위원, 김승종
책임연구원, 손학기 책임연구원

2) 토론 요지

박재룡 수석연구원
규제완화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함. 단순히 비도시용지를 도시용지로 전환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 3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첫째 비도시의 도시지역화, 둘째 용적률과
건폐율의 상향조정, 셋째 농지․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있을 것임. 본 연구는 세 번째 정의인 토지이용 행위규제 완화
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함
세 번째 정의를 따른다면, 행위제한 완화가 곧 도시용지 공급확대라고 단정
할 수 있는지?
- 그린벨트 등의 해제는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염두에 두고 취하는 조치로 이
해함
도시용지 공급확대는 사실 지역문제인데, 조세문제도 이 연구에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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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연구의 주된 범위는 아니지만 조세부문도 연구에 일부 포함될 것임
규제완화가 일어나면 해당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할 것임. 단기
적으로 외부효과에 의해 기대심리를 부추기기 때문임.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토지의 수급 상 균형을 이룰 있어 지가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부정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아야
함. 즉, 토지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투
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목적은 규제완화로 예상되는 문제를 확인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
하는데 있음
-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방법에는 새로운 도시용지 창출뿐 아니라 기존 시가
지의 도시용지 밀도를 제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현재 기후변
화 대응과제로 산림 및 녹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
벨트 등을 해제하여 도시외형을 확대하는 방법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을 수 있을 것임

변창흠 교수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용도전환이 주된 접근방법이 될텐데 본 연
구가 용도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관리하는 대안을 연구하는 것
인지, 인위적으로 수요를 유발해서라도 2020년까지 목표한 도시용지 공급
량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늘어나는 수
도권의 토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방안을 연구하는지 궁금함
- 또한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하여 도시용지를 늘려가고 있는데
총량적으로 필요한 용지의 양을 추산해서 완화해 가고 있는지, 지난 정부
의 계획을 단순히 하나하나 실현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의 민원
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여 용지를 공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음
따라서 현재의 도시용지 소요량과 개발가능량을 다시 계산해 보면 어떨지?
부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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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개발지의 총면적을 계산해보면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알 수 있을 것임.
이때 총 활용가능 면적의 산정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외형적인 도시면적을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 시가지의 고밀도 개발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임. 압축성장 및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도시용지에 대
한 추가적인 소요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함.
- 평면적이 아닌 연면적을 기준으로 즉, 조례 등에서 정한 허용 용적률과 건
폐율을 이용하여 공급할 수 있는 총 연면적을 산정해 보면 많은 도시공간
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임.
- 이렇게 추산된 총량을 가지고 기존개발지와 신개발지에 적용하여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고르고, 적정 공급량을 구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임
미분양이 발생해도 토지가격은 하락하지 않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토지가격은 계속 폭등할 것임
- 지가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가격의 책정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보상법을 개정해서라도 보상액 산정시기를 현재의 기준보다 앞당겨서 적
용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규제완화를 하는 순간 자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므로 본 연구는
현 제도에서 토지시장 관리방안은 효용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후 규제
완화 이후의 시장관리방안은 보상문제 해결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지

유선종 교수
토지규제를 완화하지 않아도 건축연면적 등 밀도를 높이면 이용가능한 용
지가 확보됨. 따라서 우선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건폐
율을 기준으로 공급가능한 연면적을 추산해 보아야 할 것임.
실증분석 시에 권역별로 사례조사를 실시하면 현행 용적률, 건폐율 허용 범
위 내에서 용도별, 지역별 공급가능 면적을 추산 할 수 있을 것임
- 이 후에 권역을 나누고 권역별로 규제완화가 필요한 지를 따져 등급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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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차근차근 완화하는 것이 어떨지. 즉, 권역별로, 등급별로 나누어 규제완
화 필요성을 파악한다면 단기적, 장기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의 경우 용지가 과잉 공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우선은 로드
맵을 구성해야 할 것임. 즉, 해당지역의 수요와 공급량을 추정하고 공급량
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상업용부동산이나 주택처럼 토지도 비용을 적산할 필요가 있음. 규제완화
로 인한 파급효과를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input하고 생산지
수 등의 파급효과를 output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볼
수 있기 바람
- 보상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격의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박정훈 교수
규제의 완화와 강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현 정부의 규제완화는 미
국경제위기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편인가? 부동산 규제완화를 시
장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회의적임
- 일본의 경우 1969년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개발위주의 부동산정책을 포
기하였는데, 개발 붐이 부의 형평성 문제를 낳았기 때문임. 우리나라는 아
직도 부동산문제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용적률 등의 규제완화 시 수요에 따른 무조건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개별
적인 검토를 통해 완화여부를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 예를 들어 한강 주변의 고밀도 개발은 조망권 등이 침해가 이루어지고, 농
지는 식량자급이 안보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 각국의 추세
임으로 규제완화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야 할 것임
- 현실적으로 밀도를 높여서 도시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밀도를
높이면 조망권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므로, 도시용지 예정토지를 보다 세분
화된 기준으로 선택하여야 할 것임
부록3

353

규제완화로 인해 불로소득이 생기면 그 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당연함
- 따라서 규제완화에 대응한 부동산시장 관리방안의 가장 좋은 방법은 세제
의 정비임.
- 우선은 조세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함. 개발부담금의 용어만 보아도
이것은 불로소득에 대응한 조세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용어는 부담금임.
개발이익환수세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옳음. 바른 용어를 선택한 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갖춘 조세제도 정비가 필요함
투기는 국지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임
- 미국의 경우 규제완화를 하는 즉시 당해지역에 스팟조닝(spot zoing)을 지
정하고, 발생한 개발이익에 과세를 바로 부과함. 이러한 스팟조닝제도가
각 주마다 15-20개에 이름. 우리도 이러한 스팟조닝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지적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함
보상제도의 경우 투기방지를 위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보상지역
의 경우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투기자이기 때문에 보상의 형평성은 문제되
지 않을 것임
일본의 경우 적정 주택공급률이 120%이라는 연구보고가 있음. 서울시의 주
택공급률은 87%이고, 수도권은 94%에 불과함. 우리나라는 국민임대주택을
민간건설사에 맡기는 등 주택의 공공성 개념이 약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시용지 공급확대의 타당성을 주택보급률의 제고에서 찾으면 어떨까?

정우진 서기관
본 회의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규제완화 및 도시용지 공급확대 목표에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020년까지의 공급량 3,000㎢는 나름대로 매년 공급된 량을 감안하여 추정
한 것이며, 규제완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지만 공급확대 목표를 고려할 때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임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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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정책 연찬회 회의록
1) 회의 개요

회의명 : 토지정책의 변천과 향후 과제에 관한 연찬회
일 시 : 2009년 7월 16일 목요일 15:00~17:00
장 소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참석자 : 총 14인
- 전문가 : 김수석 팀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구조연구팀), 류해웅 부원
장(한국부동산연구원), 박병원 전 경제수석비서관(청와대), 이태
일 고문(한국토지공사), 정태용 교수(아주대)
- 연구원 : 박양호 원장, 김영표 부원장, 손경환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장, 정희남 토지전략센터장, 최수 연구위원, 김승종 책임연구원,
손학기 책임연구원, 김선지 연구원, 강미영 연구원

2) 토론 요지

박양호 원장
오늘의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10월경 국토이용관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정태용 교수

아직도 토지를 국가측면에서 관리․규제하려는 시각이 바탕에 깔려 있음.
국민 개인에게 있어서 토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 후 이를 반영하
는 토지정책이 필요함

토지비축․도시용지 개발의 경쟁체제 강화방안이 녹색성장과 어떻게 조화
를 이룰지 궁금하며 내가 보기에는 거의 무관한 주제가 아닌가 보임
부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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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해웅 부원장
녹색국토의 실현과 제2의 토지이용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주도
의 토지개념에서 탈피하여 토지정책의 지방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측면에
서 발표내용에 공감함. 이를 위해서는 소유제도, 특히 농지소유제도의 전환
이 필요하고 헌법 개정이 요구됨
- 1993년부터 농지소유상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소유상한제 폐지 및 도시인도 농지 300평까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농지법의 예외적인 규정으로 헌법과 농지법에는 여전히
경자유전의 원칙이 존재함
- 현재의 토지시장은 농지소유의 주체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투기적 소
유가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제도, 특히 농지소유제도의 개편이 이루어
져야만 토지이용제도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제도는 1934년 이래 일본의 도시계획법을 모방하여 용
도지역제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농지와 산지는 도시계획법 적
용을 받지 않고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고 있음
- 또한 1990년대에 독일식의 지구단위계획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합적이면서
독창적이지 않은 토지이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지․산지의 구분보
다 토지이용제도의 근본부터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용도지역지구제에서 토지이용관리에 초점을 둔 절충형 계획허가제도를 도
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문제는 기득권과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
문에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이태일 고문
그 동안 정책 자체가 복잡해졌으므로 향후 10~20년 안에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강조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토지정책의 집중적 검토가 필요함
- 1950~60년대에는 소유권의 분배가 중요한 정책 Agenda였고, 1970 년대에
는 토지이용 촉진이 주된 정책목표였으며, 1980~90 년대에는 개발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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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의 통제․규제가 정책의 역점분야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정책의
초점이 불분명해지면서 토지정책이 정책으로서의 입지가 모호해졌음
- 최근의 토지정책은 대책의 성격이 강하여 정책으로서의 일관성을 상실하
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정책효과가 반감하고 있음
토지정책의 정체성(identity)과 가치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적으로 시행해야할 토지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토지정책의
핵심인 계획제도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함
- 인구 감소, 고령화, 2인 1가구 증가 등 현재의 상황에서 토지공급제도를 검
토하여 광역적이고 체계화된 계획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공
급확대만이 해결방안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개발- 개발 체제를 더욱

강조하는 계획 패러다임의 전환을 공고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임

김수석 팀장
‘사유화시장, 도시화시장, 상품화시장’ 등의 ‘시장’이란 용어가 생소하므로
대신 시장이란 용어 대신에 ‘구조’ 또는 ‘실태’로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보전농지와 개발농지 구분의 기본전제는 보전지역의 지가손실에 대한 적절
한 보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지역은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 국한되어 농

지․산지 등에 대한 이용계획제도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농지․산지에
서도 토지이용계획이 준수될 수 있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는 토지 사유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쉽게 매몰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토지정책을 실시하기가 어려움
- 따라서 국유지 비율을 높이거나 소유권 개념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정책
적 요소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예: 영국의 개발권 매입 등)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용지 공급확대는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토지를 매개로
한 투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용도지역지구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
하고 있음을 의미함 (예: 자유로운 농지전용 등)
부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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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개별토지 소유자의 투기욕구를 약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미미하고 토
지이용의 체계적 관리 장치가 미흡함
- 독일의 경우 거주공간과 자유공간으로 구분하여 자유공간에는 건축이 불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농가, 경작목적, 문화․경관 목적 등의 경우에는 제한
적으로 건축이 가능함
- 스위스도 건축가능지역(전 국토의 5.6%)과 건축불가능지역(경작지역)으로
구분하여 국토를 관리하며, 건축가능지역의 평균지가는 불가능지역의 40
배 정도임. 현재 건축가능지역의 3/4는 건축되어있고 1/4 은 유보지역으로
남아있음. 건축가능총량제 개념을 도입하여 건축불가능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유보지역의 건축가능 면적을 축소함
- 우리도 토지이용총량제 등을 도입하여 지가차이에 대한 손실보상이 정확
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농지은행에서 현재 시행중인 사업은 농지임대수탁사업과 농가경영회생지
원사업이 있으며, 계획 중인 사업은 농지매입비축사업과 역모기지사업(농
가연금)이 있음
- 농지임대수탁사업 : 부재지주가 자경하지 않고 임대하면 불법이지만 농지
은행에 토지를 맡기면 토지 임대가 가능
-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 부채를 가진 농가가 토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고
그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함. 추후 환매가능
프랑스는 농지은행에서 토지은행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나
라는 농지은행과 토지은행 이원적인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 농지은
행의 농지비축사업은 토지은행과 서로 연계될 수 있을 것임

김영표 부원장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토지정책의 50년 계획목표로 삼고 꾸준히 준
비해 가야함
우선은 국토를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이상적인 제도 및 틀을 상정하고,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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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기존의 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상당기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함
- 해결방안 : 시장의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 토지이용제도 자체에 시간적
개념을 부여해야 함 (예: 매년 일정비율씩 용적률을 강화하는 방안 등)
- 용적률거래제 도입은 이점이 많으며 용적률거래제를 통하여 국가가 가져
야 할 토지의 가치 및 배분 비율(예: 토지비축량) 측정이 가능해짐
기본적인 ‘토지가치’에 대하여 국민의 합의가 선결되어야 하며, 인구 5천
명~2만 명 규모의 소규모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박병원 전 경제수석비서관
보고서의 내용이 광범위함. 토지정책 변화의 이론적 고찰과 계량적 분석을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현재의 시장현황과 변화 → 정책대응 → 효과’
의 계량분석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면 함
명목GDP 대비 지가의 비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지가가 안정기조에 진입하
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지가안정을 위해 토지공급 확대가 계속
필요함
토지공급 확대가 지가안정에 필요한 수단이라는 인식 및 공감대가 다소 부
족하다고 생각함
- 지가상승의 폐해를 강조하고 토지시장 안정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함. 문제의식의 강력한 표현이 요구됨
기존의 투기억제로 편향된 정책으로는 지가안정에 효과가 없으므로 공급확
대를 통해 근본적인 지가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투기억제로 인한 지가변동과 공급확대로 인한 지가변동을 서로 비교하여
공급확대로 인한 지가안정 효과가 더 실효성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토지공급이 늘어난다면 지역 간 경쟁을 통하
여 지가안정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연도별 지가변동 추이와 함께 연도별 토지공급량 및 산지․농지 전용허가
량 등도 함께 제시하는 시계열분석이 필요함. 토지공급과 지가변동 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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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현 시점에서 규제완화를 서두르는 것은 위험함. 공급확대까지는 많은 시간
이 소요되므로 공공부분의 공급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
져야 함
- 즉

규제완화- 개발보다

공급확대- 규제완화로 패러다임을 전화할

필요가 있음(예: 그린벨트를 지금 해제할 것이 아니라 판교지구, 거여지구
의 입주가 완료될 때 강남구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급하는 등)

360

3. 토지정책포럼 자문회의
1) 회의 개요

회의명 : 제1차 토지정책포럼
일 시 : 2009년 10월 29일 목요일 15:00~17:00
장 소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참석자 : 총 22인
- 사 회 : 이태일 박사(전 국토도시연구원장)
- 전문가 : 곽창석 대표(나비에셋), 김덕례 박사(주택산업연구원), 김두환 책
임연구원(LH연구원), 김성배 교수(숭실대 행정학과), 김용희 교
수(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김행종 교수(세명대 부동산학과),
배효동 교수(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상학 실장(LH 연
구원), 양은렬 대표(YEL 부동산연구소), 윤정란 책임연구원(LH 연
구원)
- 정 부 : 김동수 과장(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김채규 과장(토지정책과),
이병훈 과장(택지개발과), 이상복 과장(부동산평가과), 신윤근 사
무관(토지정책과)
- 연구원 : 정희남 토지전략센터장, 천현숙 연구위원, 최수 연구위원, 손학기
책임연구원, 김선지 연구원, 강미영 연구원

2) 토론 요지

곽창석 대표 (나비에셋)

1995년 이후 토지거래가 급감하였음에도 2000년 이후 취․등록세가 급증한
것은 2006년 시행한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제의 영향 때문임
부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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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취득비용이 많이 들어 거래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으로
취․등록세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이 증가할수록 민간부문은 위축되기 마련임. 토지보
상으로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
로 대토보상을 늘리고 감보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김덕례 박사 (주택산업연구원)
토지공급의 주된 목적은 주택공급에 있다고 보며, 택지공급의 공공주도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마련을 해주어야 함
- 민간의 택지확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임으로 택
지비 인하문제가 우선 고려되어야 함
본 포럼에 연구자뿐 아니라 실무자가 함께 참여한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임

김두환 책임연구원 (LH 연구원 국토지역연구실)
토지정책 수립 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지가변동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토지정책
을 수립해야 함
- 토지정책을 주택정책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간적 범
위에서 토지정책의 자리매김이 중요함
- 본 포럼에서 계층간 형평성 문제를 다루는 것도 필요하며, 토지은행 관련
개념, 방법, 대상 등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함
김성배 교수 (숭실대 행정학과)
토지공개념제도 도입 시기에는 토지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처럼 세간
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토지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토지정책 중에서 특히 토지이용정책이 중요하다고 봄. 기후변화 문제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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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용 간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지속가능성과 연계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
요함
- 토지이용은 국지적 현상인데 우리는 중앙에서 통제를 함. 따라서 토지정책
의 분권화가 필요함
- 공공이 시장을 조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임. 공공의 역할은 시
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즉 공급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기반시
설 확충을 위해 토지를 마련해야 함
토지시장 자체로만 봐서는 의미가 거의 없고, 상위 생산물(예: 주택 등)에
대한 시장으로 보고, 시장변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토지시장을 파생상품화 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임. 파생상품의 위험을 시스
템적으로 평가하고 통제하는 메커니즘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함

김용희 교수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
요함

- 현재는 취․등록세 등 진입장벽만 너무 높은 반면 보유세 및 재산세는 너
무 낮기 때문에 토지보유 자체가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바뀌어
야 함
공시지가와 실제지가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등 시장을 파악하는 기초데이
터의 사실성이 의심스러움
-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토지은행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을 위해서 공공의 토지보유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김행종 교수 (세명대 부동산학과)
무엇보다도 토지관 또는 의식이 중요함. 우리나라는 전후 60여년 만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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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토지에 관한 의식은 아직 선진화에 미치지 못함으
로 토지를 보는 시각을 다시 생각해봐야 함
- 국민, 공무원, 부동산 및 토지 관련자, 학생 등이 토지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토지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전문직종을 신설하는 것
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자격증 취득자만 종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음
토지정보정책 측면에서 데이터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
한 문제를 포럼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함

배효동 교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국내 토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수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함
- 이스라엘은 좁은 국토에 대부분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외국에서의 토지
확보를 계획 중임

박상학 실장 (LH 연구원 국토지역연구실)
지가변동률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자료임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표준
지가를 활용하는 등 지가통계 작성과 관련하여 보완을 해야한다고 생각함
정부 부처별 토지정책 기조를 진단해 볼 필요도 있음. 현 정부에서는 녹색
성장이 화두인데, 이를 택지개발 및 신도시 개발과 연관지어 어떻게 원활한
공급을 이룰 것인지 고민해봐야 함. 민간-공공부문의 진단도 필요하다고 봄
토지정책포럼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장소, 행정지원 등 시스템 구축이
필수임

양은렬 대표 (YEL 부동산연구소)
토지정책포럼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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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이라고 하니 공공성이 강화된 느낌이 들어서 토지포럼으로 명칭
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있음
- 본 포럼은 공공성을 배제하고 실효성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되도록 현실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으면 함
공공의 토지은행만 언급하고 있는데, 민간의 토지은행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윤정란 책임연구원 (LH 연구원 국토지역연구실)
택지개발 주체가 공공→민간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구체적인 참
여 방법이 없고, 공공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아직은 모름.
- 민간으로 택지개발이 넘어가더라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비축은 공공의
역할일 것임. 민간참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토지정책포럼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 제안이 정책
에 도움이 되고 방향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손학기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토지의 재창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을
토지와 연관시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김채규 과장(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그동안 국민과 정부, 정부와 전문가,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 의사소통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하며, 특히 관련 전문가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참여하길
부탁함
토지정책과 토지제도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각 제도별 현황과 문제를 점검
하고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함

정희남 토지전략센터(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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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감 있는 아이디어의 제시를 기대하며, 본 포럼이 대화의 장이 될 수 있
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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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회의 보고자료(2008.8.28)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회의 보고자료(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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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회의 보고자료(2008.8.28)
: <새정부 6개월 국토관리 분야 규제개혁 추진현황>

Ⅰ. 6개월 규제개 의 기
목 표 : 기업하기 좋고 살기 편한 국토관리
추진전략 :
( 방위) 국토관리와 관련된 도시농지산지군사환경교통물류 등 전 분
야에 걸쳐
(수요자 입장) 기업과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재검
토하여 개선

중점 추진과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직되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
획일적으로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부담금 감면 확대 등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국토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간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다단계의 경직된 절차이행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행
정절차 간소화
공급자 위주의 제도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생활불편 해소를 위
한 제도개선

Ⅱ. 주요 규제개
1.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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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불합리한 공장입지 제한규정 폐지

(개선내용)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법령 위임없이 개별공

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필요한 내용은 상위법령(｢수도법｣
등)에 규정
* 입지제한 규정 : 수변구역, 조수보호구,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취수장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농
업용저수지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지역 등
(기대효과) 법령상 위임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국가정책의 신
뢰성 제고
(추진현황)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08.9 월 예정)
항만구역내 공장입지 허용 추진
(개선내용) 항만구역내 제조를 위한 시설의 설치 허용

- 항만구역내 입지가능한 “항만지원시설” 에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 뿐 만 아니라 제조시설도 포함
(기대효과)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 촉진
(추진현황) 항만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반환공여구역 주변 개발 활성화
(개선내용)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공장신설 허용업종* (62 개 → 119개) 및
개발가능 사업**(9개 → 13개) 확대 추진

* 경기북부지역 주력 산업인 낙농제품 제조업 및 ｢산업집적법｣에서 정한
첨단업종 등 57개 업종 추가

**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대상에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학교의 이
전․증설, 공원녹지 조성, 하수도 설치사업 추가

(기대효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역경제 회생기반 조성
(추진현황) 공여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완료(’08.6.5)
부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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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업종 등 허용업종 확대는 추진 중

체육시설(골프장)·유원지(관광단지) 입지규제 완화
(개선내용)
체육시설 및 유원지 개발사업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생산․보전관리지역에도 입지 가능(도시계획시설규칙 개
정안 법제처 심사중)

시․도별 임야면적 대비 골프장 면적비율 5% 초과금지 및 사업계획지내 산

림․수림지 확보율 40% 이상 규정 폐지(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
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 ’08.6 월)

수질기준 Ia등급* 하천 상류방향 유하거리 20 킬로미터 이내 지역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금지 규정 폐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1이하로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
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
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 등급
(기대효과) 골프장 등 체육시설 입지를 원활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 투자환경 조성

농업진흥지역 대체지 지정제도 폐지
(문제점)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용지로 사용할 경우 대체지 지정*을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대체농지 확보 곤란
*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
응하는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농지법시행령 제33조제2 항)
(개선내용) 농업진흥지역 개발시, 대체지 지정제도 폐지
(기대효과) 농어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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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농지법시행령 개정완료(’08.6.5.)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문제점) 산지의 지역별 분포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산지전용 허가
기준은 합리적인 산지이용을 제약
< 산지전용 허가기준>
- 보전산지 편입비율 : 사업지 면적의 50% (최대 75%)
- 표고제한 : 100분의 50 (표고 100m 이하는 제외)
- 연접개발제한 : 산지전용허가는 500미터 이내 기 허가지와 합산하여 3ha 이상 초과 금지

(개선내용)
지역여건 및 산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완화 (50～75% →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

* 보전산지 비율이 높은 경우 최대 97% 까지 편입가능
해당 시군구의 산림율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는 해발 300m 미
만까지 표고제한 폐지
연접합산 개발제한의 기준거리 축소(500m → 250m) 및 연접 분리요건 완화
(20미터 이상의 지형지물 → 지형지물)

- 공장 증․개축,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자기소유의 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연접개발 제한 예외 인정

(기대효과) 지역실정에 맞는 산지의 효율적 이용 가능
(추진현황)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08.7 월)

공장·창고의 건폐율 완화
(개선내용) 講산업단지* 건폐율을 상향조정(70% →80%)하고, 기반시설 지원
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講산업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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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이
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지정하는 산업단지
- 자연녹지내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이 증축을 하고자하는 경우 건폐율을 상
향조정(20% →40%)하고, 농공단지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도 상향조정
(60% →70%)
(기대효과) 산업 집적화 및 기업의 투자촉진 유도
(추진현황) 국토계획법 국회제출(7.14) 및 동법 시행령 법제처 심사 중, 산업
입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8.7)

국유림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개선내용)
국유림 요존 및 불요존 구분 기준을 유연화하여 개발 적지로 판단된 국유림
은 재산구분에 상관없이 활용
국유림활용지 30% 확대 : (‘06) 42천ha → ('12) 55천ha
- 요존 국유림* 사용허가 용도를 국가 또는 지자체의 공공사업 중심에서 공
공단체 사업 등으로 확대

* 행정․보전재산인 요존 국유림(94%)은 공공사업, 산림사업, 농림사업
등으로 사용용도 제한(사용허가 받아야 활용가능)

개발사업에 편입 가능한 요존 국유림 편입비율․면적 확대
- 일반사업 : (현행) 20% 미만, 10ha미만 → (개선) 40% 미만, 20ha미만
- 개촉지구 : (현행) 30% 미만, 30ha미만 → (개선) 40% 미만, 50ha미만

국유림의 확대 등 산림시책 추진을 위해서만 허용하던 국유림과 공․사유

림간 교환제도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하여 토지자원의
효율성 제고

(기대효과) 요존 국유림에서 수목장림, 산림기반 관광․레저사업이 가능해

지고
- 외국법인, 산림 관련 국제기구도 사용주체로 추가되어 생물자원 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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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해외직접투자 유치 가능
(추진현황) 국유림관리법 시행령 개정(’08.8월)

2.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개선
(문제점) 기반시설부담금제도(’06.7 월 도입)가 전국에 획일적 부과, 높은 부
담수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폐지(’08.3월)
(개선내용)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하여 기
반시설부담금 구역제 도입

* 의무지정지역 : 법령 제․개정 및 용도지역 변경․해제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인구증가율․개발행위허가를 고려 필요한 지역

- 임의지정지역 :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기대효과)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편익 원칙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확보
(추진현황) 국토계획법 개정완료(’08.3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선
(개선내용) 대형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2개월 → 1년)
* 부과대상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주
택재개발․재건축사업, 주상복합건축사업(20세대 이상) 등

** 사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 부과, 부과 후 60일이내 납부
(기대효과) 대형 개발사업의 사업 초기부담을 완화
(추진현황)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 국회제출(’08.7월)

관광단지 및 물류단지 개발부담금 완화
부록4

373

(개선내용) 관광단지, 물류단지 개발부담금을 산업단지 수준(수도권외의 지
역에서 면제)으로 감면

(기대효과) 관광․물류단지 개발 사업비용 부담 경감
(추진현황)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입법예고(’08.8월)
물류시설 산업단지 입주비용 합리화

(개선내용) 물류시설도 제조시설과 동일한 비용(조성원가)을 부담하고 산업
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물류비 절감 및 산업단지내 물류여건 개선
* 현재 물류시설의 부지공급가격은 공장에 비해 1.5배～2 배 수준
* 대전산단 : 산업시설용지 3.3∾당 40-50 만원, 지원용지 100만원
(추진현황) 산업입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8.7)

종합 물류기업 인증기준 완화
(문제점) 제3자 물류비율(제3자 물류매출액 / 총매출액) 30% 이상의 종합 물
류기업 인증기준은 제3자 물류매출액이 상당함에도 총매출액이 큰 기업에
는 불리하게 작용
- 제3자 물류 매출액 1,000억, 매출액 대비 35% 인 경우 → 인증
제3자 물류 매출액 5,000억, 매출액 대시 25% 인 경우 → 탈락
(개선내용) 제3자 물류 매출액이 일정규모(3,000억원) 이상인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종합 물류기업으로 인정
(기대효과)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제3자 물류 활성화
(추진현황) 종합물류기업인증규칙 개정완료(’08.8.7)
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및 면허체계 개편
(개선내용)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인 항공기의 좌석수(80인승 이하) 및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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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5.7 톤 이하) 등을 폐지

항공운송업 면허체계를 정기․부정기에서 국내국제 및 소형으로 개편

(’08.8월 방침결정)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체계 개편방안
<개선안>

<현행>

국내
(면허제)

정기
(면허제)
사업면허

사업면허
부정기
(등록제)

국제
(면허제)

소형
(등록제)

(기대효과) 항공운송시장 진입장벽 완화 등으로 대내외 경쟁력 강화
(추진현황)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완료(’08.5.8)
공항 사용료 감면 확대
(개선내용)
(인천공항)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착륙료 등 각종 사용료를 ’08년부
터 3년간 최대 21% 감면
* 3년간 대한항공은 433억원, 아시아나항공은 301억원 절감 효과
(지방공항) 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10% 감면(약 25 억원/년)
(기대효과) 항공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기업인 대상 공항 우대서비스 제공
(개선내용) 고용 및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인을 선정하여 CIP라운지, 외교관
통로 이용 등 출입국 우대서비스 제공
(기대효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들의 사기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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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시간 단축 : 20 ～ 30분

2 ～ 3분

(추진현황) 우수 기업인 1,316명을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
* 1차로 410 명을 선정(’08.3.31)하고, 2 차로 906명 추가 선정(’08. 6.30)
공장설립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완화
(개선내용) 단일 공장의 설립을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로(구역면적의 10 ～20% → 5～10% 이상) 및 녹지(20% 이상→15% 이상)의
의무확보 비율 완화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계획적 개발,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건폐율 또는 용적율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기대효과) 단일 시설물에 불필요한 시설 설치를 방지
(추진현황)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완료(’08.4.2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도 폐지
(현황) 사업시행으로 환경기준 준수가 곤란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협의기
준을 부여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부담금(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개선내용) 협의기준 미준수에 따른 초과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협의기준
을 협의내용으로 관리
(기대효과) 초과부담금 폐지로 인한 행정업무 간소화 및 사업자의 부담 완화
(추진현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8.6월)
도선사 수역 이용료 폐지
(문제점) 수역시설을 이용하는 도선선과 도선대상 선박이 각각 항만시설 사
용료(정박료, 선박 입출항료)를 납부
(개선내용) 도선사 수역 이용료 폐지
(기대효과) 수역이용료의 이중과세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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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수역이용료 = 도선료의 1.5% (’06년 6억원)
(추진현황) 도선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3. 토지이용 관리권한의 지방이양․위임 확대
국토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폐지

(개선내용)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국토부 장관의 승인권한
폐지

道 관할내 시․군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은 도지사에게 기이양 (’05.3월)

(기대효과) 도시기본계획 수립기간 1 ～2 년 단축 가능
(추진현황) 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제출(’08.7.14)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지방이양

(주요내용) “5㎢ 이상의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

역 지정 및 변경” 등 국토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지방이양 확대
<국토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대상>
현행

개선

1.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1.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입안한 경우
이 입안한 경우
2. 5㎢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관리․농림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용도지역 지
3.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정 및 변경
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3. 녹지지역을 50만∾이상의 주거․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
* 다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경은 ’08.7.28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권한사항(’07.7.27 수산업법 개정)
6.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7. 5㎢이상에 해당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

(기대효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 가능
(추진현황) 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제출(’08.7.14)

부록4

377

도내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권한 지방이양

(개선내용) 동일 道내 2 이상의 시․군에 걸친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
시계획* 승인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
* 광역도시계획 : 2 이상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공간구조를 상호연계하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계획
(기대효과) 계획 수립기간 약 6개월 단축 가능
(추진현황) 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제출(’08.7.1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업무 지방이양
(개선내용) 330만∾ 미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
(330만∾이상은 국토부장관 승인 필요)
(기대효과) 자치단체별 계획적 택지 개발 유도
(추진현황)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지방이양 방침확정 (지방이양위원회,
’08.5.1)
국토부의 산업입지공급계획 승인권한 폐지

(개선내용)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대한 국토부장관
의 승인절차 폐지
* 산업입지의 공급정책, 공급규모 및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
(기대효과) 자치단체별 계획적 산업단지 개발 유도
(추진현황) 산업입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8.7)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 확대

(개선내용)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의 농수산식품부장관의 농지

전용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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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농지 20만∾ 초과시 농수산식품부장관이 농지전용 허가
(기대효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추진현황) 농지법 시행령 개정완료 (’08.6.5)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장관 승인절차 생략 확대
(개선내용) 농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된 택지산업 단지 안에
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별도 승인절
차 생략

(기대효과) 택지․산업단지 사업추진 기간 단축, 비용부담 완화
(추진현황) 농지법 시행령 개정완료 (’08.6.5)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권한 이양 확대
(개선내용)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내 산지전용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토석채취허가 권한 위임 확대
<토석재취허가 권한위임 현황>
시도지사
․

시장군수
․

현행

개선

7 ～ 10ha 미만

10 ～ 20ha 미만

7ha 미만

10ha 미만

보전산지 지정사유가 해소된 산지의 보전산지 해제여부 심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
(기대효과) 신속한 사업추진 등 산지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추진현황)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완료(’08.7월)

오지종합개발 사업계획 승인권 지자체 위임
(개선내용) 오지종합개발 사업계획 승인권 지자체 위임
부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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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계획을 수립
(추진현황) 농어촌정비법 개정완료 (’08.3월)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으로 추진되다가, 정부업무 이관

(행안부→농식품부, ’07.4월)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반영하여 추진 중

4. 토지이용 절차 간소화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개선내용)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을 전국단위에서 도시교통정비구역 또
는 교통권역으로 한정하고,

- 개발사업은 승인기관에서 교통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심의하고, 건
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와 통합심의
(기대효과) 교통영향평가 기간 축소, 비용부담 완화
* 제도개선으로 심의기간 축소 : 약 250일 → 약 120일

(추진현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규칙 규제심사(’08.8 월)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축소

(개선내용) 1만∾ 미만 행정계획, 주거․상업․공업지역의 3만∾미만 도시
계획시설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등 소규모 행정계획의 사전환경성검토 면제
- 초지조성사업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축소(5천∾이상 → 3만∾이상)

(기대효과)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합리화로 계획 수립권자․사업자의 검토

서 작성 및 검토기간 부담 완화
(추진현황)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08.8월)

골프장의 사전환경성검토 중점검토 대상 완화
(현황) 골프장 사업부지 중 경사도 20°이상 지역의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 중점검토 대상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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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내용) 중점검토 대상기준 ‘경사도 20°․면적 50%’ → ‘경사도 25° ․면
적 40%’로 완화
(기대효과) 서비스 수지 개선 등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현황) 골프장 중점 사전환경성검토 규정 개정완료 (’08.6.13)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제 도입

(개선내용) 단순․반복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에 대하여
간이평가절차 도입

* (일반절차) 스코핑→초안작성→의견수렴→평가서 작성․협의→사후관리
(간이절차) 스코핑→간이평가서 작성․협의 및 의견수렴→사후관리

(기대효과) 본안 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 생략으로 평가기간(최소 3개월
이상)단축 및 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현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8.6월)

환경영향평가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절차 개선
(문제점)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환경영
향저감방안을 작성토록하여 사업자 부담가중 및 사업추진 지연 발생
(개선내용)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시 영향저감방안 작성 및 승인기관 검토
생략
(기대효과) 변경협의 절차 간소화로 변경협의기간 단축(약2 ～3 개월) 및 사
업자 부담 완화

(추진현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8.6월)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선내용)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물류단지계획으로 통합하여

개발 절차 간소화*

부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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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개발계획 수립→협의․심의후 승인→실시계획 수립→협의․심의
후 승인
(개선) 단지계획 수립→통합심의 후 승인

(기대효과) 물류단지 인․허가기간 단축(2～4년 → 6 개월)
(추진현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08.6.5)

농지전용 허가·신고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 폐지
(개선내용) 농지전용 허가신고 확인 등을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
관리위원회를 폐지
(기대효과)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용허가 기간 단축
(추진현황)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08.7월)

5.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한계농지 소유제한 폐지
(문제점) 한계농지는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 목
적으로만 소유 또는 거래토록 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 및 토지이용의 효율
성을 제고하지 못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 및 농업법인만이 농지 소유 가

능(농지법 제6조)
(제도개선)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소유가 가능토록 개선
(기대효과) 농지이용에 대한 효율성 제고
(추진현황)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08.7월)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개선내용)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내 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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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처리시설의 면적 확대 (3천∾ → 1 만∾)
- 농업보호구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설치하는 농기계 보관시설 설치 허용
(기대효과) 농업인의 편의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
(추진현황) 농지법 시행령 개정 완료(’08.6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개선내용)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 민간인통제선 북상 조정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
10km 이내로)
군사분계선 →

통제보호구역(10km이내)

통제보호구역(15km이내)
25km

민간인통제선 →
제한보호구역(10km이내)

제한보호구역(15km이내)

군사분계선 인접 이외지역 (군사분계선이남 25km 초과지역)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보호거리 축소

․ 통제보호구역 : 500m → 300m, 제한보호구역 : 1km → 500m이내
500m

기지 / 시 설

1km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300m

기지 / 시설

500m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통제․제한 보호구역내 건축행위 규제완화
- 통제보호구역내 : 건축물 신축, 증축 금지 → 주택 신축을 제외한 모든 건축
행위 협의 조건부 허용
- 제한보호구역내 건축행위 허용범위 확대

․건축법상 신고대상(소규모 건축행위, 용도변경 등) 군 협의 제외

․탄약고 주변 주택 증개축만 허용→200∾ 및 9m이하의 신축재축허용
부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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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에 따른 가용토지 확대 및 해당 토지 소
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완화

(추진현황)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규칙 제정(’08.9월예정)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
(개선내용)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 확대 ('08.5.20.시행)
종

전

개

아침 06:00～09:00 20%

선

05:00～07:00 (50%, 2.5톤미만 화물차 등 4종류)
05:00～09:00 (20%, 승용차, 승합차, 일반화물차)

저녁 18:00～22:00 20%

18:00～22:00 (20%, 승용차, 승합차, 일반화물차)
20:00～22:00 (50%, 2.5톤미만 화물차 등 4종류)

일반열차 최저운임 인하 ('08.6.1 시행)
현 행

․새마을호 : 7,500원(80∻)
․무궁화호 : 3,200원(50∻)

개

선

4,700 원(50∻)

2,800 원

2,500 원(40∻)

700 원

경부고속도로 오산IC ～한남대교 남단 구간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 확대
(’08.7.1)
(기대효과) 서민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증대

ↁ.

규제개

방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토관리체계의 단순․유연․지방화를 추진, 4만불 품
격에 맞는 국토환경 조성 (국경위 보고, ’08.10월)

(통합․단순화) 유사 중첩된 국토관리계획 체계를 통합․단순화하여 불필

요한 행정․거래비용 감축

- 유사 중첩된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지구 등을 통합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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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력화) 토지이용 규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
한 탄력적 국토 관리체계 구성
- 우량한 농지 및 산지 등 보전할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행위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분권․지방화) 도시계획 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 원활화
- 지자체의 토지관리 능력을 고려하여 권한이양 점진적 확대

‘경제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지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토관리 분야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기 추진된 규제개혁 과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 규제개혁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규제개혁
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 병행

부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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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회의 보고자료(2008.10.30)
: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Ⅰ.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농산지의 비중은 높은(85.9%) 반면, 도시적 토
지이용비율은 낮은 수준
* 도시용지 비율 : 한국 6.4%(‘07), 일본 8.3%(’04), 영국 14.4%(’05)
그 결과, 주변 국가들에 비해 과도한 지대부담으로 국내기업들의 해외이전,
외국기업들의 국내진입 장애 등 경쟁력 제약요인으로 작용
* 산업용지 지대(US$/ ∾) : 한국 144.4, 상해 50, 천진 38, 마닐라 50

더욱이 도시･산업적 토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까지 약 3,000
㎢의 추가 소요 전망

도시･산업용 토지수요의 증가추세에 비해 토지이용제도의 경직적 운영으로
원활한 용지 공급에 한계

현행 국토이용구조는 식량자급･국방･환경 등 분야별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수급 불균형 현상 초래
다기화된 토지이용계획, 복잡한 용도지역 구분, 불투명하고 일관성없는 행

위제한 등으로 필요한 토지의 확보･이용에 많은 시간･비용 소요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도입된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내 기업활동 및 주민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여 국가경쟁력 제약요인으로 작용
따라서, 국토개발과 국토보전의 조화,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국토관리체계의 구축과 함께 유연한 토지공급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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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토이용 현

이용

개요

1. 국토이용 현황
‘07 년말 현재, 지목별 국토이용현황은 산지 6.5 만㎢(64.8%), 농지 2.1만㎢

(21.1%), 도시용지 0.6만㎢(6.4%), 하천․기타 0.7 만㎢(7.6%) 순

그동안 산지･농지는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절대적비중을
유지(‘80년 89% →’07년 86%)

도시용지는 주택･공장용지 위주로 지속 증가(‘80년 3.1% →’07년 6.4%)
<’07년말 국토이용 현황>
(단위 : ㎢, %)

국토면적

산지

농지
(목장포함)

계

99,720
(100)

64,638
(64.8)

21,024
(21.1)

6,351
(6.4)

도시용지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하천

기타

2,611
(2.6)

2,831
(2.8)

4,876
(4.8)

674
(0.7)

3,066
(3.1)

향후, 토지수요 전망을 보면(제4 차 국토종합계획), 2020년까지 전국토 면적의
3% 에 해당하는 약 3,000㎢의 도시용지가 추가로 필요
공공용지 2,016㎢(52.3%), 주거용지 1,378㎢(35.8%), 상업용지 276㎢(7.1%),
공업용지 178 ㎢(4.6%) 등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여 토지공급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적절한
보전과 함께, 경제적･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할 필요

농지 2.1만㎢(21.1%) 중 실제 영농에 활용되는 면적은 1.8만㎢(18%)로서, 나
머지 0.3만㎢(2.8%)는 농지 기능을 사실상 상실
대도시 확산방지를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분은 보전가치가 낮
아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 상실

부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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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이용체계 개요
현행 국토이용체계를 개괄적으로 국토이용계획체계, 용도지역제도, 국토개발체계 및
수도권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

국토 이용계획 체계

공간적 범위에 따라 ｢중앙(국토종합계획) - 광역단체(도종합계획) - 기초단
체(도시계획)｣가 각각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수립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 특히, 기초단체가 수립하는 종합적 공간계획인 도시계획*은 구체적 토지
이용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
* 지자체별로 20 년에 걸쳐 5 년 단위로 도시개발, 기반시설 계획 등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

아울러, 개별법에 의해 주택･교통･관광･환경･농업･산림 등 부문별 국토이

용관련 ｢기본계획(중앙정부) -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종합적 도시계획과 함께 환경, 농업, 산림 등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별도 수립･운영

< 국토 이용계획 체계 >
국토이용에 관한 부문별, 공간범위에 따른 계획체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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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도

국토계획법에서는 전국 토지를 4개 용도지역*(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

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토록 규정

* 토지용도를 일정한 범위의 공간으로 중복되지 않게 구획하고, 지정목적
에 따라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조절하는 제도

- 4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토지이용행위를 규제
* 예시 : 주거지역에서는 공해유발형 공장 등 주거생활에 지장을 주는 시설
의 설치가 제한되고,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을
제한

- 관리지역*은 보전･생산･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

* ‘90 년대말 난개발이 집중되었던 준농림･준도시지역을 폐지, 관리지역 신
설(’03)

｢국토계획법｣ 이외에 개발제한구역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서 별도의 목적으로 지역･
지구를 지정･운용

- 총 10개 부처 116 개 법령으로 총 401개 지역･지구를 지정･운용

･ 우량농지 보전 목적의 농업진흥지역(농지법)
･ 임업생산 및 자연보전 등 공익목적의 보전산지(산지관리법)
･ 환경보호 목적의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수변구역(4대강수계법) 등
<전체 용도지역지구
․
현황>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체계>

구분
합계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소관부처

10
10
3
4
16 개 시도

관계법령 지역지구
․
등

116
77*
3
4
32

401
216
48
11
126

* 소관법률 : 국토부 33, 환경부 14, 농림부 8, 문
화부 6, 지경부 6, 행안부 5, 복지부 2, 국방부 1,
교육부 1, 방통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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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체계
대규모 개발사업(택지, 산업단지 등)은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 등 특
별법을 근거로 지구를 지정하여 추진
< 개발사업 관련 법률현황 >
구분

관련법률 및 사업

신개발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법, 경제자유구역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국가균형발전법, 신발전지역법, 지방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균형발전법, 동
서남해안특별법, 접경지역법, 반환공여구역주변 지역법, 오지도서 개발법,
지역특화특구법 등

재개발

지역개발

중규모 개발사업(일정규모* 이상)은 건축물의 배치･기반시설･교통계획 등
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1만∾ 이상, 비도시지역(관리, 농림) 3만∾이상

소규모 개발사업은 별도 계획없이 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시행

- 개발행위허가는 모두 기초지자체에서 관장하나, 농지․산지전용허가는 중
앙과 광역․기초지자체로 나뉘어 있음

< 농지/산지 전용 규모별 허가권 >
허가기관
농지
산지

진흥지역내
진흥지역밖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중앙정부

시･도

시･군

3만∾이상
20만∾이상*
50만∾이상
200만∾이상

3천∾～3만∾
3만∾～20만∾
3만∾～50만∾
50만∾～200만∾

3천∾미만
3만∾미만
3만∾미만
50만∾미만

* 진흥지역밖의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은 전용허가권을 모두 위임(‘08.6.5)

수도권 규제제도
수도권 지역은 국토이용계획체계에 의한 규제와 함께 수도권의 과도한 인

구･산업의 집중을 관리･정비하기 위한 규제가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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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서는 수도권을 3개 권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으로 분류하고, 권역별･시설유형별 입지규제
<수도권 권역도>

<수도권 권역별 현황: 07.12 기준>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행정구역

서울특별시 등
16 개 시

동두천시 등
12개 시, 3개
군

이천시 등
5 개 시, 3개 군

2,042㎢
(17.4%)

5,865㎢
(49.9%)

3,838㎢
(32.7%)

19,345천명
(79.1%)

4,144천명
(16.9%)

982천명 (4.0%)

면 적
(11,745㎢)
인 구
(24,472천명)
지정 취지

과밀화 방지
공장이전촉진

이전기능 수용
한강수계 보호
계획적인
및 녹지 보전
산업관리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서는 수정법에 근거한 권
역별, 토지 용도별 입주가능한 공장 범위를 규정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에 의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입

지하는 시설에 대해 조세 중과
<직접규제의 법체계 및 규제유형>
구분

규제
유형

수정법

산집법

조세법

권역구분 : 과밀억제, 성장관 공장에 대한 입지규제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
리, 자연보전
･권역별
중과
권역별 입지규제
･토지 용도별 (산업단지 /
･공장총량(200∾이상)
공업지역 / 기타지역)
･취득세 3배중과
･개발사업( 택지, 공업용지,관광 ･ 기업규모별 ( 대기업  중 ･등록세 3배중과
소기업) 공장입지 규제
지)
･재산세 5배중과
･대학(신설,이전,증원)
･법인세 감면배제
･대형건축물(판매,업무,복합)
･과밀부담금
･공공청사(1천∾이상) 등

부록4

391

ↁ. 국토이용의 문제
국토 이용계획의 다기화
중앙정부 부처별 행정목적에 따라 다기화된 계획을 수립･운영
- 지자체는 각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다수의 계획을 수립

국토이용에 관한 계획 상호간 불일치･상충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을 제약하는
규제로 작용

현행 국토 이용계획은 각 분야별 소관부처가 중심이 되어 분야별,지역범위
별, 계획의 구체화 수준별 다양한 유형으로 수립･운영

･ 분야별 : 국토일반, 농업, 산림, 환경, 관광, 교통 등
･ 지역범위별 :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계별 계획수립
･ 구체화정도별 :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수립

- 분야별 계획의 수립주체･절차․기준 및 범위 등이 서로 달라, 지자체는 서
로 상충되거나 지역실정에 괴리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사례
*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토지이용 관련 부문별 계획은 최대 30 여개
< 지자체가 수립하는 토지이용관련 기본계획 >

소관

국토부

지자체
도시계획과 교통과
담당부서
법령

국토계획법

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환경부

수도과

환경과

농림부

문관부

농촌지역개발과 문화관광과

도시교통
수도법
하수도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정비법
도시교통정비 수도정비 하수도정비 농어촌생활환경 관광개발
기본계획
기본계획 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작성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지역 도면,
개발물량 등 세부사항까지 포함되어 신축적 토지이용 제약
- 개발 물량을 5년 단위로 배정하여 토지이용 수요에 신축적 대응 곤란
* 도시기본계획은 20년단위로 수립하고 있으나 토지배분은 5 년마다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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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불투명한 용도지역제도
용도지역제도가 복잡･다기하게 설정･운영되어 상호 중첩･상충되는 결과 유발

토지의 개발 가능여부･행위규제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부처간 이견으로 행정절차
지연

｢국토계획법｣ 외에 다양한 법률로 용도지역을 제각각 지정함에 따라 필지
마다 행위규제 내용이 대단히 복잡
- 규제목적이 유사한 용도지역도 부처별 소관법률이 달라 명칭, 지정절차,
규제내용이 서로 상이
수요자가 목적사업에 적합한 토지 물색 애로
* 1개 필지당 평균 4.6개 지정 (남양주･광주시의 경우 7 ～11개 중첩)

(법규 적용의 혼선․불일치 사례) 국토계획법상 인접해 있는 공장의 연면적이 3만∾가
넘으면 입지를 규제하나, 산지관리법은 산지에서만 연접조건을 고려하여 산지와 연접
한 지역에서 3만∾ 이상 공장이 입지해 있어도 산지에 추가로 입지가 가능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05.12)하여 지역･지구의
신설을 억제하고 있으나, 지난 3 년간 28개 지역･지구 신설
< 지난 3년간 신설된 28개의 지역･지구 >
소관부처

환경부
(11)

국토부
(11)

행안부외
3개 부처
(6)

지역･지구명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금강수계법)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금강수계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금강수계법)
건축 허가제한지역( 낙동강수계법)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계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낙동강수계법)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묘지등 설치제한지역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영산강법)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영산강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영산강법)
오염행위 제한지역( 한강수계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법)
절대보전 무인도서
준보전 무인도서
이용가능 무인도서
동서남해안권 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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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토지이용을 저해하는 규제제도
복잡한 각종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의 규모있는 계획적 개발 저해
농지･산지 등 특정 목적의 토지 보전을 위한 경직적 규제
환경보전, 대도시 확산방지, 군사시설보호 등을 위한 과도한
규제･중복 절차 등

난개발 및 계획과 괴리된 토지이용 실상이 광범위하게 발생

(농지) 농업적 활용가치가 낮아 도시･산업용 용지로 활용이 가능한 한계농

지까지 획일적으로 소유･이용을 제한

* 엄격한 소유 제한으로 인해 타인명의도용 등으로 토지취득하는 사례 빈발
(산지) 과도한 보전산지의 지정과 규제중심의 산지보전 정책
- 준보전산지의 전용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산지의 효율적 활용 제약
- 보전산지내 허용행위가 제한적이고, 전용시 대체지정 등 부담 발생
(환경) 과도한 사전적 입지규제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복잡
- 수질보전 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배출규제를 하면서도, 과도한 입지규제
를 병행

* 상수원･수변구역은 배출규제(BOD)와 함께 건축물･토지형질변경 병행규제
- 평가･협의절차 복잡, 보전중심의 협의조건으로 사업기간 장기화 및 비용
증가 등 사업 불편 초래
* 국토계획법상 환경성검토를 통해 개발가능지역으로 협의되었음에도 동 지
역에서 토지개발시 다시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 시간과 비용 중복 소요
(개발제한구역) 대도시확산방지, 환경보호 등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전가
치가 낮은 지역까지 경직적인 규제로 주민불편 초래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 작전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획일적인 구역 설정 및
규제적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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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고 과도한 수도권 규제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수도권 규제정책은 기업과 산업의 투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편
의를 제약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

수도권의 집중억제를 이유로 경직된 규제를 유지함에 따라 국제경쟁력 있
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도약에 어려움
-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에도 수도권 입지를 과도하게 제약하여 연구개발 인
력 등 기업활동의 애로 초래
수도권 규제에 의한 기업의 밀어내기(Push) 정책효과는 수도권 인근지역
일부에 한정, 지방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오히려 수도권 규제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수도권 규제가 기업 해외이전의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37%)
(2006, 노사정특위 ｢수도권공장 신증설 규제효과 연구｣)
* 외투기업 A사의 경우, 기존공장 증설규제(자연보전권역내 1천∾) 등으로 첨단 생산
설비 투자를 위한 공장 증설(160억원)이 곤란하여 중국내 투자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경제침체, 세계 대도시권간의 경쟁우
위 선점 필요성 등의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책전환
･ 일 본 : 공장 등 제한법 폐지(’02년), 공업재배치촉진법 폐지(’06년)
･ 영 국 : 공장건축허가제 및 업무용건물 신축허가제 완전 폐지(’81년)
･ 프랑스 : 과밀부담금 대상에서 공장제외(’82)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가 중첩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일상적 경제활동
이나 지역 발전기반 조성을 지나치게 제약
- 소규모 공장 및 공업용지 조성만이 허용되어, 체계적인 지역 개발이나 지
역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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ↂ. 국토이용

개편방안

비전

효율적인 국토이용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뒷받침

목표

간결하고 투명하게 국토이용체계 정비
여건변화에 유연한 토지공급시스템 구축

추진
전략

정책
과제

도시계획

중앙중심분산적
․

지역중심통합적
․

용도규제

복잡중첩상충
․
․

단순일치투명
․
․

이용절차

번잡한 절차
장기의 소요시간

간소한 절차
신속한 처리

토지공급

분야별 불균형

유연한 토지수급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1.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고,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을 개편

국토 이용계획의 ｢통합지침｣ 제도 도입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중 국토이용과 관련하여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

항은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일괄시달

- 환경, 교통, 수도, 재해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지침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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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의한 부문별 계획의 취지와 목적, 계획지표, 계획기간 등 계획
상호간 불일치 해소

- 도시계획지침은 형식․절차에 대한 ｢계획수립지침｣과 부문별 정책･전략
내용과 관련된 ｢정책지침｣으로 구분

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할 계획수립내용･수립절차, 정책지침에서 정할 부문
별계획의 내용 등에 대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09.6)
< 통합지침 작성방안 (예시) >
<현행>

<개선 후>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의 유연한 운영
도시기본계획을 도시발전방향 위주의 전략계획으로 개편

- 토지용도를 도면에 표시하지 않고, 도시비전을 토대로 보전･개발방향을 개
괄적으로 기술

* ｢국토계획법｣ 개정(‘09.6)
토지이용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토지용도 배분방식 개선
- 현행 5년 단위로 나누어 부여하고 있는 토지이용 가능면적을 계획기간(20
년) 중 총량범위내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 ｢국토계획법｣ 개정(‘09.6)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운영
국토의 조화로운 개발과 보전이라는 국토 이용계획의 기본 틀내에서 지역
부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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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 반영되도록 지자체의 토지관리역량 강화

-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농지, 산지, 환경 등의 통합 심의조
정 기능을 수행토록 개편

* 농지･산지･환경 관련부처 공무원, 각 분야 전문가, 법률가, 교수, 시민단
체 등을 포함 (｢국토계획법｣ 개정, ‘09.6)
- 계획수립 및 제도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전담기구(도시계획
상임기획단 등)를 설치･운영

지자체의 토지이용 관리역량 향상에 맞추어 국토 이용계획 수립･운영 기능
의 지자체 위임확대
-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국토 이용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별법상
지역･지구 지정 및 전용허가 권한 등

* 광역적․국가적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토 이용계획규제개발권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토지이용에 관한 조정기능 강화 등(｢국토계획법｣
개정, ‘09.6)

2.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기화된 용도지역 분류를 투명하고 일관
성 있게 통합･간소화

유사목적의 지역･지구 지정제도 통합･간소화
목적이 동질적(예, 수질보호)인데도 구분지정(예,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

역)되는 지역･지구의 통합 단순화

- 생태계보전, 산림보전, 문화재보전 등 분야별 지역･지구 통･폐합 방안을
마련

* 지역･지구 신설 이후 지정실적이 없거나, 다른 지역･지구 등으로 대체 가
능시 폐지
- 부처별로 확정된 지역･지구 통폐합 방안에 대한 입법조치(‘09.6)
* 지역･지구 통폐합 방안이 기 확정된 경우, 금년 중 입법조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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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지역지구 통폐합 심의결과(08.6,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 (환경부) 4대강법의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을 각각 통합
･ (문광부) 문화재주변 500미터현상변경허가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 (국토부․환경부) 생태계보존지구,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역･지구 지정의 기준･절차･규제 일원화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상호 불일치되고 있는 국토이용관련 지역지구의
지정기준절차 및 행위제한과 개발허가절차 일원화
* 현재는 국토계획법(76조)에서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 행
위규제이외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등 개별법에 의한 별도 행위제한
위임
* 독일의 경우, 일반 토지관련법에 농지 등 이용규제사항을 일괄 규정
- 통합정비 대상･범위, 법령체계 개편방향, 추진절차 등의 세부추진방안에
대한 전문가 연구시행 및 입법추진(‘09.6)

범부처적으로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 한시적 TF구성･운영(’08.11～
‘09.6)

용도지역의 재분류를 통한 허가기준 차등화
기존 용도지역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 구분의 목적 및 행위규제수준의
유사성에 맞추어 재분류하여 허가기준 차등화

-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시가화 용도｣로 대분류하여 개발을
용이하게 허용

-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등은 ｢유보 용도｣로,

보전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보전 용도｣로 대분류

부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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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재분류를 통한 허가기준 차등화 방안>
재분류(안)

기존 용도지역

시가화 용도 ･주거･상업･공업지역

허가기준 차등화

용도지역제에 따라 쉽고 간편하게 개발행위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에 한해 심의를 통해 탄력적 허용
유보 용도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 지자체에서 개발시기조정제(Time Zoning)
도입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 용도
생활불편을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엄격 제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세부 추진방안 마련(‘09.3)

용도지역제도 운영의 신축성 제고
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보전지역의 활용을 융통성 있게 허용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 추진시 이용가능지역이 50% 이상인 경
우 일부 보전지역이 편입되더라도 개발 허용

* ｢국토계획법｣ 개정(‘09.6)

주택, 상가,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어 구분의 실익이 낮은 준주거･준공업･
근린상업지역 등의 신축적 개발을 유도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택･근린생활･판매시설 등 다양한 용도
의 건축물이 입지 가능하도록 복합용도지역화

* ｢국토계획법｣ 개정(‘09.6)

3.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보전위주의 경직적 규제와 과도한 환경규제의 방법･절차 개선을 통해 토지개발 및
이용절차를 간소화･신속화하고 현실적 토지이용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

가. 농지이용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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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원칙 범위내 농지소유규제 개선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폐지
- 평균경사율 15% 이상인 한계농지에 대해 비농업인의 소유를 허용
- 농지의 임대차위탁경영 등 농지이용 제한 폐지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의 농업인 조건을 폐지하고, 업무집행이사의 농업인
비율 완화(50% → 25%)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3ha) 폐지(농지은행 위탁관리시)

불합리한 농지 전용절차의 간소화
한계농지의 전용절차 완화(허가제 → 신고제 전환)
농지전용허가신고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 폐지
-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 허가신고시 확인 등을 위해 시구읍면에 설
치되었으나, 여건변화로 역할이 점차 감소하여 폐지

<현행>
총 10일

<개선>
총 5일

:

:

농지전용허가신청

농지관리위원회확인

시장·군수·구청장

5일

5일

농지전용허가신청

시장·군수·구청장
5일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진흥지
역 해제절차와 농지전용절차를 통합일원화

나. 산지이용 규제 개선
보전산지의 행위제한 완화
다른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이 별도로 있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상의 행
위제한을 폐지

부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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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제한은 타 법령을 따르는 경우에도 산지전용 허가기준은 적용
산지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보전산지 내에서의 허용행위 범위 확대(기업연
수원 건립 등)
보전산지의 진입로 사용요건을 완화
* 현재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 법정 도로 개설을 통한 산지전용만 가능하
나, 사업계획 면적의 일정 범위 내에서 진입로 개설을 허용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법｣을 개정하여 산지전용시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
제도 폐지(‘08.12)

산지이용절차 간소화 및 편의제공
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사항은 지자체로 권한 이양
산지 개발가능성을 사전 판단할 수 있는 온라인규제정보 제공(‘09.1)

* 규제 관련 도면 25종, 경사도․식생 정보 등 인허가
․
관련 정보 20종류
제공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민 서비스 제공(09.1)

* ‘08년말까지 산지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실시
장기간 타용도에 이용되는 산지는 실제 이용용도에 맞추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 허가 추진
* 산지관리법에 임시 특례를 한시적으로 규정
* ｢산지관리법｣개정(‘09.5)

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 통합조정
환경성검토(국토계획법)와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
가(환경영향평가법) 등 복잡한 영향평가절차의 간소화
- 절차 통폐합 등 개선사항은 ‘08년 말까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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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계획에서 확정된 사항을 하위계획(실시계획 포함) 단계에서 조정하
는 것을 금지하고, 인구․주거 등 사회․경제환경에 관한 평가항목 존치
여부는 ’08 년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
환경현황조사 및 평가서 작성절차․방법 등 개선
환경영향 평가대상 항목을 사전에 필요한 분야로 한정(스코핑)토록 의무화
하여 평가서 작성기간 단축(최하 30일 이상) 및 비용 절감(30%)
- 소규모 개발사업(3만∾ 이하, ‘07년 약 1,500 건) 평가서는 체크리스트로 대
체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 단계

부터 사업자의 환경평가지원체계를 구축․운영

* ｢사전입지상담제(‘05.9월)｣와 ｢산업단지환경평가지원단('08.5 월)｣ 기능을
통합하여 ｢환경평가지원단｣ 설치･운영
환경현황․정보에 관한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완비하여 수요자에게 충분

한 정보제공, 처리기간 단축 및 신뢰성 제고
* 환경평가 관련 지리정보의 공간 DB 구축, 조사정보, 온라인 주민의견 수
렴 방안 강구, 행정절차 정보의 공유
｢환경영향평가에관한법률｣을 마련 중(08.11월 규제심사)

4.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수도권 과밀억제 효과에 비해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을 과도 하게 규제하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시급히 정비
규제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편익을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있게 나눔으로써 조화로운 국
토발전 유도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 개선
산업단지 내(과밀억제 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규모  업종 제한 없이 공
장의 신설  증설 및 이전 허용

부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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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내 공장규제 현황 >
* 과밀 : 신설(업종별 1천～1만∾), 증설(기존공장 3천∾), 이전(동일산단내만 가능)
* 성장 : 신설(업종별 5천～1만∾), 증설(업종별 3천～1만∾, 14개 첨단업종 100%), 이전(동
일산단내 및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시 타 산단으로 이전 허용)

성장관리권역 중 산업단지외 지역내 공장 증설･이전 규제 개선
- 모든 첨단업종(96개 업종) 기존공장의 증설범위 확대
* 공업지역 내 : 3천∾ 이내(14개업종은 100% 이내) → 규모제한 폐지
공업지역 외 : 14개업종만 100% 이내 →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 이
내 증설
- 첨단업종 외의 공장은 기존부지 내에서 증설 허용
-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 가
능한 업종을 확대(8개 업종 → 모든 업종)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외 지역내 공장 증설범위 확대
* 공업지역 내 : 첨단업종(1 천∾ → 200% 이내), 기존부지내 증설(10 개 업종
→ 전체 업종)
공업지역 외 : 첨단업종(1천∾ → 100% 이내)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
로 개발토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 배제
* ’09년부터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지자체 수요를 감안하여 신축적 공급
서울은 도시형 첨단산업 기능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지식･문화･IT 산업이
입주하는 소규모(1만∾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수정법｣의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연면적 200∾이상)을 ｢산집법｣에 의한

500∾이상 공장으로 상향조정

- ｢산집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내의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배출시설이
아닌 창고･사무실 제외(제조시설 확대효과 : 약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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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중심 → 총량제･배출규제중심으로 전환
- 오염총량제 의무화시행방안 확정(’08.11) 및 관련 입법 추진(’09.4)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 지역의 경우 입지규제 완화
-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 개발사업 허용범위 확대(’09.3)

허용 대상

현재

2009.3월

∘ 도시/ 지역개발사업

6만∾이내

도시지역 : 10만∾이상,
비도시지역 : 10만～50만∾

∘ 관광지조성사업

6만∾이내

상한 폐지

금지

입지 허용

금지

입지 허용

∘ 대형건축물 : 판매용 15천∾이상
업무용등 25천∾이상
∘ 폐수비발생 공장 신증설

* 공업용지조성사업(6만∾이내), 첨단공장 신･증설(1천∾이내)은 2010 년까지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국내 앵커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인천 경
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
* 인천 경제자유구역(209.3㎢) : 성장관리권역(156㎢), 과밀억제권역(53.3 ㎢)
국가안보･환경보전 등 중첩적인 규제로 주민생활이 불편한 일부지역에 대
해서는 기타 규제의 적용 배제를 추진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심의를 거
쳐 공공법인의 사무소 신･증축 허용

* 현재는 수도권내 신축 불가, 증축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17 개만 허용
수도권내 설립되는 공장의 업종변경 허용시기를 앞당겨 기업경영활동에 대
한 과도한 규제 개선(등록이후 → 설립승인 이후)
서울시내 대형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내 금융업소와

부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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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R&D 시설에 대해 면제

수도권내 창업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취･등록세 중과제도(기본세율의 3

배) 개선(09.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의 지방환원
규제완화로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지원에 활용
-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이익 등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제시하
는 지역투자프로그램을 지원
- 지자체의 자율적 투자유치 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공정한 지원을 위한 제
도적 시스템 마련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별도의 기금 신설･특별회계 등 활용방안을 종합 검
토하여 결정
- 늦어도 2010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09년 상반기 중 대책 마련

5.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개발가능한 농지･산지의 확충,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을 통하여 산업･도시용 토지공
급 능력 확대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의 산업적 활용 촉진
농업용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약 65천ha 추정)
* 현황조사를 거쳐 ‘08.12.31까지 농업보호구역 정비 완료
공공용지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에게 농지 사전비축 허용

-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농지에 한해 보유기간 동안 농지은행 위탁관
리를 조건으로 소유 허용(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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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한 산지의 공급확대
보전산지 일부를 개발이 용이한 준보전산지로 전환(’08.12)
- 개발가능한 산지(10만ha)를 준보전산지로 조정(145만ha→155만ha)
산지구분타당성조사 : 매 10년마다 산지 구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지
형․입지, 보전 또는 이용가능성 등 산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준보전산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모화 추진(’09.6까지)
- 산지이용도 제고를 위해 1ha 이하 산지는 준보전산지로 조정
- 사업지에 준보전산지가 70% 이상 포함된 경우, 주변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
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
- 계획관리지역 안의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을 대폭 완화
* 보전산지에 적용되는 기준의 일정 비율 완화 적용 또는 면제 등
참고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기 발표내용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토지공급 확대
최대 308㎢를 해제하여 효율적 활용(2020년까지)
기 확정된 해제예정총량 중 잔여면적 120㎢ 전환 해제
기존 해제총량(342㎢)의 10～30%(34㎢～102㎢) 범위내 추가해제
서민주택건설(약80㎢) 및 국정과제(부산 강서, 약6㎢) 별도 해제
*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09.11월부터 해제지역 개발가능
녹지축 유지 또는 수질보전상 필요한 지역, 도시간 연담화 우려지역, 지장물 남설 등의
투기행위로 지가급등 지역은 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통한 토지이용 불편 개선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작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체 58개 지역 454㎢를 해제 및 완화
* 여의도 (윤중제 내부시가지 2.95㎢기준) 153배 수준
군사분계선 인접 지역 민간인통제선 5∻ 북상 조정
군사분계선이남 25km 초과지역 군사시설의 보호거리 축소
- 통제보호구역 : 500m → 300m, 제한보호구역 : 1km → 500m 이내

부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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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대책 >
개발가능한 토지는 쉽게 개발하고, 보전이 필요한 토지는 철저히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계획적인 국토관리의 기조를 견지
수도권 규제, 농산지․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의 개선으로 투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토지거래허가 심의 강화, 개발행위 제한 등 강력한 대책을 적기 시행

Ↄ. 기대 효과
국토이용체계 개선
국토이용규제의 투명화 및 토지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토지의 용도･행위규제를 명료･투명하게 제시

토지이용 수요자가 필요한 토지를 용이･신속･저비용으로 활용
토지개발･이용에 필요한 행정소요기간 단축

- 토지이용계획 수립기간 단축 (24개월→6개월 : 18 개월 단축)
*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위임확대(10개월→4～7개월 : 3～6개월 단축),
* 계획절차 간소화 등(24 개월→12～18개월 : 6 ～12개월 단축)
- 개발사업에 필요한 행정소요기간 단축
*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5개월→2개월 : 3 개월 단축)
* 환경영향평가절차 통합 및 간소화 (12개월→9 개월 : 3개월 단축)
수도권의 규제 합리화 효과
설비투자증가 및 성장잠재력 향상으로 경제성장률 증가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증가
* 수도권 공장 증설 및 공장건축총량에 대한 규제 완화시 연간 총 생산액은
16조3천억원, 부가가치액 7조7천억원 증가(’05.12 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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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토지의 공급능력 확충 (향후 5년간 2,232㎢이상)
제주도 면적(1,847㎢)의 1.2배
농업진흥지역 조정 : 650㎢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조정 : 1,000㎢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역 : 128㎢ (2020년까지 최대 308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 454㎢
국토종합계획상 향후 12년간 토지개발 소요량 3,000㎢ 추정

ↄ.

일정

1.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세부과제 5개)
과제명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분야별 국토이용계획
통합지침 세부기준 연구 및 지침(안) 마련 국토부(9개)
통합지침제도 도입
지자체 도시기본
계획의 유연한 운영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추진일정

‘09.6

도시기본계획 수립관련 법령･기준 개정

국토부

‘09.6

도시기본계획 용지배분 법령･기준 개정

국토부

‘09.6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 강화 (법개정)

국토부(9개)

‘09.6

개별법 국토이용 권한 위임･이양 (법개정) 국토부(9개)

‘09.6

부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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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역제도 통합･단순화 (세부과제 7개)
과제명

유사목적 지역
지구지정제도 통합

개별법상 용도지역
지정절차규제
․
일원화

세부과제

추진일정

유사목적 지역지구 통합안 마련

국토부(9개)

‘09.3

지역지구 통폐합 (법개정)

국토부(9개)

‘09.6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 구성･운영

국토부(9개)

‘08.11~09.6

지역지구 지정절차 등 일원화 (법개정) 국토부

용도지역의 통합적 운영 통합운영 세부추진방안 마련
용도지역제도 운영의
신축성 제고

주관(협조)부처

‘09.6

국토부

‘09.3

개발사업시 보전지역 활용제고 (법개정) 국토부

‘09.6

복합용도지역화 (법개정)

‘09.6

국토부

3. 토지개발 이용절차 간소화 (세부과제 6개)
과제명
농지이용 규제 개선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농지 소유규제 개선 (법개정)

농림부

‘09.6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 (법개정)

농림부

‘09.6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

산림청

08.12～
‘09.5

산지이용절차 간소화 및 편의제공

산림청

‘09.1～5

유사 환경영향 평가제도 통합조정

환경부(국토부) ‘08.12

환경조사 및 평가서 작성절차 등 개선

환경부(국토부) ‘08.11

산지이용 규제 개선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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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4.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세부과제 15개)
과제명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산단(과밀/성장)내 공장 신설･증설･이전규

지경부
수도권내 공장의 제 완화
신･증설, 이전 규제
과밀  성장권역(산단외) 공장 증설･이전규제
폐지 및 완화

’09.3

지경부

’09.3

산업단지 공급물량 신축조정

국토부

’09.3

서울내 도시첨단산업단지 허용 (법개정)

국토부

’09.6

공장규제 대상 축소

국토부, 지경부 ’09.3

오염총량제 의무화시행방안 확정

환경부

’08.11

환경부

’09.4

완화

공장 ·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추진일정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오염총량제 관련법안 입법추진 (법개정)
규제개선

오염총량제(임의제) 실시관련 규제완화

국토부(환경부) ’09.3

인천경제자유구역 권역조정

국토부

’09.3

상대적 저개발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국토부

’09.6

국토부

’09.3

지경부

’09.3

국토부

’09.3

행안부

’09.6

기재부

’09.6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공법인 사무소 신･증축 허용
위해 불합리한
공장 업종변경 허용시기 단축
규제 개선

금융업소 등 과밀부담금 면제

취･등록세 중과제도 개선 (기본계획수립)
수도권 규제완화에
지역발전기금(가칭) 신설관련 대책마련
따른 이익의 지방환원

5.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세부과제 4개)
과제명
농지의 산업적 활용
촉진

개발가능 산지
공급 확대

세부과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림부

‘08.12까지

토지공사 농지비축 허용

농림부

‘09.6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전환

산림청

‘08.12

준보전산지 규모화 추진

산림청

‘09.6까지

부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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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토지공급과

1. 토지공급과 가격모델 수식
변

수

개발가능토지량(t)
INIT 개발가능토지량
개발가능토지전환
토지개발시작
개발중도시용지(t)
INIT 개발중도시용지
도시용지개발
도시용지재개발
도시용지소비
도시용지(t)

수

식

개발가능토지량(t dt) + (개발가능토지전환 토지개발시작) ×
dt
부존토지량 × 가용지비율
STEP(평균토지개발량 + 평균토지개발량 × test토지규제완화, 규
제완화시점)
(예상부족분 × 토지개발승수 + 토지개발량) / 토지개발시작소
요시간
개발중도시용지(t dt) + (도시용지개발 + 도시용지재개발
도시용지소비) × dt
5677906 × 도시용지소비지연
토지개발시작/도시용지생산소요시간
도시용지×재개발율/재개발지연
개발중도시용지/도시용지소비지연
도시용지(t dt) + (도시용지소비 도시용지재개발 도시용
지전환) × dt

INIT 도시용지

248337329

도시용지소비

개발중도시용지/도시용지소비지연

도시용지재개발

도시용지 × 재개발율/재개발지연

도시용지전환
인구(t)
INIT 인구
순인구증가
일인당도시용지수요량(t)

도시용지 × 도시용지전환율
인구(t dt) + (순인구증가) × dt
5972000
인구 × 인구증가율
일인당도시용지수요량(t dt) + (일인당도시용지수요량변화) ×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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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INIT 일인당도시용지수요량
일인당도시용지 수요량변화
평균도시용지가격(t)
INIT 평균도시용지가격
도시용지가변화
test가수요
test토지개발
test토지규제완화
가용지비율
개발가능토지전환율
개발가능토지평균가격
규제완화시점
도시용지가변동률
도시용지개발이익
도시용지과부족
도시용지생산소요시간
도시용지소비지연
도시용지수요
도시용지시가
도시용지전환율
목표일인당 도시용지소비량
부존토지량
예상부족분
인구증가율
일인당도시용지 사용량차이
일인당도시용지 수요충족지연
재개발율
재개발지연
토지개발량
토지개발시작소요시간
토지수요충족률
평균토지개발량
도시용지가승수

도시용지사용승수

토지개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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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식

41.58
(( 일인당도시용지사용량차이× 도시용지사용승수)/ 일인당
도시용지수요충족지연)
평균도시용지가격(t dt) + (도시용지가변화) × dt
221717
평균도시용지가격 × 도시용지가변동률
0
0
0
0.076893468
0.013
42223
2050
0.082
도시용지시가/ 개발가능토지평균가격
도시용지 도시용지수요
3
3
인구 × 일인당도시용지수요량 + (test가수요× 인구×일인당
도시용지수요량)
평균도시용지가격 × 도시용지가승수
0
41.58
10328558723
개발중도시용지 도시용지과부족
0.035172692
목표일인당도시용지소비량 일인당도시용지수요량
10
0
3
평균토지개발량 × test토지개발
3
도시용지/도시용지수요
10844529
GRAPH(토지수요충족률)
(0.00, 1.30), (0.5, 1.20), (1.00, 1.08), (1.50, 1.00), (2.00, 0.95),
(2.50, 0.925), (3.00, 0.9)
GRAPH(도시용지시가/평균도시용지가격)
(0.00, 1.20), (0.5, 1.09), (1.00, 0.96), (1.50, 0.97), (2.00, 1.05),
(2.50, 1.20), (3.00, 1.40)
GRAPH(도시용지개발이익)
(0.00, 0.52), (1.00, 1.00), (2.00, 1.28), (3.00, 1.56)

2. 토지공급과 가격모델 파라미터 데이터
1) 도시용지
파라미터
1990년 도시용지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제외한 도시용지
1990년 대지면적
도시용지 II-2 증가율
대지면적증가율
토지사용증가율, 1인당토지사용정상량
1990년 도시용지 II-2 총면적/경기도인구
1990년 대지면적/경기도인구
1기신도시 1인당토지사용량(1989-1995)
2기 신도시 1인당 토지사용량
평균증가율(2001-2010)
평균증가율(1990-2010)
1인당 도시용지 증가율
1인당 대지증가율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값

236060000 ∾
248337329 ∾
0.045
0.033
(∾)
39.528
41.58
42.65∾
76.9∾
0.0535
0.040
0.010

1인당대지(∾)

41.58
40.36
39.15
38.34
37.63
36.66
36.96
36.71
37.26
37.41
37.57
37.77
37.75
37.79
38.18
38.37
38.87
39.20

-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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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토지관련 주요변수들의 추세

<부록 그림 5-1> 경기도 인구
인구(백만명)
12
10
8
6
4
2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출처: 통계청. 2009. 지역별인구및인구밀도

<부록 그림 5-2> 경기도 택지공급 (택지개발실적)
개발면적(천*㎡)
40

30

20

1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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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5-3> 경기도 도시용지 추이
면 적 (㎢ )

3,5 00
3,0 00
2,5 00
2,0 00
1,5 00
1,0 00
5 00
0
1990

1992

1994

Ⅰ -1 면 적 (k㎡ )

1996

1998

Ⅰ -2 면 적 ( k ㎡ )

2000

2002

Ⅱ -1 면 적 ( k ㎡ )

2004

2006

2008

Ⅱ -2 면 적 ( k ㎡ )

* I-1: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학교, 도로, 철도용지)
I-2: 대지,공장용지,공공용지(학교,도로,철도,수도,구거,공원,체육용지,창고,주차장,주유소, 종
교용지,유원지,잡종지)
II-1: 용도지역중 도시지역
II-2: 용도지역중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지역제외)

<부록 그림 5-4> 경기도 대지, 공장용지 가격추이
지 가 (천 원 /㎡ )
1 ,0 0 0
900
80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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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300
200
100
0
1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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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0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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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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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6

2008

평균지가

부 록 5 417

<부록 그림 5-5> 경기도 토지거래 필지수 추이
필지수(만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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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5-6> 경기도 대지 공장용지 토지거래추이
면적(㎢)
80
70
60
50
40
30
20
10
199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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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대지

자료: 국토해양부. 2009. ｢지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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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5-7>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과 미지정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II-2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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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5-8> 연도별 지가변동률
변동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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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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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0 9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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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 국 변 동률 (% )

대 도 시 변 동 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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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5-9> 경기도 대지, 공장용지면적 추이
면적(㎢)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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