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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의 잔여지 보상제도는 크게 잔여지 매수 보상, 잔여지 감가보상, 잔여지 공사비 보상 등 세 가지로 

나  수 있으며, 이  매수보상에서는 매수 상 요건이 주로 문제가 되고, 공사비보상에 해서는 별도로 문

제가 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행 잔여지 감가보상제도의 내용과 문제 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보상제도와의 차이 을 알아보고 잔여지 감가보상에 한 정책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compensation system for residual land in our country is largely composed of the three sub-systems, that is, the purchasing 

compensation, depreciated compensation and construction expenses compensation. Among those, the purchasing compensation system 

mainly has problems in eligibility for compensation of the land, meanwhile, there is almost no problem in construction expenses 

compensation system.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depreciated compensation system for the residual land and its 

accompanying problems,  and also review and compare those systems in USA and Japan with that of our country, and thereby 

discover the ways for the alternative solution  for the compensation system in the viewpoint of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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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의 보상제도는 1962년 토지수용법의 제정

으로 시작되어 경제발 과 그 맥을 같이 하면서 발

되어 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

나라는 경제발 에 필수 인 각종 사회기반시설들을 

보다 효율 으로 공 할 수 있도록 토지 수용  보

상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화 기에는 보상 인 측면보다 국가의 

경제발 이 우선시되어 개인의 재산권에 한 강제성

과 보상이 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행 “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

상에 한 법률”에 의한 수용  보상제도는 최근 베

트남과 몽골 등에서 우리나라의 수용  보상제도를 

도입하기 하여 매년 감정평가 회를 방문하고, 실제

로 베트남은 2012년 12월 12일에 한국감정평가 회와 

M.O.U를 체결하 다.[1,2]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용  보상제도가 벤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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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의 상으로 두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완 한 것

은 아니다. 공익사업의 효율 인 면만 부각되다 보니 

국민의 재산권이나 인권에는 다소 부족한 이 있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산권 침해에 한 문제 과 

수용  보상을 하고 남은 잔여지 감가보상에 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잔여지 감가보상에서 잔여지라 함은 동일한 토지소

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즉, 매수보상의 상이 

되는 잔여지는 종래의 목 에 사용하는 것이 히 

곤란한 때에 해당되어야 하나 감가보상에서는 이러한 

요건에 구애됨이 없이 일부만 취득되고 남는 토지는 

부가 잔여지에 해당된다.

잔여지 감가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공익사업

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때에도 그 이익을 잔여지 감가보

상액과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익사

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 가격을 평가할  경

우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의 증가분을 포함하

지 않고 평가하여야 한다. 

한 잔여지 감가보상에 따른 매수보상은 잔여지의 

감가보상액과 잔여지에 한 공사비용을 합한 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

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지에 하여는 

사업인정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물건에 한 구체

인 보상액 산정  평가방법 등은 공익사업에 직  

편입되어 취득하는 토지  토지에 있는 물건에 한 

보상액 산정  평가방법을 용한다.

잔여지의 감가보상  감가보상액과 잔여지에 한 

공사비용을 합한 액이 잔여지의 가격을 과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의하여 결정하되, 

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할 토지수용 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한 잔여지 감가보상은 해당 공익사업의 공사완료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업시행 후, 잔여지 감가보상에 

한 요구가 증하고 있는 데 반해, 보상의 일반 인 

차로 해결되지 못하고 거의 부분 소송으로 이어

져서 재 에 한 비용과 심  갈등을 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 잔여지 감가보상제도의  

개념과 보상 차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 을 

찾아내어 일본과 미국의 보상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잔여지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Ⅱ. 미국과 일본의 감가보상제도

2.1 미국의 잔여지 감가보상의 개요

미국은 미연방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해 요구되는 정

당보상의 차원에서 잔여지보상이 다루어지고 있다. 즉 

헌법 제5조에 의해 요구되는 정당한 보상은 부분 수

용에 있어서도 토지소유자가 수용토지 뿐만 아니라 

잔여지에 한 가치하락에 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

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수용소송의 기 이 되고 

있다. 한 공용수용으로 토지의 일부분만 수용되고 

남은 토지가 가치가 없거나 기존의 사용목 에 의하

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에 한 

수용도 토지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3,4]

미국의 례들은 일반 으로 잔여지의 가치하락 

는 지속 인 잔여지의 피해 사례로서 업 손해, 기류

의 손상과 조망권의 장애, 증가된 유수량 는 홍수의 

험, 소음 증가 등을 인정하고 있다. 잔여지의 감가

를 산정하는 방법은 ‘ 과 후의 법칙’(Before and 

After Rule)과 ‘잔여지 보상법칙(The Severance Da-

mage Rule)'이 있다. ‘ 과 후의 법칙’은 수용 직 의 

체토지의 공정한 시장가치와 수용 직후 잔여지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며, ‘잔여지 보상법

칙’은 부분 수용된 토지의 가치에 잔여지에 한 피해

액을 산정하여 더하는 변형된 ‘ 과 후의 법칙’으로 

산정결과는 동소이하다. 미국에서는 정부 기 이 토

지를 수용하기 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수용

토지의 평가액뿐만 아니라 잔여지의 가치감소액까지 

산정하여 제출하고 있다.

2.2 일본의 잔여지 감가보상의 개요

일본에서는 손실보상에 한 일반법이 제정되어 있

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표 인 것이 ‘토지수용법’이다. 그러나 ‘토지수용법’

은 손실보상의 원칙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

인 보상항목, 보상방식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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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손실보상의 구체 인 용을 둘러싸고 발생하

는 문제 을 검토하여 합리 인 손실보상기 의 필요

성이 제기되어 1962년에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

실보상 기 요강’  ‘보상기  요강시행’이 제정되었

다. 한편, 사업시행자로 조직된 임의단체인 앙용지

책연락 의회의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

기 ’과 ‘보상기 세칙’ 등이 제정되어 손실보상의 실

제  집행에 있어 요한 기 이 되고 있다.[5,6]

 ‘토지수용법’ 제74조에서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

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는 사용함으로 인

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고 기타 잔여지에 하

여 손실이 생기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

다”라고 하여 잔여지 감가보상에 해 규정하고 있다. 

 제75조에서 잔여지 공사비보상을, 제76조에서는 잔

여지 수용보상을, 제90조에서는 기업이익과의 상계

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보상기 요강’ 제41조에서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나 동일한 물건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물건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동일한 권리자에 속하는 일체로 하여 동일목 에 사

용하고 있는 권리의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제한하고, 

한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에 속

하는 토석사력의 일부를 취득함으로써 잔여지, 잔존하

는 물건, 잔존하는 권리 는 당해 토석사력이 속하는 

토지의 잔여지에 한 가격 하락, 이용가치의 감소 등

의 손실이 생기는 때에는 이러한 손실액을 보상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조권 침해, 

악취, 소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의한 불이익 는 

손실에 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7,8]

Ⅲ. 잔여지 감가보상의 문제

3.1 잔여지의 만족 조건

먼  잔여지가 되기 해서는 일단의 토지가 동일

한 토지소유자에 속하여야 한다. 그런데 잔여지가 되

기 해서는 일단의 토지의 등기명의가 반드시 동일

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즉 사실상 동일 소유 

계일 경우에 잔여지로 인정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는 문제 이 있다. 이에 하여 토지보상평가지침 제

20조제3항에서는 두 필지 이상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일단지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하나의 

건축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건축 에 있는 토

지 등과 같이 사실상 공유 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일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

지보상법 과는 다소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일단지의 문제가 있다. 토지보상법령에

서는 일단지의 기 에 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잔여지 감가보상의 지리  구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단지의 범 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이 

있다.[9]

이에 해 토지보상평가지침 제20조제2항에서는 

“용도상 불가분의 계”를 일단지의 기 으로 제시하

면서,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 , 경제

, 행정  측면에서 합리 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

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여 상호 불가분성이 인정되는 

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용도 인 측면에만 

을 두고 있으며, 그  기 도 명확하지 않다.

3.2 감가액의 평가방법과 용공시지가의 산정

잔여지에 한 감가보상의 평가방법으로는 후비

교법과 분리합산법이 있다. 후비교법은 공익사업시

행지구에 편입되기 의 잔여지의 가격에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액으

로 보상액을 평가하는 방법이고, 분리합산법은 잔여지

로 분할되므로 인한 감가요인을 직  평가하는 방법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후비교법을 채택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

지구에 편입되기 의 잔여지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

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

잔여지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은 

수용 손실과 사업 손실로 구분하고 있다. 분필로 인하

여 형태, 면  등의 잔여지의 개별요인이 나빠짐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을 수용 손실이라고 하며, 당해 공익

사업으로 지구 밖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악취 등

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은 사업 손실이라고 한다. 이

게 후비교법만을 용해서 사업 손실로 인한 잔여

지의 가격하락을 보상에서 제외한다면 잔여지의 감가

보상액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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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업 손실이 발생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 공익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은 수용 

손실  사업 손실이 모두 반 된 가격이므로 여기서 

사업 손실로 인한 가격 감소분을 공제하기 해서는 

다시 분리합산법을 용하여야 한다는 문제 이 있다.

다음은 연도별 용공시지가의 선정의 문제이다. 

2008.4.18. 개정 이 의 토지보상법에서는 편입 토지와 

분리하여 잔여지만의 매수 는 감가보상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잔여지 감가보상의 가격시 도 편입 토지

와 같았기 때문에 연도별 용공시지가의 선정 등에

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11]

그러나 행 토지보상법에서는 편입 토지의 보상과 

잔여지 보상이 분리되고, 잔여지 감가보상의 청구도 

공사완료일 후 1년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잔여지 감가

보상의 평가에서 용하여야 할 연도별 용공시지가

의 선정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감가보상의 상인 잔여지는 공익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70조도 용되지 않으며 토지보

상법 제73조제5항,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에

서와 같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

아 보상한다”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잔여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어떤 연도의 공시지가를 선정하여야 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이 있다.

3.3 사업 손실로 인한 가격하락의 반  여부

잔여지 감가보상은 잔여지의 가격이 당해 공익사업

으로 인하여 하락한 경우 그 하락분을 손실로 보고 

보상하기 한 것이다. 그런데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

한 잔여지의 가격하락 원인은 수용 손실과 사업 손실 

모두가 포함되므로 여기서 수용 손실로 인한 가격의 

하락은 잔여지 감가보상의 본질 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이를 반 하여야 하나, 사업 손실까

지를 반 하여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이 

있다.

실제 보상실무에서는 소음, 진동, 악취 등은 잔여지

의 가격만을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잔여지가 아닌 

인근 토지의 가격을 체 으로 하락시키는 것이므로 

단지 잔여지에 해서만 이러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

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고 단되고 있

다. 하지만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을 취득하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에 한 보상에 

용되나, 이러한 사업 손실로 인한 가격하락은 당해 공

익사업의 시행의 결과로서 발생되는 것이므로 토지보

상법에 의한 보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 손실은 잔여지 감가보상액에 포

함될 수 없다고 본다.[12]

잔여지 감가보상에서는 원칙 으로 사업손실을 포

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외 으로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부분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게 하여도 어떤 경우에 통상의 수인한도

를 과한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

제 은 여 히 남아 있으며, 손해배상의 방법 등을 활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4 감가율의 기

잔여지의 감가액을 평가하기 한 구체 인 감가율

의 기 이 없다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감가

보상 평가를 의뢰받은 일부 감정평가사가 “평가불능” 

등의 사유로 감정평가 의뢰를 반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우리나라에서 용 가능한 감가율로

는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토지가격비 표를 들 수 있으나, 이를 

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도 문제로 

지 할 수 있다.

3.5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 지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 지의 원칙은 당해 공익사

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의 토지소유자 모두가 받는 통

상의 이익에 의한 지가의 상승을 잔여지의 토지소유

자에게도 인정하여 잔여지와 인근지간의 형평을 유지

하기 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 지의 

원칙이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면 잔여지의 소

유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의 통상 인 

이익을 과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익

은 상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6 잔여지 감가보상 보상 차

잔여지 감가보상의 차에 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의하여 결정하고, 의가 성립되

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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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용 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토지보상법 제73조제4항).

그러나 잔여지 감가보상에 해서는 사 에 보상액

을 산정하여 의할 수 있는 자 자체가 없다는 문

제 이 있다. 즉, 사업시행자가 보상액 산정을 의뢰하

므로 잔여지의 감가보상액은 처음부터 평가 상이 

되지 않는다. 한 우리나라의 보상시스템은 보상 상

은 사업시행자가 확정하고 감정평가사는 확정된 보상

상에 한 평가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

사 감정평가사가 편입 토지의 보상평가 과정에서 잔

여지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보상액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없다.[13]

즉, 행의 잔여지 감가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정당

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의를 요청하

는 편입 토지에 한 보상과는 달리, 토지소유자가 별

도로 감가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 으로 

진행되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감가보상을 요구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 으로 진행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보장에 미흡하다는 문제 이 있다. 이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특별한 희생의 단” 과도 

상호 련성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공공필요를 한 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손

실보상의 상이 되기 해서는 그 침해로 인한 손실

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침해로 인

한 손실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  제약”의 범  

내에 있다면 이는 보상의 상이 아니며 재산권자가 

수인하여야 한다.[14,15]

그러나 어느 정도의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

되는지, 아니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  제약”인지

가 불명확하며, 잔여지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부분이다. 즉, 잔여지의 가

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고 보상 상으로 할 것인지

가 제도 으로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자도 이를 

극 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문제 이 있다.

Ⅳ. 개선방안  결론

최근 들어 공공용지라든가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후, 잔여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의 각종 이의제기와 소송으로 끊임없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

용지의 취득  손실보상에 한 법률”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상 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보상 이외에 남

겨진 토지인 잔여지의 감가보상에 한 문제 들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잔여지의 조건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용의 일체성에 을 두고 동일한 소유

계가 아닌 경우에도 잔여지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

은 소유권과 련된 권리의 유형이 다양하며 ‘동일한 

소유자’를 단하는 기 이 우리나라보다는 복잡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한 소유명의를 기 으로 

하기 보다는 사실 인 소유 계에 을 두어 이를 

확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감가액의 평가방법이다.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지의 가격이 사업 손

실로 인하여 하락할 경우에는 체 하락분에서 사업 

손실로 인한 하락분을 제외하고 수용 손실로 인한 하

락분만을 후비교법을 용하여 분리하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잔여지 감가보상액의 산정은 

원칙 으로 후비교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분리합

산법을 병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잔여지 감가보

상액에 사업 손실을 포함한다면 후비교법만의 용

도 가능할 것이다.

셋째, 사업 손실로 인한 가격하락의 반 에 한 

것이다. 행 ‘토지보상법’에서 잔여지 감가보상의 청

구기한을 공사완료일 후 1년까지로 연장한 취지는 당

해 공익사업 시행의 결과로 인한 사업 손실도 잔여지

의 감가보상에 포함시키기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 손실을 반 하여 평가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 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재나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감가율 기 에 한 것으로 감가율은 원칙

으로 시장자료에 의하도록 하되, 시장자료의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토지가격비 표의 비교형

비 표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 지에 하여 우

리나라도 잔여지 감가보상 시에는 사업시행 이익을 

미국과 같이 일반이익과 특별이익으로 구분하여 특별

이익에 해서는 잔여지의 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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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의 원칙에 충실하고 불필요한 보상 산의 지출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보상 차에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미국

과 같이 보상평가 단계에서 잔여지가 발생하고 잔여

지 감가가 상될 경우 이를 편입 토지의 보상액과 

반드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

하다. 구분평가 해야 하는 이유는 의·재결·소송 등

의 단계에서 편입 토지의 보상과 감가보상을 분리하

여 다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잔여지 감가보상과 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의지와 상 없이 이루어진 수용에 특별한 희생의 범

를 산정함에 있어 수치나 액으로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잔여지 감

가보상에 하여 액의 다소에 계없이 이를 특별

한 희생으로 인정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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