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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목적, 방법과 범위
1. 연구의 목적
현대 사회의 복잡화 및 전문화는 다수의 법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가의 활동이
반드시 법령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진부한 것이 되었다. 국민의 기본권
을 불가피하게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있
어야 하며, 국민 생활의 중요한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은 의회만이 확
정할 수 있다. 현대국가의 이러한 요청은 필연적으로 보다 많은 법률이 생산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많은 수의 법령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러한 법률들이
상호 관련성과 통일성을 상실하여 상호 충돌과 중복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
사한 내용의 법률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해서 집행되고, 수범자인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법률들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게 됨에 따라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상호 충돌되는 법률들로 인하여 수범자인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의 존부,
의무의 이행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
고 있다.
법률의 통폐합은 동일 규범단계 내에서 규범간의 중복과 충돌하는 경우 등을 종합
적으로 살펴서 이를 제거하여 법규간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회복함으로서 수범자들
에게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분법은 서로 다른
사안 또는 규범적 접근 방법이 다른 내용을 하나의 법률속에 구성함으로써 단일 법
률내부에서 상호 모순 또는 비체계성이 발생하여 법률의 규범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제거하는 시도이다. 이를 통해 규범의 내용이 명확해지고, 법률의
규범내용이 간결해짐으로써 수범자로 하여금 법률이 보장․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
의 내용과 의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당 법률에 대한 준수를 보다 용
이하게 하여 법률의 집행이 원활하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법령 간의 통폐합 또는 분법을 통한
수범자 친화적 법령체계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여 먼저 법령 통폐합의 필요성과 의
의 등을 살펴보고, 이어서 법령 통폐합 및 분법이 입법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의
무 중의 하나라는 것을 기초로 하여 입법자가 법령 통폐합 및 분법을 위한 기본적
인 원칙과 현실적인 입법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법령 통폐합 및 분법의 원칙과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최상위범주로부터 하위범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법의 원칙들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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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각 단계 속에서 범주별로 세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장 최상위 범주로
제시될 수 있는 입법의 원칙은 수범자 친화성(Adressatenfreundlichkeit)이다. 상위
범주로 제시될 수 있는 입법의 원칙들은 법률제정의 불가피성 원칙(Notwendigkeit,
Verhältnismässigkeit), 넓은 의미의 체계정당성 원칙(Systemgerechtigkeit), 명확성
의 원칙(Bestimmtheit, Klarheit), 신뢰보호의 원칙(Vertrauensgebot, Kontinuität),
이해의 용이성 원칙(Verständlichkeit), 법률의 실용성 원칙(Praktikablität) 등이다.
하위범주로서 제시될 수 있는 입법의 원칙으로는 체계정당성의 구체적 내용을 이루
는 두 가지 기준, 즉 수직적 체계정당성(vertikale Systemgerechtigkeit)과 수평적 체
계정당성(horizontale Systemgerechtigkeit)이라고 할 수 있다. 추상성의 정도가 매
우 높은 이러한 다양한 원칙들은 다시 현실적인 입법실무의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
기 위해서는 다시 보다 구체적인 최하위범주로 세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서는 구체적 적용가능성의 차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최하위의 범주로서 수평적 체
계정당성 내에서 법률 간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법령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기준의 중심점이 되는 구체적인 원칙
을 찾기 위해 주로 동일한 규범단계의 법령 사이에서 실질적 체계정당성에 대한 내
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구체화되는지 하는 문제를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
문에 상위범주의 다른 원칙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개념과 기
본적인 내용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법령 통폐합 및 분법의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입법의 실무에서 법령 통폐합
및 분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기준들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는 국토계획관련 법령을 위에서 제시한 기준과 도구를 가지고 분석하여 해당
법령군에 대한 통폐합의 가능성 및 분법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정리하여 통폐
합과 분법의 모델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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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령의 현황과 통폐합 및 분법의 필요성, 의의와 기대효과
1. 법령의 현황 - 문제점
2011년 9월 15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의 총 수는 법률 1206건을 포함하여 총
4108건 이다.1)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회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률의 제․개정 건수는 최근 3년간 큰 변화는 없으나 대통령을
포함한 하위 법령의 제․개정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법
현실의 복잡함과 전문화에 따라 법률에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데 어
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게 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2)
법령통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현대국가는 점점 전문화되고 다층화 되면서 과거
입법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현상 및 관계들에 대한 대처 등 법현실이 복
잡하고 다원화됨에 다양한 입법요구가 생기고 있다. 입법자는

이러한 요구에 대하

여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처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많은 법률들
의 양산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현대국가에서의 입법자는 입법자 스스로도 전체의
법률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조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 이른바
법률의 홍수라고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법률 비전문가이면서도 해당 법률을 준수하
거나 해당 법률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해야 하는 수범자는 법률의 홍수와 정
글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고 있다. 수범자들은 법률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법률에 대한 갈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많은 법령, 복잡한 법령체계는 수범자에게 법령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은 단일 법령 자체가 잘 만들어지지 못하여서 그러한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간단히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법령
이 유사한 영역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준용규정 등 기타 관련 규정 등을 통
하여 상호 관련을 맺고 있으나 그러한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치유
가 간단하지 않다. 법령의 상․하간, 상호간의 체계정당성, 통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유사 법령간의 선․후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보충성의 원칙 등 매우 복잡한
기준과 척도에 의해서 진단이 이루어지고 치유가 되어야 한다.
2. 법령의 통폐합 및 분법의 필요성

1) http://www.moleg.go.kr/lawinfo/status/statusReport.
2) http://www.moleg.go.kr/lawinfo/status/statusReport.에서 연도별 공포법령 통계 참조. 다만, 하위법령의 내
용이 상위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한계를 유월하거나 위임근거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에 대한 통제
가 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들을 직접 다루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문제점을 포괄적
으로 지적하는 것이 그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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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통폐합 또는 분법의 최상위의 원칙과 기준은 수범자 중심의 입법이다. 입
법의 목적은 헌법의 최고 핵심가치인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구체화 및 실현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법률의 제정 시에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법률을 통하여
헌법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지, 또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신중한 고
려를 하여야만 한다. 구체적인 입법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이
해당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만 한다.
도입 당시에 개별적인 정당성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법령 개선작업이 계속되지 않
는다면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는 법령이 많아지고 그것이 국민과 기업을 옭아매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법령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법령이 복

잡화됨에 따라 법령을 쉽게 찾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3. 법령 통폐합 및 분법의 의의와 기대효과
법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입법자에게는 입법지침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 법률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게는 법률에 대한 이해 및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해주며, 수범자에게는 법률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또한 법률을 해석하는 법원에게는 법률 간의 체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함을 제공하여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모순의 예방 및 재판결과의 합법성 제
고와 더불어 소송당사자로부터 법적용에 대한 신뢰의 확보에 기여한다.
1) 수범자의 권리 실현 강화
법률의 통합, 폐지 및 분법은 법체계의 통일성과 간결함을 가져와 수범자가 법률
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목적이 수월해진다. 법률은 일반적으
로 헌법의 핵심가치인 국민의 권리보호와 보장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이해가
능하고 체계가 명확해진다면 법률이 보호하고 보장하는 바, 법률이 금지하거나 명
령하는 내용의 파악이 용이해져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가져다주어 법적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 결국 수범자는 해당 법률들을 통하여 자신의 헌법적․법적 권리의
실현을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2) 법률의 체계성 확보를 통한 규범의 통일성 확보
수범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법률은 그 자체로서 좋은 법률이며,
그러한 법률은 권장되는 법률이다. 법률이 수범자의 법적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그러한 각 법률 간의 최소한의 상호관련성이 존재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률의
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률의 홍수(Gesetzesflut)라는 의미는 단순히 법률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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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입법목적의 불확실성과 기존의 법률들이 상호 체계성을 확
보하지 못하여 수범자의 법적 생활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3) 법률을 통합, 폐지하거나 분법을 하는 것은 법률들이 각각의 입법목적을 입법
자가 의욕한 바에 부합하여 수범자들의 법적 생활의 안정과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
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기준에 따른 기존의 법률들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법체계의 간결성과 통일성이 확보되어 법률 간의 상호관계 등의 파악 등 법체계가
일목요연하게 파악되어 수범자의 법률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이해
가능성이 높은 법률은 준수의 정도도 비례해서 높아질 것이다. 법률집행자의 경우
도 집행을 위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한 국가 내에서 자원의 효율적 집행
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것이다.
3) 법률집행 비용의 절감
기존 법령이 통폐합은 집행기관, 기구의 합리적, 효율적 조정 등을 통하여 국가의
법집행 비용의 절감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법률의 간소화 또는 체계적 정리는 수범
자들에게 법률의 이행비용의 절감(규제의 완화, Deregulierung)과 법률집행 비용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법률 집행기관의 상이함, 법률집행 과정의 복잡함, 법률 준수의
절차 및 비용의 과다 등은 법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결국 수범자와 국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간결한 법률의 정비(통합, 폐지,
분법)은 이러한 모든 비용의 절감과 효율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4) 국가작용의 정당성 강화
수범자 친화적 법률은 법집행의 측면에서 본다면 법률의 집행도 및 법집행의 효율
성을 높여준다. 법집행의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는 수범자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도
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법률에 대한 자발적 준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다. 국가작용은 법률을 통하여 하게 되므로 법률에 대한 수범자의 자발적 준수는
국가작용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며 이는 국가작용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결과로 이어
질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통폐합과 분법을 통한 법률의 체계성 확보는 국가작용의
효율성 및 정당성의 제고와 깊은 관련을 맺는 중요한 과제이다.

3) Sigrid, Emmenegger, Gesetzgebungskunst, Tübingen, 2006, S.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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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입법자의 의무와 법령 통폐합 및 분법의 대상, 외국의 사례
1. 입법자의 의무 - 법률체계 개선의무
입법자의 목표는 이른바 ‘좋은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좋은 법’이 어떠한 법이
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으나 공통적인 것은 ‘좋은 법’은 수범자 친화적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은 법률의 제정 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이 일단 입법자의 손을 떠나고 나면 입법자는 해당 법률이 수범자 친
화적으로 규범력을 유지하고 집행되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경우에 따라 개선하
여야 한다.4) 법률의 사후 개선과 관련한 입법자의 의무는 이미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를 비롯하여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확인한 바가 있다.5)
입법자의 사후 작위의무(법률관찰의무, 법률개선의무)는 단일 법률의 생존주기
(Life Cycle)에 따라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법률 간의 관계 속에서도
복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법률의 홍수라고 말해지는 바처럼 많은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대국가들은 대부분 법률 간의 체계성 파악과 통
일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일 법률에 대한 관찰 및 개선도 매우 어
려운 과제인데 법률 간의 체계 및 통일성을 파악하고 유지, 개선하는 것은 더욱 어
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입법자는 입법과정의 합리적 개선, 정보화, 이른바 입법평가의 기법 등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완결된 법률을 생산하고자 노력을 하여 왔다. 그러나 다수 법률들을 종
합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법률 간의 관계 및 상호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는 체계의
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범자 측면에서는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준수행위를 하여야 하는 법률들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목적 및 방향이 상이한
경우라든가, 기술적 집행과정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집행기관의 상이한 경
우 등 입법상황 및 현실의 문제로 인해 입법자가 다수의 유사한 법률을 만들어 내
는 현실적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법률 간의 체계성
및 관련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한 국가의 법체계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된
다. 결국 이러한 법체계의 혼란은 수범자인 국민들의 기본권 실현에 부정적인 결과
를 가져다 줄 뿐이다.
입법자는 기본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준수하고 이를 구체화할 의무를 부담
하므로 이를 위해서 기본권 구체화 수단인 법률과 이들의 체계의 개선을 위한 구체
적인 작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6) 법률의 통폐합과 분법은 입법자의 이러한 헌법
적 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작위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 법령의 통합, 폐지 및 분법의 대상
4) 최윤철,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토지공법연구 제21권, 2004, 475면.
5) BVerfGE 25, 1; 88, 203 usw.
6) 이러한 작위의무는 헌법 제10조 2문에서 도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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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의 대상
모든 법률은 각각의 입법목적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문들을 가지고 독자적으
로 시행된다. 따라서 입법목적 등을 통하여 본다면 법률들은 각각의 독자성과 전문
집행영역을 가진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다층, 다면화는 예전보다 더욱 많은 법률을
필요로 하고 입법자는 이에 따라 더 많은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입
법자가 이를 인식하였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상당수의 법률들이 상호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입법목적의 유사성 또는 충돌, 집행기관의 중복,
수범자 집단의 중첩, 법률준수 또는 집행의 과정의 중첩에 따른 비용의 낭비 등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중복 또는 중첩은 이른
바 법률체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법치국가 유지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이러한 경우 입법자는 다툼이 되고 있는 법률군에 대한
현황 파악과 통합을 위한 기준을 연구하고 제시하여야만 한다. 설득력이 없는 기준
에 의한 통합은 오히려 법치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률 간의 통합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입법목적이 유사함에도 불구하
고 집행기관을 나누어서 따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률(집행기관의 효
율화) ② 지나친 규제로 지나친 규제로 국민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
률(탈규제의 필요) ③ 하나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 실현을 위해서 수범자가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중복규제의 제거) ④일반법과
특별법관계에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없는 법률 (일반규정화의 필요) ⑤ 입법목
적의 달성을 위한 집행기관의 중복적 비용 지출을 야기하는 법률(비용의 효율화)
2) 폐지의 대상
특정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법률은 형식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식적 폐지절차
또는 헌법재판 등 규범통제절차에 의해서 헌법에 반하는 경우에 그 수명을 다 한
다. 입법자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적용기간(효력발생기간)을 정하고 제정한 한시법
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시한이 되면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폐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은 폐지의 시기를 정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오히려 해당 법률이 적용의 중단이나 폐지 없이 계속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
다.
법률은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범자 또는 법률 집행자들로부터 그
준수 또는 집행을 둘러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입법자가 예정하고 예측하였던 법률
결과예측이 부정확함으로 인하여 실제 법률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입법목적과 법현
실과의 괴리, 입법목적은 명확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수범자의 수준, 집행기관의 불
충분한 능력 등) 준수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경우, 입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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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입법목적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 법률이 더 이상 규범으로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법률들에 대한 폐지여
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집행부가 입법부에 대하여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대국가의 경우 다수의 법
률이 집행부의 정책집행의 정당성확보, 안정적 정책집행, 정책집행의 수월함만을
이유로 하여 입법이 집행부에 의해서 사실상 주도되어 제정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법률은 법률이 가져야 하는 일반성과 추상성의 정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로
해당 법률의 집행결과 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집행
부의 의도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부처와 관련
된 특정 이해관계 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률, 해당 부처관련
정책만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로서 법률이 정책집행의 수단으로만 이용된 경우, 불
가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을 새로이 만들거나 그 권한을 확대하는 것만
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들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폐지의 대상이 된다. 그 밖에
도 입법당시의 상황, 가치관, 물적 여건 등이 변화함에 따라 입법동기 및 입법목적
이 무의미하여진 경우 등도 폐지의 대상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분법의 대상
너무 많은 법률,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전문화되어 있는 법률, 집행기관의 중복,
수범자의 부담의 중복 등을 야기하는 법률들이 통합의 대상이 되거나 폐지의 대상
이 되는 반면에 상호관련성이 없거나 미약한 내용을 각 동일 법률 내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해당 법률의 집행권한, 책임부담을 하여야 하는 기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
고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는 법률 등도 수범자에게 불편을 주는 법률이 된다. 이러
한 법률들은 체계정당성, 이해의 용이성, 실용성 등의 기준에 의해서 각각의 입법
목적과 실효적 집행, 수월한 준수를 위해서 분법이 되어야 한다.
국민과 외국인의 출국과 입국, 체류자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
는 ‘출입국 관리법’의 경우 국제사회 및 변화하는 국내 상황으로 인하여 새로이 난
민관련 규정을 대폭 추가하여 개정을 하였으나, 출입국 관리법의 입법목적과 난민
의 인정 및 대우 등은 동질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상이한 것으로서 각각 독립된
법률로서 분법되어 규정되어야 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출입국 관리법이 행정법적
영역에서 관리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중심으로 한다면 난민에 관한 규정은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자연법적 사고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상호 동질성이 없는 경우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본법’ 형식의 법률은 분법과 관련하여 많은 제한요인이 된다. 기본
법은 그 성격상 어떠한 영역(입법 분야)에 공통적으로 전제가 되거나 규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대강을 정하고 있을 뿐으로, 이후 이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자의 입법 활동이
추가로 있어야만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기본법은 해당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
한 상세한 규정 등을 두는 것이 매우 어려울뿐더러, 그에 따라서 대부분 선언적 성격이나
방침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을 두게 된다. 법률의 구체적 집행의 측면에서 기본법 제정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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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입법자가 세심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본법 속
에는 해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모두 담고자 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기본법 자체의 체계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본법에서는 많은 경우 기본
법 형식의 입법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집행법률들을 제정하는 방향이나 기본법을 구

체적인 집행법률들로 세분화하여 분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외국의 사례
1) 법령정비의 필요성
법률의 홍수(Gesetzesflut), 법률간의 체계성 상실, 너무 어려운 법률, 시의성을 잃
은 법률에 대한 수범자 및 법률 집행자의 불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
가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의 규범력 확보를 통한 수범자의 법익
의 보호 및 증대를 위하여 많은 국가들은 법률체계의 정비, 법률의 이해가능성 확
보, 법률의 시의성 확보 등을 목표로 법률정비를 시도하고 있다.7) 여기서는 우리나
라의 법령정비, 특히 법률의 통폐합과 분법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제
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일과 일본에 관해서만 보기로 한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대륙법체계를 따르고 있고 입법과정, 입법환경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입법실제에서도 두 나라는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상호 많은 참조가 되고
있으므로 두 나라를 중심으로 소개를 하도록 한다.
2) 독일
(1) 연방정부의 1968년 연방법 정비사업
독일 연방정부는 1968년 ‘연방법 종합 및 정리를 위한 법률“(Gesetz über den
Abschluss der Sammlung des Bundesrechts)를 제정하여 상당수의 연방법을 정리
하였다. 당시 연방정부는 1958년 7월 10일부터 1963년 12월 31일 사이이 시행중
인 연방법률 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리사업을 실시하여 이를 연방법률집 III에 게재
하여 공포하였다. 이 정리를 통하여 연방법률집에 담기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들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다. 연방법률집에 실린 법령들은 특정한 체계성 원칙에 따
라 정리되었는데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8) 연방법무성은
이때에 연방 법률색인 A에 따라 연방법률들의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7)

유럽 각국의 법령정비의 현황에 대해서는 Alexander Konzelmann, Methode landesrechtlicher
Rechtsbereinigung, Stuttgart, 1997, Kapitel VI. 1. 이하 참조.
8) 독일의 경우는 새로이 제정되는 법령은 연방법무성에서 편집한 색인 확인 방식 A에 따라 정리가 되며 이에
따라 매년 말(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들이 편찬된다. 연방법무성은 이러한 작업을 Juris
GmbH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 텍스트를 기준으로 하여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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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료주의 철폐와 더 낳은 입법(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etzung)
가. 정비사업 계획
2003년부터 시행된 ‘선도적 관료주의철폐9)’(Initiative Bürokratieabbau) 프로그램
속에서 시행된 법령정비과제(Projekt Rechtsbereinigung)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
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수행한 프로그램인 ‘관료주의철폐와 더 낳은 입법10)’에 따라
발전적으로 지속되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시의적합하고, 효율적이면서 파악이 가능한 법규를 얻는 것을 목
표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정비를 하였다. 이 작업을 통하여 현재 시행
중인 연방법의 규범적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불가피성이 떨어지거나 중복적이
고 반복적인 법규들을 정비하여 나갔다.
나. 경과
법령정비 프로그램은 2003년 시작된 이래 11개의 법령정비법률이 위에서 지적한
방향에 따라 제정됨으로서 상당한 부분성과를 가져왔다고 독일 연방 법무성은 스스
로 평가하고 있다.11) 연방 법무성은 법령정비의 가장 우선적이고 최고의 목표를 완
전한 법률과 법규들의 최고 상태유지를 위함으로 하고, 그러하지 못한 법률과 법규
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결과 11건의 법령정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총
376건의 법률, 643건의 법규명령 및 기타 다른 법규 등 총 1,040건의 연방법령을
정비하였다. 연방 법무성은 2009년 3월 그간 진행된 법령정비경과 및 실적을 보고
서로 하여 발표하였다.12)

약 1,040개의 법률, 명령 그리고 다른 법규와 개별적 숫

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통일조약에 근거를 두고 통일이행을 위해 제정
되었던 많은 과도기 법들이 정비되었다. 그 밖에도 연방정부는 2009년 3월에 ‘환
경, 자연보호 및 원자력 안전부’ 관할부분의 법령정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10개
의 법률과 명령을 정비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그 밖에도 2009년 초에는 추가적인
법령정비법률이 제정되어 약 85개의 법률과 법령 및 통일관련 과도기 법들이 정비
되었다.
제16대 연방의회 회기부터 지금까지(2009년 현재) 법령정비법률에 의해 폐지된
법규를 제외하고 다른 입법계획과 관련하여 438개의 법률과 명령이 정리가 되었다.
이러한 정비가 새로운 입법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다시 양적으로 보충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제16대 연방의회 회기 중에 많은 법령의 감축이 있었다. 제16대 회기
9) 연방내각 결정 2003년 2월 26일과 2003년 7월 9일.
10) 연방내각 결정 2006년 4월 25일, 제3장 번호 1의 5호.
11) Vgl., BMJ, Programm der Bundesregierung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etzung, - Bericht
zum Stand der Rechtsbereinigung, 2009. 3., S. 2.
12) BMJ, Programm der Bundesregierung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etzung, - Bericht zum
Stand der Rechtsbereinigung,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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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2,039건의 법률과 3,175건의 명령의 수가 각각 법률은 1,728건 명령은
2,659건으로 줄어들었다(2009년 3월 현재). 이러한 결과는 1968년 연방법과 관련
한 정리를 하여온 이래 법령정비와 관련한 매우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
다.
다. 통폐합 등 정비사업
독일의 법령정비사업의 최고의 목표는 시의성을 상실한 법령, 복잡한 법령, 체계
성을 상실하거나 모호해진 법령 등에 대한 현황파악과,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법령전체를 간결화 함으로써 법령의 명확성과 이해가능성을 높여서 수범자에게 보
다 친화적인 법령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행을 위해서 우선 각 중앙행정기
관 별로 소관 법령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여 해당 영역에서의 전문부서에게 일차
적 책임을 부여하였다.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방내무성과 연방법무성이 협력하고 연방정부 전체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를 가
지고 수행하였다.13)
연방법무성은 법령정비를 위한 구체적 기준마련과 수행을 위하여 연방 정부간 업
무통칙(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제 46조의 법령평
가의 경험을 다수 참조하였다. 연방법무성은 이러한 경험을 근거로 법령정비의 각
부문별 중요점 및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점 등을 정리하고 이를 각 중앙행정기관
내의 소관 부서에 제공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거쳤다.
라. 성과
법령정비는 몇 가지 형식적 기준과 범주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 법령들에 대
한 통폐합 및 분법의 방법을 통하여 정비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14)

연방 정부가

법령정비에 있어서 제시한 기준들은 ① 오래된 법(altes Recht) ② 경과법 및 부수
법(Übergangsrecht bzw. Nebenstammrecht) ③ 그 밖의 사문화 된 법 이였으며,
각 범주 별로 다시 세분화 하여 법령의 유형과 상태, 법령간의 관계, 수범자의 법
령준수 현황, 법령 집행자의 집행의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영역별 법령
의 정비를 하였다.
첫 번째 범주에 따라서 이루어진 법령정비의 현황을 보면,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에 의해서 제정되고 시행되었던 점령지법(Bestazungsrecht)이 2007년
정비가 되었다(BGBl. I. S. 2614). 구 동독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1933년부터 1945
13) BMJ, a.a.O., S. 4.
14) 독일 법령정비의 전체적 내용(형식적, 실질적, 내용적인 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준비용모델
(Standardkosten-Modell),
전자정부 2.0(eGovernment
2.0),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행정
(Zukunftsorientierte Verwaltung durch Innovation) 등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횡단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위의 연방법무성의 보고는 주로 형식적 영역을 중심으로 정리되었고, 법령정비의 실제에서 적용
되고 평가도니 실질적인 부분들은 위의 프로그램 전체의 관계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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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독일 제국시절의 법률들을 통일 독일의 헌법에 따라 정비를 하였는데 그 결과
76건의 법률과 125건의 명령들이 폐지되었다. 그 밖에도 나찌체제 하에서 제정되
어 여전히 남아있던 법규명령들을 정비하였다. 16대 연방의회 입법기 중에 209건
의 명령이 폐지되었으며, 현재에도 112건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 밖에도 연방법
과 지방법사이에서 관장영역이 매우 불투명한 부분은 정리하여 140개의 법규명령
을 연방법의 폐지라는 방법을 통하여 지방에 의한 정비로 위임하였다. 제목만 남아
있던 법률과 명령의 폐지를 통하여 사실상 잊혀져 있던 법률들을 형식적 정리를 통
하여 폐지하였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제16대 연방의회 회기 중 총 93건의
법률과 108건의 법규명령이다. 이러한 경우는 아직도 39건의 법률과 38개의 법규
명령이 남아 있다.15) 법령정비프로그램에서는 법률의 개념 또는 정의가 제국
(Reich)이라는 용어와 함께 설정되어 있던 것도 정리하였다. 제16대 연방의회는
692개의 법률과 명령을 조사하여 2071개가 제국이라는 용어 및 개념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이중 948건이 정리가 되었다.16)
두 번째 범주에 따른 법령정비 결과를 보면 가장 먼저 주목된 영역이 법률개정이
후 해당 법률이나 관련 법률에 개정법률에 따라 정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쳐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이른바 ‘법률의 잔해들’(Regelungsreste)에 관한 부
분이다. 이러한 경우는 법령적용 실재에서 개정 법률과 관련 법률사이에 체계의 혼
란을 초래하고, 적용에 있어서 중복과 충돌을 가져옴으로써 준수 및 집행에서 심각
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야 제16대 연방의회는 법령정비
작업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 결과 120건의 개정법률과 32건의 명령을 대상으로 정
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66건의 법률과 19건의 명령이 정비를 기다리고
있다.17) 그 밖에 통일조약과 관련한 영역에서 통일조약과 구 동독의 법령간의 통일
에도 주목하였다. 관할 등의 불분명함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법규전체의 명확성
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여 각 법령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독일정부가 체결한 각종 조약 및 협정과 국내 법령간의 체계문제를 주목하
였다. 특히 비자기집행조약의 경우 조약의 국내 적용을 위해 제정된 조약이행법률
들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여 11건의 조약법률을 정리하였으며, 2009년 2월 현재 17
건이 정비대상으로서 검토되고 있다.18)
세 번째 범주는 구체적인 숫자를 세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법령 등에 대
한 정비를 하였다.19)
2) 일본의 통합법과 분법 사례

15)
16)
17)
18)
19)

2009년 3월 현재.
Vgl. BMJ, a.a.O.,
2009년 2월 17일
Vgl. BMJ, a.a.O.,
Vgl. BMJ, a.a.O.,

S. 6-10ff.
현재.
S. 15.
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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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법령 정비 현황
일본에서는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
록, 민법·상법 등을 비롯한 민사기본법제의 정비와, 이러한 변화에 따른 범죄현상에
대응하도록, 형법 등의 형사기본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사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법무성에서는 2001년도부터 5년의 기간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경제 활
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제의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후 2007년 내각회
의의 결정에 따라「규제 개혁 추진을 위한 3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말까지
기본법제의 정비사업을 추진했다.20)
일본의 법령은 2011년 10월 1일 현재 법률 1,864개, 정령·칙령 2,022개, 부령·성
령 3,775개 총7,661개의 법령이 존재한다.21)
일본은 2009년부터 법무성의 주도하에 1867년 이후 현재까지 제정된 법령(법률,
정령, 성령, 법규성이 있는 고시 등)에 대해서,

제정, 개폐 연혁 등의 법령정비 기

본 데이터를 작성하고, 법령정비·편찬 업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비
를 하고 있다. 법령의 실질적인 정비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제정된 법령 가운데, 종
기의 도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한 법령의 유무 및 그 사유의 조사·검토 및 실
질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없는 실효성을 상실한 법령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
를 법령정비·편찬업무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다.22)
[표-1]2010년 3. 31까지 정비된 법률의 구체적 내용
목표

법정비의 구체적 내용
상법․ 회사법․ 보험법의 정비
신탁법의 전면적인 재검토

민사관계

담보・집행법제，구분소유법 정비
전자기록채권제도의 도입
외국에 대한 일본의 민사재판권에 관
한 법제의 정비
경제금융범죄 및 기업활동에 관한 범
죄에 대한 벌칙 정비

형사관계

ＩＴ혁명의 추진 등에 수반하는 형사
관계법령정비
국제수사공조법에 관계되는 법률의 개

20) 法務省, 平成２1年度 法務省事後評価実施結果報告書, 2010. 9, 19면.
21) http://law.e-gov.go.jp/announce.html
22) 法務省, 2009年 法務年鑑, 2010. 11,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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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해당규정 정비

(2) 통신 ․ 방송법의 통합과 금융상품거래법
가. 통신 ․ 방송법
일본 총무성은 미디어 융합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통신과 방송을 포괄하는 법체계
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이유는 정보통신사회의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 시
장의 거대화에 따른 자유로운 사업환경정비, 정합성 · 통일성이 있는 이용자 보호
대책, 급속한 기술 혁신에의 대응, 네트워크의 국제화에의 대응 등이었다.23)
2008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통신방송심의회 산하에 ‘통신 ․ 방송의 종합적
법체계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두고 통신 ․ 방송 법체계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였
다. 총무성은 긴 논의의 과정에서 2007년 12월에는 ‘정보통신법(가칭)’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을, 2009년 8월 말에는 ‘새로운 법체계’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진행과정을 통해 일본의 통신 ․ 방송 법체계가 하나의 법률로 무난히
일원화될 것처럼 보였으나, 2009년 말에 ‘정보통신법(가칭)’으로의 일원화가 무산되
었다. 대신, 총무성은 2010년 기존 통신 ․ 방송관련 8개 법률을 4개로 통합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 후 2010년 3월 개정안의 일
본 국회제출, 2010년 5월 중의원 통과, 11월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일본의 기존
통신 ․ 방송법률은 8개에서 4개로 통합되었다.
즉 기존의 방송 부문에서 유선라디오방송법, 케이블TV방송법, 전기통신역무이용방
송법을 폐지하고 이를 방송법으로 통합시켰으며, 통신 부문의 경우 유선방송전화법
을 폐지하고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시켰다. 그리고 통신과 방송에 걸쳐 있
는 법률인 전파법과 유선전화통신법은 각각 개정하였다. 이렇게 법률을 통합한 이
유는 현재 매체의 특성에 따라 수직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법체계를, 방송과 통신의
구분을 없애고 수평적 레이어(Layer) 체계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 ‘플랫폼’, ‘전송인프라’의세 규제대상 기준을 만들고, 가칭 정보통신법으로
일원화를 시도하였다.24) 비록‘정보통신법(가칭)’으로의 완전한 통합법 제정은 무산
되었지만, 2010년 개정 통신 . 방송 관련법은 기존에 8개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법률을 최대한 통합하는 데에는 성공하였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통신과 방송 융합을 직간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한다. 2010년 일본
통신 . 방송 관련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법(가칭)’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융합 서비
스의 도입과 촉진이라는 최초의 구상에서 크게 후퇴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3)http://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policyreports/chousa/tsushin_houseikika-ku/
pdf/071206_4.pdf
24) 박민성, 일본 방송의 종합적 법체계 최근 동향, 방송통신정책 제21권 1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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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정 통신 . 방송법이 기존의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규제하던 관련 법률을
방송과 통신을 중심으로 크게 묶었다는 점,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는 현실을 반영하
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개정 통신․방송 관련법에서도
융합환경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25)
[표-2] 2010년 일본의 통신방송 통합법체계>
관련법률
통신관련법

방송관련법

개별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유선방송전화법
전파법
유선전기통신법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유선텔레비젼 방송법
유선 라디오방송법
방송법

통합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유선전기통신법
방송법

나. 금융상품거래법
금융상품거래법은 기존의 증권거래법을 개정한 것이지만 증권거래법 외에도 금융
선물거래법, 상품펀드법, 투자자문업법, 투자신탁법의 5개 법률을 통합하여 2006년
6월 제정되었다. 그 이유는 일본의 경우 벤처기업의 육성이나 저축에서 투자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경기가 회복되고 조합을 이용하여 투자나 사업을 하는 각종 펀
드나 외환증거금거래와 같이 종래에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던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
장하게 되면서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예금·보험
이외의 투자상품에 한해 횡단적인 Rule을 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26) 즉 새로
운 금융상품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능별로 그리고 횡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
는 법체제의 체계적 정합성이 요청되었다. 또한 2000년 이후 미국 및 독일 등의
증권관련법에서는 유가증권을 정의함에 있어 법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관련법의 규제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 투자자를 보
다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종래의 법체계로는 새로운 금융기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상품에 따라서는 이들을 규제하는 법률이 상이함으로 인
하여 국제적 흐름에 역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금
융상품거래법은 선진국들의 금융법제를 모범으로 하여 이들 법제와의 국제적 정합
성을 추구할 필요성에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27)

25) 박민성, 일본 정보통신법(가칭) 무산원인과 통신방송 관련법 주요개정내용, 방송통신정책 제23권 2호, 정보
통신정책연구원, 2011, 21면.
26) 황진자, 일본의 금융소비자보호법제 제정에 따른 시사점 - 소비자계약법 금융상품판매법 금융상품거래법 제
정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동향, 한국소비자원, 2008. 10, 7면.
27) 오성근,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
원, 20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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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법에서 회사법과 보험법의 분법
가. 회사법
회사법의 제정은 일본 상법전 제2편(회사)을 분법하여 단행법화 하면서 기존의 유
한회사법, 주식회사의 감사 등에 관한 상법의 특례 관한 법률 등을 회사법으로 통
합하였다.28) 이러한 회사법의 제정과정은 회사법제의 현대화라는 목적하에 2004년
12월「회사법제의 현대화에 관한 요강안」이 법제심의회의 회사법부회에 의해 발표
되었다. 동 요강안은 법제심의회의 승인을 얻어 요강으로서 법무대신에게 제출, 법
안화 되어 2005년의 통상국회를 거쳐 2006년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분법
의 배경은 1899년(明治 32년)에 제정된 현행 일본 상법은 카타가나 문어체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학자나 실무가도 이해하기 어려워 히라가나 구어체로
개정할 것이 강하게 요청되었고, 용어에 대한 정리와 함께 해석 등의 명확성을 기
하기 위해 필요에 따른 규정에 대한 정비를 도모하였다. 즉 회사와 관련된 여러 제
도간의 규율상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으로서,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4가지 형태의 회사가 인정되었다. 이 중 주식회사는 주식양
도제한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양도제한회사와 양도비제한회사로 분류되며, 상법
특례법상의 규정에 따라 대회사, 중회사, 소회사로 구분되며, 동법상의 대회사는 설
치되는 기관에 의해 감사(회)설치회사와 위원회 등 설치회사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
렇게 주식회사의 다양화로 인하여 회사형태 간에 실무상의 불합리한 차이 등이 지
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제도간의 규율상 불균형에 대한 시정이 실질개정의
제1차적인 목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
여 각종의 제도개선, 회사법제의 현대화에 적합한 내용으로 실질적인 개정을 하게
된 것이다.29)
나. 보험법
일본의 보험법이 상법에서 분법되어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기본
적 법률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현대사회에 적합성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즉 법규정 내용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대략 다음
과 같다. ① 종전에 상법상 보험 유형에 존재하지 않던 상해 ․ 질병보험계약을 법적
으로 유형화하는 것, ② 손해보험계약의 물건보험 내지 책임보험으로서의 두 가지
성격에 잘 대응하도록 하는 규정 정비 ③ 고령화사회에서 생명보험계약의 중요성과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④ 보험계약의 성립, 변동 및 종료에

28) 권종호, 일본 상사법의 개별입법화동향, 기업법연구 제23권 제4호, 2009, 170면.
29) 양만식, 최근 일본 회사법의 개정동향, 기업법연구 제19권 제3호, 2005, 55-56면.

- 16 -

관한 규정의 정비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 건전성 유지, 고도
정보화사회 대응 등과 관련한 것이다.30)
이러한 일본의 보험법의 제정 ․ 시행은 1899년 일본 상법이 제정된지 100여년만
의 일로서 그동안 분쟁발생의 경우 판례에 의존하여 처리해오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31) 이처럼 상법 보험편을 독립된 법률로서 제정함으로서,32)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소비자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30) http://world.moleg.go.kr/download?file_id=10226 참조.
31) 오영수/김경환, 일본 보험법 시행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2010. 4, 1면.
32) 일본의 보험법은 상법 제2편 회사편을 삭제한 회사법과는 달리 기존의 제3편 제10장은 내용의 일부만 수정
하여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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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법령 통폐합 및 분법의 기본원칙
1. 최상위범주
법률은 한 국가 내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구체화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식적
인 수단이다. 따라서 법률의 가장 크고 중요한 기능은 국민들에게 국가생활 및 법
생활에서 예측가능성과 그에 수반하는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률이 이
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수범자에게 친
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 통합, 폐지 또는 분법을 위한 가장 우선적
기준도 수범자 친화성이어야만 한다. 수범자 친화성(Adressatenfreundlichkeit)의 의
미는 수범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법률을 통해서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각종 권리의 보호 및 보장,
의무의 부과, 금지의 설정 및 금지위반에 대한 제재 등이 헌법의 범위 속에서 합리
적이고 설득력 있을 정도와 성격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해당 법률이 시행
됨에 있어서 수범자의 시각에서 최소한의 현실적합성을 가져야 함도 물론이다. 법
률이 이러한 성격과 내용을 가짐으로써 수범자 친화적이기 위해서는 입법자는 입법
과정에서 입법전 결과예측과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 법률의 구체화 과
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 및 합법성 확보, 법률 시행 후의 법률에 대한 관찰과 개선
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33)
2. 상위범주
상위범주로서 살펴볼 수 있는 입법의 원칙은 법률제정의 불가피성 또는 비례의 원
칙(Notwendigkeit,

Verhältnismässigkeit),

넓은

의미의

체계정당성의

원칙

(Systemgerechtigkeit), 명확성의 원칙(Bestimmtheit, Klarheit), 신뢰보호의 원칙
(Vertrauensgebot, Kontinuität), 이해 용이성의 원칙(Verständlichkeit), 법률의 실용
성 원칙(Praktikablität) 등을 들 수 있다.
1) 법률제정의 불가피성 또는 비례의 원칙(Notwendigkeit, Verhältnismässigkeit)
어떠한 법률의 필요성이 입법자 또는 정치적 결정자의 범위 내에서 논의가 되면
우선 해당 법률제정의 불가피성이 평가되어야만 한다. 법률제정의 불가피성에서 가
장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해당 법률이 기존의 법체계 및 법률에 대한 관계,
수범자가 법률준수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의 정도, 해당 법률의 집행을 위한
33) 예를 든다면 어떠한 법률의 제정과 해당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수범자에게 부담을 가하는 이른바 ‘규제’를
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규제의 불가피성(목적의 정당성), 규제집행의 적정성(방법의 적정성 및 규제의 최
소성: 효율성), 규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와 입법목적과의 관계(비례의 원칙) 가 면밀히 검토된 후 설정되
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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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비용의 정도이다. 만약 기존의 법체계에 대한 위협(중복, 충돌, 신법 제정으
로 인하여 기존의 법체계의 집행 및 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
여 수범자의 부담이 그다지 경감되지 않거나 권리의 신장이 미흡한 경우, 해당 법
률의 집행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해당 법률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제정의 불가피성은 부정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의 제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34)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입법
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입법자는 입법행위를 자제하여야 한
다.
불가피성과 비례의 원칙은 기존의 법률 및 법률체계에도 적용된다. 입법자는 기존
의 법률 및 법률체계가 입법목적의 실현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
여야 한다.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입법목적, 목표 및 효과를 가진 법률들이 집행
기관의 편리, 입법자의 입법 전 입법 현황 조사의 미흡으로 인한 법률의 중복이 있
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입법목표 도달을 위한 과정에서 수범자나 법률 집행자에
게 서로 모순되거나 중복적인 준수 또는 집행의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후평가 있어야 한다. 유사한 입법목표의 달성에 비하여 국가의 법집행
을 위한 비용 또는 수범자의 비용이 지나치게 소요되는 경우도 입법자의 평가 대상
이 된다. 만약 입법자의 평가 결과 시행중인 법률 또는 법률들 사이에 문제점이 발
견된다면 입법자는 해당 법률 또는 법체계에 대한 비례관계, 법률 존치의 불가피성
등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정비의 방법으로는 유사한
법률의 통폐합(집행기관의 일원화, 집행 및 준수 과정의 일원화) 또는 상호 독립적
인 내용이 하나의 법률 속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분법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법률도 법률의 제정으로부터 시행과정, 입법목적의 달성 등의 생존주기(Life
Cycle)를 가진다. 법률이 입법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의 법률집행 비용의 지출 또
는 준수비용이 필요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이르는 단계에 이르면 입법자는 해당
법률에 대한 폐지 또는 대안의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법률유지의 불
가피성 또는 비례원칙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면 된다.
2) 체계정당성의 원칙(Systemgerechtigkeit)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서로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규범
상호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
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
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국가공권
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
34) Georg, Müller, Elemente einer Rechtssetzungslehre, Zürich/Basel/Genf 2006, S.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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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로부터 도출된다. 헌법상의 제도에 관한 체계정당성의 요청이 존중되지 아니하
면 이는 제도상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그러나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바로 위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으로 된다. 입법자가 체
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이에 관한 입법재량이 인정
된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특별
한 사안에 대해 예외적이고도 특별한 법률의 형태로 제정하거나 또는 특별한 예외
조항을 둘 경우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체계와의 충돌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
려가 있다. 또한 일반법안의 입안에 있어서도 전체법률을 체계적으로 조감하고 모
순 없이 입안하기 또한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안
시 전체 법령간의 유기적인 고찰을 통해 법체계상 모순이나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체계정당성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3) 명확성의 원칙(Bestimmtheit, Klarheit)
법률은 수범자에게 구체적 행위를 명령, 금지, 허용 또는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입법에서의 명확성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원
칙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즉, 규범의 의미내
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
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35)
명확성의 정도는 법률이 급부적 법률인지 부담을 부과하는 법률인지에 따라 그 정
도가 다르게 정해진다. 부담부 법률의 경우에도 벌칙(형사벌, 행정벌 등)을 정하는
법률과 용역, 금전적 급부를 부담지우는 법률인지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
다. 급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급부제공과 수범자의 적극적 행위
에 의해서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 등 법률의 목적, 내용에 따라 명확성의 정도가 다
르게 된다. 헌법재판소도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
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
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
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만일 불명
35) 헌재 1990. 4. 2, 89헌가113; 헌재 1996. 8, 29. 94헌바15; 헌재 1996. 11. 28, 96헌가1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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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 방법을 강구하여 동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
는 소지를 봉쇄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여 각 법률의 목적, 성격 등에 따라 명확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36) 즉, 각각의 법률이 가지는 다양한 목적 및
내용에 다른 명확성 확보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법관의 특별한
보충적 해석이 없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는데 어렵지 않을 정도37) 또는 법관
이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충분히 구체화 될 수 있을 정도
이면 법률의 명확성 정도는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38)
법률이 명확하지 못하여 규범의 의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수범
자에게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주지 못하게 되어 법률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법률 집행자에게는 법집행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
게 된다면 수범자의 권리보호 또는 의무확인이 매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불명확한 법률은 집행자에게 지나친 재량의 여지를 줄 위험이 있다. 불명확한
법률 및 법률조문은 집행자에 입법자의 입법목적을 넘어서는 재량판단의 여지를 제
공한다. 그 결과로 법집행의 불평등 및 수범자 간의 권리보호의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4) 신뢰보호의 원칙(Vertrauensgebot, Kontinuität)
신뢰보호의 원칙은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하여 주며,
법률 집행자에게도 입법자의 입법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자신의 법률 집행행
위에 대한 정당화 기능을 가져다준다. 법률이 체계에 정합적이지 않거나 명확하지
아니하여 입법자의 입법목적 또는 규범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하게 되면 수범자는 해
당 법률을 준수함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 집행자는 법집행의 확신을
충분히 가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법률의 집행을 통한 수범자의 권리보호 기능을 수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법률이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입법동기와 입법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
하여야 한다. 또한 입법자가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법률의 제정이라는 수
단에 의하여 접근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제
정의 불가피성, 비례의 원칙 및 보충성의 원칙도 법률에 대한 신뢰보호에 기여를
한다. 법률의 제정과정에서도 초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입법절차의 투명성 및 개
방 등의 조치를 통하여 장래의 수범자들이 가질 수 있는 저항을 최소화하는 작업과
이해를 높이는 것도 법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한 점
에서 행정절차법상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의 제도는 법률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
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36) 헌재 1992. 2. 25, 89헌가10.
37) 헌재 2011. 2. 24, 2009헌바41.
38) Georg, Müller, a.a.O., S. 158; 헌재 2011. 2. 24, 2009헌바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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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과정에서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법률의 집행과정에서의 연속성, 지속
성, 항상성과 일관성은 수범자에게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준다. 법률이 가
지고 있는 전체적인 규범적 의미, 각 조항이 가지고 있는 의미(명령, 금지, 조성
등)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은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 법률 간의
체계정당성 확보를 통한 법률들간의 체계가 명확해지고 각 법률 간의 상관관계가
이해하기 쉬워지면 수범자는 자신의 권리실현 및 의무이행과 관련한 종합적 판단과
기준설정이 가능하게 된다.
5) 이해 용이성의 원칙(Verständlichkeit)
법률은 수범자 및 집행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입법의 실제에서는 구체적인 법률이 모든 수범자 또는 잠정적 수범자들 모두에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제정될 수 없다.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수범자가 구체적 법률
을 접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없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은 수범자에게 자신이 권리실현을 어렵게 하며,
집행자에게도 법률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입법목적이 왜곡되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법률의 이해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령 작성시에 정확한 문장이
사용되어야 한다. 법령에 사용되는 문자 및 문장이 문법, 어법에 맞아야만 한다. 법
령 작성 시에 국어학자 등의 자문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표준적 언어
가 사용되어야 한다. 표준적 언어라 함은 대체적으로 해당 국가의 수범자들이 지배
적으로 사용하는 언어표현이 될 것이다. 법률의 일반성의 전제는 적용대상이 되는
수범자 집단의 크기와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법령이 보다 폭 넓게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의 대상도 비례해서 넓어야 함을 의미한다.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법령의 경우 해당 사회의 지배적인 언어로 작성되어야만 일반적 이
해도가 높을 것이다. 셋째, 법령 작성 시 가능한 한 현대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과
거의 문어체나, 고어체는 해당 법령이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수범자에게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의 곤란함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어라고 하여도 단
순한 유행어, 은어, 아직 한 국가의 언어 체계 속에 충분히 수용되었는지가 검증되
지 아니한 외래어를 법령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대인들이 일상의 언어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도 법령이 가져야 하는 공식성, 권위 등은 지
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어떠한 법률이 규율대상으로 하거나 보호ㆍ보장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수범자 집단과 이를 집행하는 집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입법방법을
찾는 것도 법률의 이해용이성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한 방법 중의 하
나가 법령에 그림, 수식, 표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과거 법령에서 그림을 사
용하는 것은 매우 생소한 것으로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법령은 고도로 압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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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언어를 통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일수록 해석 작용을 통하여 그 법령의
생명력이 지속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입법인식이다. 그러나 법령의 목표가 수범자
집단에게 법령의 목적 및 의미를 보다 쉽게 전달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
고 본다면 단지 문자적 전달방법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구성요건의 명료
화, 간결화를 통하여 수범자의 법령복종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수단이
표, 그림, 수식의 사용이라고 한다면 입법기술상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39)
입법동기가 있고 실제 입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법률들과의 수평적 관계
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률이 기존의 법률과 중복 또는 충돌되는지
여부, 기존의 법률에 대한 단순한 보충에 불과한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복 및
충돌이 있는 법률들, 단순한 보충에 불과한 신법들은 수범자 및 법률 집행자들에게
법률의 의미와 목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
서 기존의 법률체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 및 도구를 마련하고, 입법과정에
서 법률안을 평가하여야 한다.
6) 법률의 실용성 원칙(Praktikablität)
법률은 집행되고 적용되어서 입법목적이 현실화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실용적일 것이 요구된다. 규범을 자의에 의해서 준수할 가능성은 준수와
결부된 비용이 적을수록 높아진다. 집행기관의 경우에도 규범이 간결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면, 해당 규범은 집행기관에 의해서 바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이다.40)
법률은 그 자체가 완벽할 수도 없고, 현실의 모든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입법자는 보다 나은 법률의 획득과 유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정보
를 수집하고, 문제를 파악하며, 이해관계를 형량하기 위한 목표와 수단의 발견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법률의 시행 및 집행은 이미 알려져 있는 개별적 문제의 단순한 해결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규범프로그램을 현실화시키는 것, 즉 독자적인 의미와 내용을 가지는 규
범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법규의 제정과 법규적용 간의 올바른 상호작용
을 통해서만 어떠한 정치적 구상이 특정한 분야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41)
법률의 집행 또는 적용의 기능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을 가진다면, 실용성의 목표
가 가지는 의미가 명백해진다. 결국 수범자에게 친화적인 규범의 제공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적용이 간결해지면 법규의 목적도 쉽게 달성될 수 있으며, 법규가 실
용적이면 법규의 실현을 위한 기회도 상승한다. 법률이 실용성 측면에서 준수 또는
집행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법적 안정성의 확보는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다. 어떠
한 법률이 실용성의 부족으로 적용될 수 없는 입법은 결국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의
39) 최윤철, 입법기술로서 그림, 수식 및 표, 입법정책 제4권 제2호, 2010. 12. 37면 이하 참조,
40) G. Müller, a.a.O., 163.
41) G. Müller, a.a.O.,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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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반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42)
법규의 간결성과 통일성, 단일성, 일원성(Einheitlichkeit)이 법률의 실용성을 높이
는 데 많은 기여를 하지만, 이와 더불어 세분화(적용주체, 비용, 집행기관 등에 따
르는)도 당사자에게(수범자, 집행자 등) 법률의 집행과정에서 규범내용을 따르거나
관철하기 위한 정도를 높여준다. 실용성의 관점은 법률의 법규의 종류, 밀도, 명확
성, 집행수단 등의 선택단계에서 이미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법률
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이미 기존의 법률과 제도와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 사이에서
가능한 한 갈등이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법률의 제정 또는 정비에 있어서 효과 면에서 동등하다면 해당 법률의 구체적 집행
에 책임을 가지는 하위단체 때로는 제3자 등으로 위임하거나 수권을 하는 것, 구체
적인 통제수단의 단순화 내지 포기, 대규모 행정에서의 표준화(사회보험에서의 부
담과 급부의 측정 등)와 같은 방식들이 실용성 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3. 하위범주
시행중인 법률을 통합, 폐지 및 분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위의 상위범주에서의 원
칙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지만, 체계정당성 이외의 원칙들은 통합 등의 법률정비 실
제에서 추상적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법률정비의 실제에서 구체적으로 고려되고 외
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원칙은 체계정당성이다. 체계정당성 원칙의 의미는 위에서 이
미 설명한 바가 있다. 체계정당성 원칙은 다시 구체화의 과정에서 수직적 체계정당
성과 수평적 체계정당성으로 세분화된다.
1) 수직적 체계정당성
수직적 체계정당성은 다른 말로 규범 단계별 체계정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국가의 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등, 기타 하위법령이 각각 헌법 등 상위법에
수권을 두고 제정된다(우리나라 헌법 제75조, 제95조 등). 헌법은 모든 국가의 법
령체계의 최고, 최종적 수권 및 해석 규범이다. 헌법에 수권을 두지 않거나, 헌법에
반하는 법률은 모두 위헌으로서 그 효력이 부인된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
법 제107조 제1항 등).
입법자가 헌법에 의해서 수권을 받은 입법권은 당연히 헌법에 적합하게 행사하여
야 한다.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지만, 그 범위와 한계는 헌법에 의
해서 정해진다. 따라서 입법자는 모든 법률이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헌법적합 입법의무는 법률제정이후에
도 계속 되는 것으로서 시행 법률이 제정시점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헌법에 적합
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개선할 것까지 포함한다.
42) Vgl. G. Müller, a.a.O., 165.

- 24 -

법률 통폐합 및 분법의 기준으로서 수직적 체계정당성은 시행중인 법률들을 통폐
합하거나 분법을 하는 경우 그러한 통폐합 및 폐지는 상위법인 헌법에 적합하게 시
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시행령 등 하위 법규의 경우는 상위법인 법률과 최종적으
로는 헌법에 적합하게 통폐합 및 분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수범자 친화성
확보라는 이유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통폐합 및 분법의 경우에도 규범 체계 내에서
의 정당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한다.
2) 수평적 체계정당성
수직적 체계정당성이 규범단계에서 상위규범과 하위규범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
이라고 한다면, 수평적 체계정당성이라 함은 동일 수준의 규범간의 관계에 관한 것
을 말한다. 법률은 구체적 사안별로 그 해석 적용에 있어서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
법 우선의 원칙 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법률을 정하여서 해당 사안을 해
결한다. 그러나 법률의 해석 방법에 다라 우선 적용이 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원
칙적으로 법률 간에는 상호 수권법률과 위임법률 사이의 관계가 설정되는 규범수준
에 따른 상하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은 동일한 규범단계에서 상호 모순
이나, 중복 등이 없도록 하여 법률전체의 체계상 통일성이 유지되어야만 한다.
법률의 체계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 수범자 집단, 적용대상, 적용수
단(규제의 방법)과 적용수준(규제의 정도), 규범적용의 결과(입법목적의 당성)와 효
과간의 균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법률의 통폐합과 분법에서도 이러한 내용 등이
기준이 되어 이러한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법률 사이에서 수
평적 체계정당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적 체계정당성에서 주로 논의가 되는 것이 기본법과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과
의 관계이다. 기본법은 대체적으로 수권의 대강의 범위, 유사하거나 상호관계가 있
는 영역에 대한 규범수준관계의 설정, 집행의 원칙(집행기관, 감독기관)과 관련한
원칙과 대강을 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입법기술 및 입법의 형태이다.
그러나 기본법은 법률이라는 규범형태와 수준을 가지기 때문에 기본법과 이러한 기
본법을 구체화 하는 법률 사이에서 상호 관계가 자주 논의가 되어 진다.
미국,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국가를 구성하는 각 지방 국가의 국가로
서의 주권성과 자주성으로 인하여 연방법률이 각 지방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사항을
관철하는 것은 연방조약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연방은 국제법상 대
외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대표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이 각각의 자주적 입법권을 가
지고 연방의 의사와 다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동시에 연방국가
의 성질에도 맞지 아니 한다. 대부분의 연방국가의 헌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규정을 두고 그에 근거한 연방수준의 법률을 정하도록 하고(Rahmengesetz), 여기
서 정한 대강의 내용(외연)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택
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나라에서 제정되고 있는 기본법과는 기본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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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기본법의 제정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에 따라 기본법과
구체화 법률사이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헌법과 기본법, 구체화 법률들 사
이의 상호 수권관계)에 대한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단일국가로서 입법권도 일원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기본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구체화 법을 제정하는 방식은 어떠한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입법
방향에 대한 기본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서 입법자가 해당 영역에 대한 일관된 원칙
을 가지고 입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일국가에서 기
본법은 규범수준과 단계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결국 기본법(률)과 그 밖의 법(률)
간의 수권수준과 관련한 다툼(적용 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기본법에 구체
적 실행규정까지 두는 경우는 그러한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된다.43) 기본법이 동일한
영역에서 여러 개가 제정되는 경우는 더욱 커다란 법률체계의 혼란이 야기된다. 예
를 든다면 환경영역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녹색성장 기본법 등이 차례로 제정되어 환경보호 및 정책의
방향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법령의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과 관련하여 체계정당성 원칙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43) 기본법 형식의 입법은 국가의 기본권 구체화 의무를 약화시켜서 법치국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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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법령의 통폐합 및 분법의 구체적 기준
1. 법령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으로서 체계정당성의 문제
정부수립 이후 지난 60년간 행정환경의 변화와 국민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법제
도 도입 등에만 초점을 두면서 법령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러한 법령들은
도입 당시에는 개별적인 정당성이 있었지만, 법령의 개선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서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는 법령이 많아지고 국민과 기업을 옭아매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또 법령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는 법령이 복잡화됨에 따라 법령을 쉽게 찾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지는 문제
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통폐합하고 법령
수를 줄임으로써 복잡한 법체계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 외에도 법령의 수가 많아지고 복잡화됨에 따라 법체계의 모순과 불일치가 나타
나기도 한다. 법체계의 모순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다. 우선 입법의 영역이 매우 광범위해지면서 법령의 수가 점차 많아지고 기본법,
특별법, 특례법 등의 양산으로 인해 법질서의 체계가 복잡해짐으로써 많은 법령이
일관되고 통일된 체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일정한 영역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경우 행정편의적인 측
면이 지나치게 반영된 입법을 추진한 결과 특정집단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으며, 입법자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에 떠밀려 ‘졸속입법’을 함으로써 기존의 법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국회나 대통령의 임기 내에 어떠
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실적입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의 법체계와는 상충된 입법을 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국가에서 법령은 수적으로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조항의 내용도 갈수록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법규범 사이에 불일치와 모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법률
이 지나치게 많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통일적인
체계성을 결여함으로 인하여 법률 상호 간에 모순 혹은 충돌하여 법률의 해석과 집
행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비체계적인 법률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의 저하가 초
래될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현대국가에서의 법령의 과잉화 현상과 비체계성, 특별입법, 졸속입법, 실적입법 등
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령질서의 불일치나 모순 등을 시정할 수 있는 하나
의 중요한 입법의 원칙으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체계정
당성의 원칙이다.44) 그러나 체계정당성의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법제실무에서

44) Franz-Joseph Peine, Systemgerechtigkeit:: Die Selbstbindung des Gesetzgebers als Massstab der
Normenkontrolle,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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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실제로 어떠한 구체화 작업이 필요한지 아직
충분히 연구되고 있지는 못하다. 여기에서는 법령통폐합과 분법의 기준으로서 체계
정당성의 원칙이 어떠한 의미와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법제실무의 영역
에서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체계정당성의 개념, 의미, 기능, 내용 및 구조
1) 체계정당성의 개념과 의미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chkeit)은 입법기능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원칙으로서 법
규범 상호간에는 규범구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 내지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 체계정당성이란 입법자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 법체계와 일
치하거나 법체계에 적절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5) 이에 따라 개별
법률규정이나 개별법은 다른 법률규정 및 법률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
록 입법되어야 한다. 개별 법률규정이나 개별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다른 법령과 상호 유기적으로 결부하여 전체적인 법제도와 법령의 체계를 구성
하며 이들 규정 사이에는 조화의 관계 내지는 균형의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
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그러나 체계정당
성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바로 위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
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으로 된다.
입법자가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이에 관한 입법
재량이 인정된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고자 특별한 사안에 대해 예외적이고도 특별한 법률의 형태로 제정하거나 또는
특별한 예외조항을 둘 경우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체계와의 충돌로 법적 안정
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또한 일반법안의 입안에 있어서도 전체법률을 체계적으로
조감하고 모순 없이 입안하기 또한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입안 시 전체 법령간의 유기적인 고찰을 통해 법체계상 모순이나 충돌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체계정당성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서로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규범
45) Franz-Joseph Peine, Systemgerechtigkeit, 1985, S. 25. 헌법재판소는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대하여 “체계
정당성(Systemgerechtigkeit)의 원리라는 것은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수평적 관계이건 수
직적 관계이건)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라거나 “체계정당성이라 함은 일정한 법률의 규범 상호간에는 그 내용과 체
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상호 모순이 없어, 결국 모든 규정의 내용과 체계가 상호 모순과 갈등 없이 그 본
래의 입법목적의 실현에 합치되고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헌재 2004. 11. 25, 2002헌바
66; 헌재 1995. 7. 21, 94헌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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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
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
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국가공권
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도출된다. 헌법상의 제도에 관한 체계정당성의 요청이 존중되지 아니하
면 이는 제도상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2) 체계정당성의 기능과 내용
체계정당성이란 어떠한 법령이 전체 법질서나 다른 법령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불일
치하거나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모든 법령의 내용과 체계가 상호
모순됨이 없이 통일되고 체계적인 법질서를 형성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법
령 간에 모순과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대국가의 방대하고 복잡한
법령체계이다. 특히 기본법, 특별법, 특례법 등의 이름으로 법의 체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입법에 있어서의 체계정당성의 문제가 중시되고 있다. 체계정당성의 원칙
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며, 법령의 수직적 및 수평적 체
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법규범의 구조와 내용이 모순ㆍ충돌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법령이 법체계 내에서 모순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입법자는 입법의 기능과 효
율성을 도모하고 법체계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법령 상호간의
모순과 저촉을 배제하여야 하며 법령체계 가운데 조화와 균형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령이 기존법령과 더불어 논리적
으로 모순이 없는 법체계를 형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체계정당성 원칙은 자의성을
배제한 결과정당성, 적합성, 신뢰보호 등의 원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복합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체계정당성은 이미 규율되고 있는 어떠한 생활
영역에서 입법자에 의하여 스스로 선택되는 기준과 가치를 결과 정합적으로 구체화
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따르면 입법자는 그가 선택한 가치기준을 법질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일관되게 존중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자는 특정한 상황을 규율
하기 위해서 선택한 가치기준을 하나의 법률 내부에서 뿐 아니라, 동일한 규율대상
을 갖는 다른 법률에서도 일관되게 준수하여야 한다.46) 입법자는 입법의 기능과 효
46) 지방자체제도의 본질에 상응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지니는 기본권실현기능과 민주주
의적 기능 및 권력통제적 기능을 바르게 인식하고 보충성의 원칙과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지방자치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규의 입법권과 관련하여 체계정당성의 원칙이 적용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수행하는 과정 즉 지방의회가 조례를 입법하는 경우나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을 입법하는 경우에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인 자치입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원칙적으로는 체계성보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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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체 법질서에 만족스러운 체계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즉, 입법자가 입법의 체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
항은 ① 특정의 문제를 새로이 규율하는 법률은 적어도 가능한 한 현존하는 법질서
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체계성 있게 제정할 것, ②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
는 가능한 한 기존법질서의 체계 속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개
정하는 경우에도 현존하는 법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③ 법률전체와 상
호 조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주기적으로 법전 전체를 정비하여 실효성 없는 법
률을 개폐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특히 입법기능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법령
들은 우리가 법원(法源)이라고 부르는 존재형식이 다양하고 입법시기가 다르며 그
입법취지 및 입법목적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법령 상호간의 불일치와 모순이 초래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정돈하여 일관성 있는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법률생활의 원활과 확실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
령을 체계화할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적용될 법규를 찾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하나의 사실관계에 여러 법규가 관련될 경우 모순ㆍ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을 하
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령이 기존의 법체계와 모순ㆍ상충됨이 없이 통일성과 체계성
을 갖출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법령 상호간의 체계를
갖추는 것은 법령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법령안 등을 입안하고 심사하는 국회나 법제처의
법령안 입안 및 심사의 기준으로서 적용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평등권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도 적용되고 있
으나, 그 적용례는 제한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체계정당성의 원칙이 독자
적인 헌법원칙이라거나 위헌여부의 독립적인 심사기준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
만, 복잡하고 많은 법령 및 규범현실에서 법령의 체계를 추구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규범으로서 적당하기
보다는 입법자의 입법 작용에 있어서의 행위규범, 관점을 조금 달리한다면 입법자
에게 있어서의 자기구속의 원리로서 유용하고 적절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령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에서도 이와 같은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구체화과정을 거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율성이 지방자치입법의 중요한 특성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례와 규칙을 정형으로 하는 자치입
법은 헌법과 상위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법규범의 위계질서를 고려하면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자치입
법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원리임에 틀림없다. 다만, 각각의 자치단체는 각 자치단체 특유의 자치정책을 반영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상호간의 수평적 체계는 요구되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계정당성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의 특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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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계정당성의 구조: 수직적 체계정당성과 수평적 체계정당성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다시 크게 수직적 체계정당성과 수평적 체계정당성으로 나누
어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법체계는 일반적으로 헌법, 법률, 위임입법 등으로 구성
되는 수직적인 단계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동일한 법규범의 효력단계에서는 일반법
-특별법과 구법-신법 등의 수평적인 법령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수직
적 및 수평적인 구조와 체계 하에서 각 규율권한을 가진 단체나 개인들이 행하는
규율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상호 모순된다면 각 단체나 개인들은 하나의 국가, 하나
의 법공동체로 통합될 수가 없다. 따라서 입법권은 수직 및 수평적으로 분배될지라
도, 분배된 입법권에 의하여 규율된 입법은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체계정당성의 요청은 동일한 법률 내에서는 물론 수평적ㆍ수직적 법규범
상호간에도 규범의 구조나 내용면에 있어서 모순ㆍ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다.
(1) 수직적 체계정당성
우리나라에서 실정법규로는 헌법ㆍ법률과 행정법규인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자
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등이 있다. 이들 법령들은 각각 독립적인 체계를 지니고 있
는 별개의 법령이지만, 법질서 전체가 내용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모순된 체계를 지
니고 있으면 안 된다.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의 위임입법은 법 형식은 다르지
만, 그 상위법령과 내용상 일치되어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이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통일된 법령 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즉, 한 국가의 법령이 통일된 국민적 의사를
표현하고 보편적으로 타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령이 상호간에 불일치하거나 모순
되지 않은 통일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의 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령의 규정들이 상호간에 모순되지 않는 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순 없는 법령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입법되는 법령은 그
보다 상위의 효력을 지니는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모순ㆍ저촉되는 것이 아니어야
함은 물론,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다른 법령과도 모순ㆍ저촉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다. 이와 같이 수직적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많은 법령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법
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직적 체계정당성은 상하위 간의 규범 단계별 체계정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국가의 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등, 기타 하위법령이 각각 헌법
등 상위법에 수권을 두고 제정된다. 헌법은 모든 국가의 법령 체계에서 최고, 최종
적 수권 및 해석 규범이다. 헌법에 수권을 두지 않거나, 헌법에 반하는 법률은 모
두 위헌으로서 그 효력이 부인된다. 이와 같이 헌법에 의해서 수권을 받은 입법권
은 당연히 헌법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
지지만, 그 범위와 한계는 헌법에 의해서 정해진다. 따라서 입법자는 모든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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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헌법에 적합한 입법의 의무는 법률의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서 시행 법률
이 제정의 시점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헌법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관
찰하고 개선할 것까지 포함한다.
이와 같이 법률 통폐합 및 분법의 기준으로서 파악되는 수직적 체계정당성은 시행
중인 법률들을 통폐합하거나 분법하는 경우 그것이 상위법인 헌법에 적합하게 이루
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시행령 등 하위 법규의 경우는 상위법인 법률과 최종적으로
는 헌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수범자 친화성 확보라는 이유를 근
거로 이루어지는 통폐합 및 분법의 경우에도 상하위간 규범체계 내에서의 수직적
체계정당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한다.
(2) 수평적 체계정당성
앞에서 살펴 본 수직적 체계정당성이 규범단계에서 상위규범과 하위규범 사이의
체계정당성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수평적 체계정당성은 동일 단계의 규범 간의
체계정당성에 관한 것을 말한다. 법률은 구체적 사안별로 그 해석 적용에 있어서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의 원칙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법률을 정
하여서 해당 사안을 해결한다. 그러나 법률의 해석 방법에 따라 우선 적용이 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률 상호간에는 수권 법률과 위임 법률 사이의 관
계가 설정되는 규범수준에 따른 상하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상호간에는 대개 동일한 규범단계에서 상호 모순이나, 중복 등이 없도록 법률
전체의 체계상 통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 사이의 수평적 체
계정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 수범자 집단, 적용대상, 적용수단과 적용
수준, 규제의 방법과 규제의 정도, 규범적용의 결과 및 효과 간의 균형 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 법률의 통폐합과 분법에서도 이러한 내용 등이 기준이 되어 이러한
기준에 따른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법률 사이에서 수평적 체계정당성이 확
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법규범의 효력단계에서 요구되는 체계정당성은 수평적 체계정당
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수평적 체계정당성은 다시 두 가지 관점에서, 즉 내적
체계정당성과 외적 체계정당성의 관점에서 모두 실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내적
체계정당성과 외적 체계정당성의 측면에서 한 법령의 내용과 체계는 동일한 법규범
의 효력단계의 법령과 모순과 충돌이 없어야 한다. 즉, 법령은 법질서의 체계에 올
바르게 편입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자체 또는 규율 상호간에 모순되
지 말아야 한다는 내적 체계정당성의 요청을 충족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내용 파악이 가능하고 정당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상호관계가 해명될 수
있도록 편제되어야 한다는 외적 체계정당성의 요청을 충족하여야 한다.
먼저 각 법령은 법 기술적 측면에서의 형식적, 외적 체계정당성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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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주로 장, 조, 항, 호 등의 법률 구성에서의 형식적 체계정당성 판단이 중
심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법령의 실질적인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판
단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따라 해당 법률 내에서 구조 및 조문 간, 목적, 정의,
입법목적과 실현수단 간의 비례관계, 실체적 조문과 벌칙 조항간의 비례관계, 부칙,
위임의 정도와 한계 등이 그 판단 대상이 된다. 이러한 법률의 내적 및 외적 체계
정당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법률의 통폐합 및 분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외적 체계정당성은 법령의 편제나 구조 등에 있어서 외적
인 형식적 체계에 적합하도록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모순과 판단
은 비교적 쉽게 발견하고 교정할 수 있지만, 내적 체계정당성에 대한 모순과 판단
은 수많은 복잡한 법령 체계에서 쉽게 발견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모순된 법령의
적용은 입법의 체계성을 해치고 해석의 문제를 발생케 하여, 권리의 침해나 입법의
신뢰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47) 이와 같이 수평적 체계정당성에서
내적 체계정당성과 외적 체계정당성을 확보한 단계를 우리는 법률 간의 ‘실질적 체
계정당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이란 법
령의 형식적 체계구조와 실질적인 내용면에서의 일관성과 통일성 및 조화성을 요청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체화의 과정을 통해 파악된 법률의 실질적 정당성에 대한 이해에 따른다
면,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에 어긋나는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법기술적 모순으로서 통일적이지 못한 언어가 사용되거
나, 조화될 수 없는 개념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둘째, 규범의 모순으로서
동일한 구성요건에 적용되는 두 개의 규범이 상이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
우가 그러하다. 셋째, 평가의 모순으로서 새로운 규범이 현행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평가를 무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넷째, 목적론적 모순으로서 어떤 규범에
의해 추구되고 있는 목적의 달성이 다른 규정으로 인해 좌절되는 경우가 그에 해당
한다. 다섯째, 원칙의 모순으로서 일정한 규율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기본원칙들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48) 특별법을 많이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법령 간에 모순ㆍ저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러한 법령 간의
모순ㆍ저촉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법체계와 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가
능한 한 기존 법질서의 체계에 편입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며, 법률 전체와 상
호 조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주기적으로 법전 전체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4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체계정당성의 원칙 내에서 결과정당성(Folgerichtigkeit)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과정당성이란 법위반의 효과 등이 동일하지 않아 서로 모순된 법적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예를 들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형
법에서는 최고 3년형의 자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육아보조금법에서는 벌금에만 처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면,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법적 결과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러한 경우에는 결과정당성에 위반된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정당성에 대한 위반은 크게 보면 법질서의 모순과
비체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정당성이나 체계적합성의 원리에 위배되며 이는 평등원칙위반의 결과
를 낳게 된다.
48) Peter Noll, Gesetzgebungslehre, 1973, S.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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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법체계의 각 영역에 있어서의 정비사업이나 법전화(Kodifikation) 작업은 일
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입법의 체계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많은 개별법들로 산재하는 법령을 정비하여 행정법, 환경법, 노동
법, 사회보장법 등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법령을 입법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방대하
고 복잡한 법령을 체계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법령을 체계화한다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특별한 필요와 이유가 없는 한 많은 수의 특례법과 특별법을 줄
여서 일반법으로 편제하는 작업이 우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령정비방안이 될 것이
다. 그러한 현실적인 법령정비에서도 체계정당성의 원칙의 세부 원칙이라 할 수 있
는 수평적 체계정당성과 그 내적 체계정당성 및 외적 체계정당성을 결합하여 파악
하는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매우 유용한 입법의 원칙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 간의 실질적 체계정당성 원칙은 동일한 규범단계의 법률 사이에서
법률의 체계구성 및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체계정당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은 입법목적과 해당 법률에서 구체화하고자 하는 대상의 확정,
수범자의 권리에 대한 구체화 및 의무부담의 방법, 집행기관의 구성과 권한, 규제
등의 구조를 가진다.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은 이러한 각 구조들 간에 상호간
체계와 내용적 모순, 중복, 충돌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며, 또 법률 간의 실질적 체
계정당성은 동일한 규범단계의 법률 사이에서도 각 조문 사이에 중복 또는 충돌 등
이 없는지는 살피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로 입법목적, 법률의 구체적
내용, 관할, 집행기구 등을 그 대상으로 내적 체계모순 등의 여부를 살피게 된다.
이러한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은 수범자의 측면에서도 살필 수가 있다. 수범자
가 해당 법률의 준수를 통하여 권리의 확보, 보호 및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최적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가 그 판단 기준이 된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수범자의
규범 이행비용 등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 법률효과 및 이익을 얻기 위한 방법과
절차로서 신청 및 신고 비용의 중복, 과잉, 인․허가 과정의 비효율성, 의무이행 비
용의 과중, 비례의 원칙 등이 실질적 체계정당성의 판단 기준이 된다. 집행자 측면
에서도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을 살필 수 있다. 법률이 제정되면 입법목적의 달
성을 위한 법률의 집행이 수반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법률의 내적 체계가 해
당 법률의 집행을 통한 입법목적의 완성을 위한 최적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그 판단 기준이 된다.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에서는 법률집행 과정에서의 비효
율성을 주로 판단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관료비용의 과잉, 집행기구의 중복, 충
돌 등이 그 대상이 된다.
3. 체계정당성 원칙의 위반과 그 결과
입법의 원칙 내지는 입법 형성권의 한계로 논의되는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입법자
가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입법 활동을 하여야 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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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관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른바 ‘입법자의 자기구속’에 위반하는 것
으로서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체계정당성 원칙 또는 법질서의 통
일성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위헌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
다. 법질서의 상하위계가 있으며 입법 시점을 달리하는 동급 법규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법규범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나 특례규정이 입법되는 경
우에는 우선 해석을 통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즉 법률의 해석이나 입법 시에
법규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 있다. 이는 첫
째 법규에 각각의 담당분야가 있다는 소관사항의 원칙, 둘째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에 우선한다는 법규의 형식적 효력의 원칙, 셋째 동등한 법 형식 사이에 일반
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법이 전법에 우선한다는 후법 우선
의 원칙, 넷째 동등한 법 형식 사이에서는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입법자를 기속하는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는 법치
주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적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체계정당성
원칙의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위반 내지 자의금지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
사하게 된다고 한다. 체계정당성 원칙의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되며, 체계정당성 원
칙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따
라서 체계정당성 원칙에 반한다는 사실이 헌법적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
고, 체계정당성 원칙을 벗어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체계정당성 원칙을 벗어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
된다는 것이다. 평등의 원칙은 새로이 만들어지는 모든 법령은 기존의 법령과 모순
없이 입법되기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기존의 입법정책의 지속이나 연장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과 신규 법령의 조화로운 입법을 의미하는 것이
다.49)
49) 헌법재판소도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체계정당성 위반(Systemwidrigkeit)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
칙위반 내지 입법의 자의금지위반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그러므로 체계정당성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위반 내지 입법자의 자의금지위반 등 일정한 위헌성을 시사하기는 하지만 아직 위
헌은 아니고, 그것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
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한다. 또한 입법의 체계정당성위반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허용할 공익적인 사유
가 존재한다면 그 위반은 정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입법상의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아가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양
한 입법의 수단 가운데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래 입법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 관한 입법의 재량이 현저히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 한 위헌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
이다”라고 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에 대한 침해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
로 법체계에 국한하여 심사한다. 즉, 자의적 차별이나 평등취급의 금지가 문제되고 있는 법체계 내에서 존중
되고 있는가의 여부만 심사한다. 여기서 체계정당성의 원칙이 중요성을 지니게 되는데, 어느 법규정이 그가
속하는 법체계에 전체적 구상과 내적으로 모순되고 있는지의 여부가 심사된다. 모순되는 경우에는 평등원칙의
침해의 징후가 존재한다. 즉,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체계정당성의 논거를 법률이 평등의 원칙에 합치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징표(Indiz)로서 인정하고 있을 뿐 체계정당성에 엄격한 규범력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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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의 원리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로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준
수하여 법체계상의 법률의 위계질서에 부합하는 법의 내용을 갖추도록 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각 자기 법률의 소관사항을 준수하여 다른 법률의 소
관사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관사
항의 원리는 법규범 상호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특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체
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법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의 소관사항을 침해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위배하여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체계정당성

원칙과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는

문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Gesetzgeberische Gestaltungsfreiheit)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란 헌법에 의하여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판단
의 자유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입법자는 어떠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것
인가에 대하여 판단의 자유를 가지며, 입법자는 가장 합목적적이라고 판단되는 방
법과 시기를 선택하여 입법을 할 수 있다. 입법자에게 형성의 자유가 주어지는 이
론적 근거는 삼권분립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적 근거는 우선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는 헌법 제40조이며, 이외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
제32조 제2항의 민주주의원칙,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
리, 제119조 제2항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ㆍ경제력남용의 금지ㆍ경제의 민주화 조
항 등도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다. 입법자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형성의 자유가 주어지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입법의 권한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의회에 일정한 자유와 재량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최근 들어
서는 경제활동의 규제, 사회보장, 조세, 선거분야 등 특정영역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전문적 판단 내지 정책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 요청되고 그 영역의 성질상 다양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이다.50)
그러나 입법자는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며, 일정한 한계를
지니게 된다. 입법자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입법을 함에 있어서 항상 입법사항에
관한 자신들의 결정이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대변한다는 점과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의 입
법대안들 가운데서 정당한 결정을 선택하고 또한 이 결정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제
시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는 것이다. 이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보
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체계정당성의 논거는 반대해석을 통해서 결정의 대상이 된 법률의 합헌성을 논증하
는 이론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체계정당성을 유지하지 않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체계정당성의
위반으로 인한 평등권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50)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그 활동초기부터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도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수단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
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는
입법의 내용은 물론이고 입법을 할 것인가의 여부 및 입법시기에 관한 자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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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및 확인이라는 틀 속에서만 인정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는 입법자에게 주
어진 입법에 관한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헌법적으로 구속된 자유일 뿐이라고 이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의 입법재량권은 자유재량이 아닌 기속재량이며,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방임된 자유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대한 한계로서는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와 공평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열거되고
있다. 즉, 입법자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형성의 자유 또는 입법재량권을 지니되, 위
의 여러 원칙에 위배되는 입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또는 입법재량권의 한계는 입법자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입법의
원칙과 연결된다. 어떠한 제도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입법자에게 주어진 넓은 형
성권은 헌법적 원리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는 모든 법적인 제도가 준수
하여야 할 체계정당성 원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체계정당성의 원칙
은 입법자가 가지는 형성의 자유에 대한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입
법자는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입법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아무런 합리적 근
거가 없이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입법자의 자기구
속의 법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 입법자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 신뢰보호의 원칙 및 투명성과 예측가
능성을 요구하는 법치주의의 원칙 등에 토대를 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우선 입법자가 어떠한 내용의 법률을 입법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단의 자유를 지니며, 다음으로는 입법자가 가장 합목적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과 시기를 선택하여 입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니고 있지만,51)
이러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한계 중의 하나가
체계정당성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입법자는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입
법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이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입법자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입법자의 형
성의 자유를 일탈하는 것이다.
4. 체계정당성 원칙의 구체화
이와 같이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입법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서 구체적인 입법과 법제실무에서도 이를 충실히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국가의 입법 작용에 있어서 본질적 내용에 속한다. 의회
와 정부의 입법업무 담당조직 및 입법지원조직, 입법연구조직 등에서 입법실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다양한 입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

51) 이러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또는 입법재량권은 독일과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일관되게 확인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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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무상의 입법기준을 살펴보면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명시적인 기준으로 제시하
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체계정당성 원칙의 내용을 준수할 것
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속에서 제시되는 기준들은 대부분 체계정당
성 원칙이라는 통일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서 언급되는 내용들
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먼저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법령안 입안시의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법령의 입안에
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체계성’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2) 즉, 법령
을 입안할 경우에는 입안되어질 법령이 법질서 내의 체계를 준수하는 것인지에 관
하여 체계정당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체계성의 원칙이란
“어떤 법률의 개별규정이라도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 법률의 규정들
은 상호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하나의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시에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전체 법체계 내에서 차지할 위치를 고려하여 조화와 균형
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자는 체계성을 가진 입법을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새로이 입법을 하는 경
우 가능한 한 현존 법질서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체계적 관점에 따라 입법하여야 한
다. 즉 입법자는 가능한 한 새로운 법률이 기존의 법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둘째, 입법자는 지속적으로 전체 법률을 정비하여야 하며 법규범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실정법은 논리적으로 하나의 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새로이 생산된 법규범은 기존 법규범과 함께 논리적으로 모순 없는 통일적인 법체
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규범 상호간에 모순ㆍ저촉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규범의 체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입법심사시의 유의사항으로도 제시되고 있다.53) 즉, “입법심사시 체계정당
성의 원칙은 먼저 관련법령에 대한 폭넓은 조사와 검토가 선행될 때 확보될 수 있
다. 따라서 기본법과 관련법에 대한 검토는 물론 헌법질서 전반에서 입안내용이 갖
는 의미를 충분히 살펴본 후에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또한 법령의 입안자가 체계정당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입법시 유의
할 사항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입법내용이 당해 법령의 소관사항에 적합
한 것인지 여부, 둘째, 심사대상인 법률조항이 일반조항인 경우 유사한 사례를 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균형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입법례에 비추
어 법체계상 모순이나 갈등은 없는지 여부, 셋째, 특례조항의 경우 통일된 헌법질
서 내에서 일반조항과의 체계와 조화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내용인지 그 허용성에
있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 넷째, 적용대상이 다른 법률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은지 여부 검토 등이 그것이다.

52) 국회사무처 법제실, 국회 법률안 입안기준, 2000, 26-27면.
53) 국회사무처 법제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사유와 입법상 유의사항, 2000, 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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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의 법제편람에서도 ‘법률안의 일반적 입안ㆍ심사기준’의 하나로서 ‘통일
성’을 제시하고 있다.54) 즉, “우리나라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ㆍ시행령ㆍ시행
규칙ㆍ자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 많은 법규가 전체로서 하나의 법체계를 형
성하고 있다. 새로운 법규를 만들거나 기존의 법규를 개폐한다는 것은 현실로 존재
하고 있는 하나의 법체계, 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현행 법체계에 흡수되도록 법규의 입안에 있어서는 기존의 타 법규와의 조정ㆍ조화
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법체계의 통일성이
란 “법규 상호간의 형식적인 모순ㆍ저촉의 배제ㆍ조정이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개개의 법규들이 분야별 법적 제도의 측면에서도 관계법규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안의 입안과 심사기준으
로서의 통일성의 원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의 통일성이란 바로 체계정당성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제처의 법령안 입안시의 유의사항에서도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
하고 있다. 즉, 법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서는 법령 입안시의 유의사항으
로서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입안시 법령
안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
료성 및 평이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으로서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
를 명확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으로서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상호 간에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
을 것”과 “입법내용이 당해법령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헌법 위반 또는 법령 상호간의 체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과
정에서 수정ㆍ변경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5)
1996년에 발간된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는 그에 관한 사항이 보다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56) 즉, 법령의 입안 및 심사기준으로서 제시되는 ‘조화성’은 다른 법
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상호 간에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
을 것과 입법내용이 당해 법령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하게는 법령의 내용이 헌법과 상위법령, 다른 관련법령의 내용 및 나아가
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결정과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아니하고 조화
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개개의 법령 상호 간에는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모순
ㆍ접촉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법령 개개의 규정 상호간에도 각각 형성하고 있는 법
54)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법제편람, 1996, 14-15면.
55)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 (법률안 국회심의과정의 협조 등) 제3항
참조.
56)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1996, 3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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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제도의 면에서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이후에 발간
된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서는 법령의 체계와 규정형태에 관한 원칙으로서
법령체계의 정합성의 요청으로 이해되는 체계정당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57)
이와 같이 현실적인 법제실무에서는 체계정당성의 원칙이 체계성, 통일성, 조화성,
균형성, 정합성 등 용어사용의 일관성 없이 표현되고 있다. 이들 실무지침에서 요
구하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은 모두 입법과 법령심사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체
계정당성의 원칙을 준수하라는 요구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이들 실무기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통일적인 용어 사용에서 벗어나서 수직적
체계정당성과 수평적 체계정당성, 그리고 다시 내적 체계정당성과 외적 체계정당성
의 세부 범주에 따라 재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구체화의 과정
을 거친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의 원칙은 입법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매우 중요
한 원칙으로서 구체적인 입법과 법제실무에서도 이를 충실히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의 입법 작용에 있어서 본질적 내용에 속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체계정
당성의 원칙이 법령 통폐합 및 분법의 기준으로서 현실적인 입법실무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5. 법령 통폐합 및 분법의 세부기준
이제 법령 통폐합과 분법의 기준으로서 체계정당성의 원칙이 현실적인 입법실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살펴본 수직적 체계정당성과 수평적 체계정당성, 그리고 내
적 체계정당성과 외적 체계정당성의 기본적인 내용들과 더불어 제시된 법률 간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여, 그 상위의 범주로서 작동하고 있는 다
양한 입법의 원칙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 때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최하위범주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이라는 범주는 그것만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구체적
인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범주에 놓여 있는 다양한 원칙들과의 관
계 속에서 구체적인 법률의 상황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최상위의 범주로서 언급한 수범자 친화성의 원칙은 법령 통폐합과 분법의 어느 경
우에나 항상 배후에서 작동하는 기본원칙으로서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 원칙을
구체화하는 경우에도 그 근저에는 이 원칙이 함께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수범자 친화성의 원칙과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의 결합은 수범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법률을 통해서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각종의 권리보호와 의무부과가 헌법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체계를 갖
57)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2006,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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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는 것으로서 구체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상위범주로서 언급된 법률제정의 불가피
성 및 비례의 원칙, 넓은 의미의 체계정당성 원칙, 명확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
칙, 이해 용이성의 원칙, 그리고 법률 실용성의 원칙 등은 다시 하위범주인 수직적
체계정당성의 원칙과 수평적 체계정당성의 원칙과 결합하여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
당성이라는 최하위범주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형태로는 법률제정의 불가피성과 비례의 원칙은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
성 원칙과 결합하여 다시 보충성의 원칙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날 것이고, 법률 실용
성의 원칙은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 원칙과 결합하여 다시 법률의 시의적절성
원칙과 법률의 현실적합성 원칙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이들 원칙들의 상호결합이 법
령 통폐합과 분법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입법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세분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 원칙이 상위범주의 입법의 원칙들과 상호 결합하
여 법령의 통폐합과 분법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그 모습을 구체화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개괄적으로 서술될 수
있을 것이다. 법령 통폐합의 경우에는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중심으
로 하여 다양한 상위범주와 하위범주에서의 입법의 원칙들이 상호 결합하여 동일한
규범단계 내에서 규범 간의 중복과 충돌을 제거하여 법규 간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회복함으로써 수범자들에게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
게 될 것이며, 그리고 법령 분법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사안 또는 규범적 접근 방
법이 다른 내용을 하나의 법률 속에 구성함으로써 단일 법률 내부에서 상호 모순
또는 비체계성이 발생하여 법률의 규범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제거하는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를 법령의 통합과 폐지, 그리고 분법의
경우로 나누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법률은 각각의 입법목적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문들을 가지고 독자적으
로 시행된다. 그러나 복잡하고 다원적인 현대국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법률을
필요로 하고 입법자는 그에 상응하여 수많은 법률들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
데 입법자가 이를 인식하였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상당수의 법률들이 상호 중복되
거나,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법률의 상황과 결합하여
법령의 통합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 원칙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입법목적의 유사성 또는 충돌, 집행기관의 중복, 수범자 집단
의 중첩, 법률준수 또는 집행의 과정의 중첩에 따른 비용의 낭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집행에서 수범자와 집행자 양 측 모두에서 다양한 문제점
을 낳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중복
또는 중첩은 이른바 법률체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법치국가 유지에 장애가 될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 때 이러한 법령의 통합에서 고려할 수 있는
기준들은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상위의 범주들에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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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원칙들과 결합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상황 속에서 중복성, 유사성, 필요
성, 보충성, 효율성 등의 원칙으로 세분화되어 법령 통합의 현실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 간의 통합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입법목적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을 나누어서
따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률(집행기관의 효율화), ② 지나친 규제로
지나친 규제로 국민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률(탈규제의 필요), ③ 하
나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 실현을 위해서 수범자가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중복규제의 제거), ④일반법과 특별법관계에서 특별법 제
정의 필요성이 없는 법률 (일반규정화의 필요), ⑤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집행기
관의 중복적 비용 지출을 야기하는 법률(비용의 효율화)
마찬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법률의 폐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특정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법률은 형식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식적 폐지절차 또는 헌법재
판 등 규범통제절차에 의해서 헌법에 반하는 경우에 그 수명을 다 한다. 입법자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적용기간을 정하고 제정한 한시법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시한이 되면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폐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은 폐지의 시기를 정하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당 법률이 적용
의 중단이나 폐지 없이 계속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법률은 시행되는 과정에
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범자 또는 법률 집행자들로부터 그 준수 또는 집행을 둘러
싼 갈등을 빚기도 한다. 입법자가 예상했던 법률결과예측이 부정확함으로 인하여
실제 법률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입법목적과 법현실이 괴리하는 경우, 입법목적은
명확하지만 수범자의 수준, 집행기관의 불충분한 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준수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경우, 입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입법자의 입법목적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 법률이 더 이상 규범으로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법률들에 대한 폐지여부에 대한 적극
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집행부의 정책집행의 정당성 확보, 안정적 정책집행, 정책집
행의 수월함만을 이유로 하거나 해당 부처와 관련된 특정 이해관계 단체의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률, 해당 부처관련 정책만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로
서 법률이 정책집행의 수단으로만 이용된 경우, 불가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
부조직을 새로이 만들거나 그 권한을 확대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의
경우에는 폐지의 대상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너무 많은 법률,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전문화되어 있는 법률, 집행기
관의 중복, 수범자의 부담의 중복 등을 야기하는 법률들은 통합의 대상이 되거나
폐지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상호관련성이 없거나 미약한 내용을
각 동일 법률 내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해당 법률의 집행권한, 책임부담을 하여야
하는 기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는 법률 등도 마찬가지로
수범자에게 불편을 주는 법률이 된다. 이러한 법률들의 경우에도 법률의 실질적 체
계정당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이해의 용이성, 실용성 등의 원칙과 결합하여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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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법률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각의 입법목적과 실효적 집행, 수월한 준수를 위해서
분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상위범주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입법의 기본원칙들과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의 원칙의 결합에서 나오는 중복성, 유사성, 필요성, 보충성, 효율성, 정
합성, 조화성, 균형성, 통일성 등의 원칙을 구체적인 법률의 상황과 결합하여 현실
적인 입법의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법령 통폐합의 경우
와 분법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법령 통폐합의 세부기준
입법의 다양한 기본원칙들은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이라는 최하위범주에서는
중복성, 유사성, 필요성, 보충성, 효율성, 정합성, 조화성, 균형성, 통일성 등의 구
체적인 원칙으로 또 다시 세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구체적인 원칙들은
현실적인 법령의 상황과 결합하여 다시 현실적으로 입법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법령 통폐합의 기준으로서 세분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제 이러한
구체화의 과정을 각 법령의 상황과 결합하여 현실적인 입법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
는 법령 통폐합의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
원칙이 구체적인 법령의 현실적 상황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모든 경우의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현재의 조건에서
입법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령 통폐합의 세부기준을 법령 내용의 유사성
과 중복성, 소관기관 및 법령 내용의 연관성, 법령의 필요성과 보충성 등을 기준으
로 하여 법령의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를 제시하고자 한다. 법령 통폐합을 적극적으
로 추진할 수 있는 개별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경우에는 법령 통폐합을 적극 추진할 수 있으며, 또한 종전에 통폐합
추진 법령도 이들 기준에 해당하면 통폐합을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유사한 분야를 여러 법령으로 나누어 따로 규정한 경우
- 유사한 내용을 지역별․분야별로 따로 규정한 경우
- 기관 설치 시 마다 법령을 따로 제정하는 경우
-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같은 부처․부서 소관인데 따로 규정한 경우
-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통합 대상 법령의 조문수가 적은데 따로 규정한 경우
- 일반법이 있는데 그에 관한 별도의 기금법을 둔 경우
- 같은 분야인데 세부 내용을 별도 법령으로 정한 경우
- 상호 밀접한 분야를 기관별․내용별로 따로 규정한 경우
- 같은 대상자에 대해 내용별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1) 유사한 분야를 여러 법령으로 나누어 따로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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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유사한 분야에 관련된 내용을 적용 대상 등에 따라 조금씩 달리 하면
서 여러 법령에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법체계가 복잡하고 내용
전반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유사한 분야에 관련된 다수 법령의
내용을 ‘기본법’ 중심으로 통폐합하되, 그 실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다만 지나친 통폐합으로 인해 기본법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기본법’ 중심의 통합을 들 수 있을 것이
다. 약 16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관련 법률은 실제 대상 등에 따라 내용을 조금씩
달리하고는 있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
원․조성․육성․촉진법, 특별법, 특별조치법 등으로 분산하여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들

중소기업 관련 법제를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을 중심으로 법령을 대대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통합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법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의 법률에 다수의 하위법령을 둔 경우에도 하위법령을 통폐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하나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나치게 많은 하위법령으로 나누
어 규정한 경우가 다수 있는데, 국민이나 공무원 모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어
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법령 간의 관계가 복잡해 법
령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난다. 하나의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은 가능한 하나의 하위법령, 즉 시행령 1개와 시행규칙 1개로 규정
하되, 다수 하위법령으로 나누어 규정하더라도 시행령 3개와 시행규칙 3개 이하가
되도록 하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률의 위임사항이 일반적인 위임사항과 행정조직․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직제
적 성격)으로 구분되는 경우, 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같은
법 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따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일반적인 위임사항과 특정 분야나 대상별로 구분하여 규
정하는 것이 법령 내용의 파악이나 이해에 있어서 보다 편리한 경우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나의 하위법령으로 통합하면 법령 체계나 내용이 너무
복잡해져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예컨대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규
칙」 등과 같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인 경우
(2) 유사한 내용을 지역별․분야별로 따로 규정한 경우
유사한 내용을 지역별·분야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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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령 수의 증가로 법체계를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리하
기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별·분야별 이기주의를 유발
하거나 법령 간에 내용상 차이가 생기면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만 적용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사
한 내용을 지역별·분야별로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관리위
원회규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과 같이 유사한 내용을 지역별로 따로 규정한
사례는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한국과학기술원
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의 경우에도 하나의 법령으
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설치법」,「한국대학
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등과 같이 유사한 내용을 분야별로
따로 규정한 사례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관 설치 시마다 법령을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관 설치 시 마다 법령을 따로 제정하는 경우
법률상 위임에 따라 1개 기관 설치 시마다 하위법령을 따로 만드는 경우에는 유사
단위·기능에 따른 하위법령의 통폐합이 가능하다. 법률에서 각 기관의 설치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각각 위임함에 따라 1개 기관을 설치할 때마다 대통령령을 각각
정하는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이 몇 개나 되는지 또는 어떤 법령이 그에
해당하는지 국민이 알기 어렵고 불필요하게 법령 수를 늘려 법체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는 각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을 유사한 단위나
기능에 따라 하위법령을 적절하게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예로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부대·기관의 설치를 들 수 있다.
「국군조직법」에서는 합동부대, 합동참모본부, 각군본부, 해병대사령부, 각군 부대
와 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
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와 그 기관별로 약 37개의 대통령령이 나누어 제정
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크게 본부 직제, 사령부령(사단령 포함), ㅇㅇ단령,
ㅇㅇ함대령 및 부대령 등으로 구분하여 적절하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국
군의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 각기 조직을
분리 설치하는 현행 방식을 유사 기능별로 통폐합하는 등 법체계의 전면 개편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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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4)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같은 부처․부서 소관인데 따로 규정한 경우
각 법령 내용상 상호 연관성이 높고 같은 부처․부서 소관인데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법령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전반
적인 어려움이 나타날뿐더러 또 이러한 법령들은 대부분 부처별·부서별 이해를 반
영하기 위한 법체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관
련 내용을 적절하게 하나의 법령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호 연관성이 높고 같은 부처 소관인데 따로 규정한 사례로는 「국고금관리법」
과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정부보관금도 국고에 귀속되
고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고 있어,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두
법 모두 기획재정부 국고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체계정당
성의 원칙에 따라 「국고금관리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5)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통합 대상 법령의 조문수가 적은데 따로 규정한 경우
각 법령의 내용상 상호 연관성이 높고 통합 대상 법령의 조문 수(예: 20개 이하)
가 적은데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알기 어렵고 또 불필요하게 법령 수를 늘려 법체계를 복잡
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가능한 한 조문 수가 적은 법령을 흡수하여 통폐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근로자복지기본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통합을 들 수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
로자의 날로 정하고 유급휴일로 한다”는 선언적 규정밖에 없는 바, 근로자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통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6) 일반법이 있는데 그에 관한 별도의 기금법을 둔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기금 설치 가능 법률을 제한하고 기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현재 기금 설치 근거 법률은 총 62개이며, 그 중 별도 기금
법은 11개이고, 나머지는 일반법에서 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별도 기금법
의 경우에는 그 조문수가 대부분 11 - 18개 정도이다. 기금과 관련된 제도나 사업
을 규율하는 「국가재정법」에 충분히 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금법
을 두고 있어 법체계만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기금관리에 관한
일반규정이 있어 실제로 별도 기금법에 정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금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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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사업이나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거나, 여러 법률과 관련된 기금을 규율하는
기금법 외에는 관련 제도나 사업을 규율하는 일반법에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일반법으로 통합 가능한 기금법의 사례로는 다음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관광진흥법」에 통합
- 「군인복지기금법」 → 「군인복지기본법」에 통합
- 「남북협력기금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통합
- 「문화재보호기금법」 → 「문화재보호법」에 통합
(7) 같은 분야인데 세부 내용을 별도 법령으로 정한 경우
같은 분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특정한 세부 내용만을 떼어 내어 따로 규정
한 경우가 있는데, 국민이나 공무원이 같은 분야에 관련된 내용이 따로 규정된 사
실을 몰라 법 집행이나 이해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분야에 관한 사항이므로 세부 내용을 하나의 장으로 하여 통폐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같은 분야인데 세부 내용을 따로 정한 사례로는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통폐합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원자력손해배상
이라는 같은 분야 중 보상계약에 관한 부분만을 따로 법률로 떼어내어 규정하고 있
으나, 보상계약도 원자력손배배상 조치의 한 부분이므로 통폐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상호 밀접한 분야를 기관별․내용별로 따로 규정한 경우
각 법령의 내용이 같거나 유사한데, 부처별·부서별로 각각 법령을 정하고 있는 경
우가 있는데,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부처별·부서별로 나누어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법체계에 해당하고, 불필요하게 법령 수를 늘려 법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하나의 법령
으로 통폐합하되, 부처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유사한 내용을 부처별로 따로 규정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각 부처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의 통합 (공동부령): 각 부처별로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부령 20여개)을 각각 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
칙에 규정하는 내용은 같거나 유사하므로 하나의 공동부령을 만들어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정통계에 관한 각종 조사규칙 (통계청 소관 법령을 하나로 통합): 「통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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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지정통계에 관한 조사규칙(「농업통계조사규칙」, 「광업․제조업조사규칙」,
「농림어업총조사규칙」, 「서비스업총조사규칙」, 「인구동태조사규칙」, 「인구주
택총조사규칙」 등)을 부처별 또는 해당 기관의 부서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통계 조사규칙의 하나의 장(章)으로 하여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같은 대상자에 대해 내용별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각 법령이 같은 대상자에 관한 사항임에도 세부 내용에 따라 법령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요자인 국민(법령 적용대상자) 입장에서 보
면, 본인에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
타난다. 같은 대상자에 대해 법령을 통폐합할 경우 법령이 너무 복잡해지는 문제가
없다면,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대한 사례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과 「특수임무수행자 지
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법률들은 같은 특수임무
수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보상에 관한 사항(총 25개 조문)과 지원과 단
체설립에 관한 사항(총 83개 조문)이라는 세부 내용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임수행자 입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하나의 법령에 통합할 경우 법령 이해가 오
히려 쉬울 것이다.
2) 법령 분법의 세부기준
법령 통폐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령 분법의 경우에도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
성의 원칙을 구체적인 법령의 상황과 결합하여 현실적인 입법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경우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법령을 분법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
경우에도 법률의 실질적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법체계, 분법 법령의 조문
수, 분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단일법령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법이해가 어려운 경우
- 내용이나 분야가 다름에도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일관된 법체계가 유지되지 않
는 경우
- 특정 분야의 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세부 분야별로 분법하는 경우
-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법체계와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ㆍ육성 규정을 두는 경우
- 특정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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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법령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법이해가 어려운 경우
특정 분야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하나의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단일 법령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법 이해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법체계 및 법
리상 일관성이 있는 분야로 구분하여 법령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
체적인 사례로는 항공법의 분법을 들 수 있다. 현행 「항공법」에는 항공정책, 항
공ㆍ운송사업, 항공안전 및 기술에 관한 사항, 공항 건설ㆍ관리에 관한 사항, 항공
레저스포츠에 관한 사항까지 총망라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항공법」은 체계의 일
관성이 없고, 수범자가 법령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 「항공법」을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항공기본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
설법」, 「항공레저스포츠의 안전 및 사업에 관한 법률」로 분법할 필요가 있다.
(2) 내용이나 분야가 다름에도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 일관된 법체계가 유지되
지 않는 경우
유사하지 않은 2개의 제도를 무리하게 하나의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법체계 일관
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이나 분야를 기준으로 분법하되, 두 사
항의 성격이 유사하여 하나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
이 필요하다. 성격이 다른 2개의 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둔 경우로는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와 감정평가사제도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하나의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와 감정평가사 시험ㆍ업무ㆍ징계 등의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제도
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하나의 법률에서
공인중개사 시험ㆍ업무ㆍ징계 등의 내용과 부동산거래신고의무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3) 특정 분야의 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세부 분야별로 분법하는 경우
하나의 분야에 대하여 단일 법령이 유지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분업화ㆍ복
잡화 되어감에 따라 성격이 다른 여러 분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법령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체계상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
고, 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한 내용을 알기 쉽도록 유사한 성격의 분야별로 분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소방과 관련해서 「소방법」 하나의 단일 법령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소방
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소방 시설 등의 의무화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체
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재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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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분법 현황
- 「소방기본법」: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규율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
사,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율
-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및 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제
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규율
(4)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법체계와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기본이 되거나 유사한 분야의 법체계가 분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기
본이 되는 법체계와 다름에 따라 준용규정 등의 체계에도 혼란이 발생하고, 일반인
의 법 접근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법체계를
고려하여 분법하되, 불필요하게 세부적으로 분법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
다. 그에 대한 예로는 「지방세법」을 국세 관련 법률 체계에 맞추어 분법하는 것
을 들 수 있다. 종전의 「지방세법」은 지방세에 관한 사항, 지방세징수에 관한 사
항, 지방세특례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었고, 총 295개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구분하
여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는 필요에 따라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을 많이 준용하고 있다. 지방세 부과ㆍ징수 관련 규정은 국세의 규
정를 준용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체계는 국세와 다르게 되어 있어 정리가 필요하
다.
(5)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ㆍ육성 규정을 두는 경우
단일 법령 체계 안에서 특정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정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
전체적인 법체계의 균형이 깨지고 다른 분야에 대한 형평성이 부각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산업에 관한 육성 규정을 별도로 분법할 수 있으나, 특정 산
업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나 분법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정 산
업 육성을 위하여 분법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축산법」

→

「축산법」, 「말산업육성법」: 축산업 중 말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위하여 「말산업육성법」 제정
- 「수산업법」

→

「수산업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수산업 중 기르는 어

업 육성을 위하여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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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
특정분야에 관한 개별적인 보호나 체계정비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나, 이 분야에 대한 제도 보완을 기존 법에서 집중
적으로 하는 경우 다른 규정과의 형평성이나 체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러한 경우에는 특정분야의 제도를 위한 개별법의 제정이 가능하나 현행법에서의 규
율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정분야에 대한 개별법을 만든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의료법」 → 「의료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
률」: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
- 「기상업무법」 → 「기상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청 등 19개 기상관측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상관측의 품질향상과 효율성 극대화 방안 마
련
법령의 분법 시에는 분법화 필요성을 먼저 검토한 후, 분법의 수와 분법 시 내용
과 그 내용의 관련성, 분법화 시기 등에 관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법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분법화라는 법령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지 않아야 하며,
또 분법화된 법령의 조문수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유사성이
나 관련성이 있는 내용, 분야, 기능 등으로 분법이 되도록 하고, 법령 간의 관계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사항과 국제자유도시조
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제정하였으나, 특례 규정의 남발 등으로 법체계가 지나
치게 복잡하여 다시 분법하는 방안이 논의 되고 있다. 특히 법령 분법 시 지나치게
세분하여 분법이 되지 않도록 하고, 기본법 제정 시에는 기본법 제정 기준에 맞는
지 검토해야 한다. 또 기본법이 골격입법이 되지 않도록 기본법에도 실체적 규정을
최대한 담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내용이나 분야가 다르거나 하나
의 법령에 너무 많은 사항이 규정되어 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적극적
으로 분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약사법의 경우 약사에 관한 사항과 의약
품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함께 규정하여 법이 복잡하여 법을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 있다. 그에 반하여 의료법(의사와 진료)과 의료기기법은 따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후자와 같이 분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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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법령 통폐합 및 분법 기준의 국토관련 법률에 대한 적용
법령에 대한 통폐합 및 분법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내의 모든 법률에 대한 분석ㆍ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본 보고서에서 다루기는 현실
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국토관련 법률로 한정하여 분석ㆍ조사하기로 한다.
분석은 법제처의 국토해양부 소관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하
고 여기에서 주요내용, 핵심내용을 분석ㆍ조사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통폐합 및
분법의 논의를 전개하였다. 소분류는 국토해양부 소관사항 법률을 명기하였으며,
중분류는 이를 근거로 하여 각 법률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대분류는 중
분류에서 유사성 및 업무분야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법률에서 주
요 핵심어를 찾아 기술하고 이를 기준으로 통폐합 및 분법의 가능성을 분석ㆍ조사
하였다.
또한 이를 이해하기 쉽게 표로 작성하여 표를 확인함으로써 서술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관련 법률을 크게 5가지로 대분류하였다. 첫째 국토정책 관련 법
률, 둘째 주택 및 부동산 관련 법률, 셋째 건축 및 수자원 관련 법률, 넷째 해양정
책 관련 법률, 다섯째 물류 및 항만 관련 법률이다.
1. 국토정책 관련 법률
1) 개관
국토정책분야 관련한 법률은 총 80여 건이 시행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국토해양
부 관련 법률은 24개이다. 이를 법제처의 소관부처별 법령구분을 기준으로 분류하
면 다음과 같다. ① 국토계획분야 관련 법률, ② 건축분야 관련 법률, ③ 공원분야
관련 법률, ④ 산업도시 및 기업도시분야 관련 법률, ⑤ 국토이용 및 규제분야 관
련 법률.
국토계획분야 관련 법률은 국토의 계획에 따른 기본법제와 계획에 따른 법률들로
서,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대표적이
다. 건축분야 관련 법률은 건축물 및 건축에 따른 기본계획법제를 규정한 법률들로
서, 건축법, 건축기본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공원분야 관련
법률은 공원시설 및 공원의 종류 등에 관련 법률로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자연
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산업도시 및 기업도시분
야 관련 법률(추가) 국토이용 및 규제분야 관련 법률은 국토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법률규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서, 경관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각 법률의 주요 내용과 통합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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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2) 국토계획분야 관련 법률
국토계획분야 관련 법률은 국토의 계획에 따른 기본법제와 계획의 종류를 다른 법
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표적인 법률이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대표적이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정책에 관한 기본이
되는 법으로서, 국토관련 분야에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
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지속가능개발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국토전체에 대한 최우선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기준으로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종합계
획으로 이하의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은 이를 벗어나서 수립할 수 없도
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정책위원회를 두어 국토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
할 수 있으며, 정책의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는 예정에 국토정책
심의위원회에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 관련 법률의 중간법의 형태를
띄우고 있으며,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크게 2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국토계획분야와 국토이
용분야로 구별할 수 있다. 국토계획분야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이 있으며, 광
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발전종합계획이며, 도시계획이란 특별시ㆍ
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동법 제2조). 국토이용분야는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
도, 개발행위허가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역계획 중에 하나로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
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
고, 부담금제도 및 대규모개발계획의 행위제한 등을 통하여 수도권밀집현상을 관리
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정책수립을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국토계획분야 관련 법률을 구별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통합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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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분법
및 통폐합,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의 분
법 및 통폐합,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의 통합을 논의로 할
수 있다.
첫째,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분법 및 통폐합논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폐합예시
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① 유사한 분야를 여러 법령으로 나누어 따로 규정
한 경우, ② 소관부처의 동일성, ③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법체계와의 통일이 필요
한 경우, ④ 단일법령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법이해가 어려운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①의 유사한 분야를 여러 법령으로 나누어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은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관련 부분과 국토이용관련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국토계획관련
부분은 국토기본법상의 계획부분과 함께 이야기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②와 같이 두 법률은 국토해양부 소관이므로 통합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③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법체계와의 통일이 필요한 경
우로 양 법률은 유사한 법체계와 법률의 이해를 돕기 위한 통합이 분법 및 통합이
필요하다. ④ 단일법령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법이해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계획과 이용, 규제 행위를 규정하고 있
는 법률로써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법률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수범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 국토계획 부분과 통합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 국토이용 및 규제분야 관련 부분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의 통합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3) 건축분야 관련 법률
건축분야 관련 법률은 주로 건축과 관련된 법률로 한정한다. 건설, 도시계획분야
는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건축분야 관련 법률에는 건축법, 건축기본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사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나눌 수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건축사법은 제외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주택분야
관련 법률에서 다루기로 한다. 동 분야의 법률들은 국토해양부 소관사항 법률이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
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건축분야 관련 법률의 실질적인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
물의 건축, 허가 및 신고, 제한, 건축물의 유지 및 관리,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구
조 및 재료, 건축설비, 특별건축구역, 건축위원회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은 건축분야 관련 기본법으로써, 동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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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
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동법은 주로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건축정책의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건축문화
의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은 주로 분양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
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
은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있으며, 주로 분양에 대
한 기본이념, 분양시기, 분양신고, 분양방법, 전매행위제한, 계약취소, 분양절차 등
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건축분야 관련 법률을 구별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분법 및 통
폐합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기본법의 폐지, 둘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통폐합 논의를 할 수 있다. 건축법의 경우에는 건축기본법의 일부분을 흡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축기본법의 폐지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첫째, 건축기본법의 폐지에 대한 사유로는 다음과 같다. ① 조문수가 적은 경우,
② 일반법이 있는데 그에 관한 별도의 기본법을 규정한 경우, ③ 상호 밀접한 분야
를 기관별, 내용별로 따로 규정한 경우로 들 수 있다. ① 조문수가 적은 경우로 현
재 건축기본법은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장은 무려 5장으로 구성
되어 있어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일반법이 있는데 그에 관한 별도의 기본법을
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건축법은 주로 건축과 관련된 실질적인 부
분과 건축분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주로 정
책적인 부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과 건축기본법의 내용은 서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을 가지고 통합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③ 상호 밀
접한 분야를 기관별, 내용별로 따로 규정한 경우로써 2 법률은 국토해양부 소관법
률로써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논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과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토지임대부 분양주
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합하여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통폐합 논의 가능 사유로는 다음과 같다. ① 조문수가 적은
경우, ②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통합 대상 법령의 조문수가 적은데 따로 규정한 경
우로 들 수 있다. ① 조문수가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은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주로 주택종합계획, 자금지원,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 택지의 우선공
급, 택지의 환매, 분양, 토지의 임대기간, 토지임대주택의 재건축, 시정명령, 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법률은 분양에 관한 법률로써 유사성을 가지
고 있으며, 토지임대부 및 분양주택에 대한 내용과 임대분양주택에 대한 법률을 통
합하여 분양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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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원분야 관련 법률
공원분야 관련 법률은 4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도시공
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
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태
권도의 특정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법률로써 본 보고서에서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을 다루기로 한다.
첫째,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국토해양부 소관법률로써 용산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
한 특별법이다. 동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
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
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
가의 책임 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산공원조성
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획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용산공원정비구역
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사항,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둘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도시공원법에서 법제명을 변경
하고 새롭게 제정한 법률이다. 동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
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
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주로 공원녹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도시녹화계획, 도시공원의 설
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구역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비용부담, 점용료, 강제징수,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대장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자연공원법은 환경부소관법률로서 자연공원에 대한 법률이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ㆍ도립공원 및 군립공원(郡立公園)을 말한다. 동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
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
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주로 자연공원의 지정절
차 및 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자연공
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점용료, 비용부담, 입장료,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공원분야 관련 법률을 구별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분법 및 통
폐합논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과 일반법
과의 상이성, 둘째, 부처 간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통폐합 논의의 실익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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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5) 산업도시 및 기업도시분야 관련 법률
산업도시 및 기업도시분야 관련 법률은 국토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
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유비
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
률, 신발전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공공기관 지
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기업도시의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써 도시개발분야의 특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은 민간기업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산업ㆍ연구
ㆍ관광ㆍ레저분야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21세기 전략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개발과 지방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
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
으로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개발사업시행자,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정주인구의 생활여건개선, 도시개발위원회, 기업도시추진기획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분야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동법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등,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5장 보칙, 제
6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비용부담 등
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되었다. 동법은 주로 산업입지개발지침, 산업
단지의 지정, 개발, 재생,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에 관한 법
률로 법제명의 변경이 요구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은 주로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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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총 28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
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연기ㆍ공주지역에 행정중심도시건설을 위
한 관련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청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의 지정과 이전기관, 이전지원계획, 개발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
한 사항과 도청이전 신도시건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종전부동산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전으로 인한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관련 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
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유
비쿼터스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
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주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지전계획의 수립,
혁신도시의 지정, 개발 및 지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설치, 종전부동산의 활용,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ㆍ개발
ㆍ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
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
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개발촉진지구의 지정ㆍ개발,
특징지역의 지정ㆍ개발,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시행, 지역종합개발지구
의 지정ㆍ개발, 시ㆍ도별 중소기업 육성계획,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의 조성,
손실보상, 감독, 청문, 조세감면,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
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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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동법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지정, 사업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관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전종합계획, 개발사업의 시행 및 절차, 동ㆍ서ㆍ남해
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산업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한
특례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도시 및 기업도시분야 관련 법률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기준으로 하여 구
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 구성된 법률이 다
수 존재하고 있다. 이에 이를 크게 나누면 산업도시분야 관련 법률, 기업도시분야
관련 법률, 기관이전분야 관련 법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산업도시분야 관련 법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인ㆍ허
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들 수 있다. 기업도시분야 관련 법률은 기업도시개
발특별법, 도시개발법이 있으며, 기관이전분야 관련 법률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
한 특별법이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으로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
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등으로 다시 구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통폐합 및 분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도시개발법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통합가능성, 둘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통합가능성, 셋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도청이전을 위
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이전에 따른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통폐합하
고 이를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특별법으로 규정가능성이 있다.
첫째, 도시개발법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통합가능성은 ① 유사한 분야를 여러
법령으로 나누어 따로 규정한 경우, ②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같은 부처, 부서 소
관인데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유사한 분야를 여러 법령으로 나
누어 따로 규정한 경우는 두 법률은 도시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위원회의 유사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폐합
에 따라 기업도시에 관련 사항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②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같은 부처, 부서 소관인데 따로 규정하고 경우에 해당한다. 두 법률
은 내용상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연관성이 높으며, 국토해양부 소관법률로써 통합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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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통합가능성은 ① 유사한 분야를 여러 법령으로 나누어 따로 규정한 경우, ② 내용
상 연관성이 높고 통합 대상 법령의 조문수가 적은 데 따로 규정한 경우, ③ 일반
법이 있는데 그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을 둔 경우에 해당된다. ① 유사한 분야를 여
러 법령으로 나누어 따로 규정한 경우와 ③ 일반법이 있는데 그에 관한 별도의 특
별법에 해당한다. 동법률들은 산업단지조성 및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규정한 법률로
써 특별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
법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통합하여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②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통합 대상 법령의 조문수가 적은 데 따로 규정한 경
우에 해당된다. 산업단지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28개 조문이며.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약 60여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폐합논의가 가능하
다고 사료된다.
셋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건설을 위한 특별
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통폐합 가능성은 ① 유사한 분야를 여러 법
령으로 나누어 따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 법률들은 공공기관
의 이전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기본법
을 규정하고 특별히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특별법의 제정이 요구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국토이용 및 규제분야 관련 법률
국토이용 및 규제분야 관련 법률은 국토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법률규제사항을 내
용으로 하는 법률로서 경관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경관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
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률의 조문수는 25
개에 불과하지만 그 성격상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
는 경관계획의 지정 절차,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및 승인, 경관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
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 법률의 조문수는 24개의 조문으로 다수 적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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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규제안내서,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
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장과
절에 대한 구분이 없이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총 3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이용 및 규제분야 관련 법률에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만이 통합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동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통합이 가능한 것
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통합 대상 법령의 조문수가 적은데
따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통폐합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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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국토정책관련 법률58)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요사항

주제어 또는

통합가능성

핵심어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법적 성격 : 국토관련 최상위법, 국토관련 기본법
목적 :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

통합가능성은 없

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정
책

계획

관련법

관련

률

법제

국토기
본법

음

내용 :

국토

제1장 총칙 : 목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토의 균형 있

국토계획

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

국토정보체계

보체계는 국토공

리

국토조사

간정보법률이 만

국토정책위원

(24개)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
지표 및 기준,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
가, 국토종합계획의 정비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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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국토정보체계의
구축에서 국토정

들어진 상황하에
서는 관련 내용
의 필요성이 없
는 것으로 보임.

제4장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 : 국토조사 및 연차보고서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
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
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수도권계획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정비계
획법

내용 :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성장관리권역

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

총량규제

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
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수도권정비위

*통합가능성 있
음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과 통
합가능성 있음

원회

주요내용으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의 행위제한, 부담금, 총량규제, 수도권정비위원회설치
총 조문은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토의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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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가능성 및

법적 성격 : 국토일반법, 중간법(공법과 사법)
목적 :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
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 기본원칙, 도시계획, 용도구분,
구역 등의 지정제한
계획 및
이용에

제2장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분법가능성 있음

개발행위의

* 국토의 계획

허가

및 이용에 관한

용도지역

법률은 현재 법

용도구역

률의 조문수가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관한 법
률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절
차,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설, 지
구단위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개발행위의 허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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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
회

많으며, 다양한
법률의 통합 형
태로 되어 있음.
* 이는 분리하여
2개의 법제 분류

토지거래허가

가 가능하며, 이

제

에 따른 통합도

선매

가능할 것으로

이행강제금

여겨짐.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장 비용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기본 내
용, 선매, 불허가처분 토지의 매수청구, 이행강제금, 지가
동향의 조사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건축물

목적 :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건축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

건축허가

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건축

건축법

다.

건축신고
건축물의 유
지

내용 :

지역 및 지구

제1장 총칙: 목적, 적용제외, 건축위원회, 특례조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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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축물

통합의 가능성은
없음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건축관련 입지, 건축허가 및 신고,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용도변경, 건축허가 제한, 가설
건축물, 건축절차, 건축행정의 전산처리 등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 건축물의 유지, 관리, 건축
지도원, 건축물대장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구조내력, 건축물의 피난
시설 및 용도제한, 내화구조와 방화벽, 건축물의 마감재료,
지하층

특별건축물
건축설비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권

제7장 건축설비 : 건축설비기준 등, 온돌 및 난방설비 등
의 시공, 승강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건축물에 관한 효
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건축
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66 -

제8장 특별건축구역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건축물 절차,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통합의 가능성

목적 :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있음

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 통합가능 이유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

로는 조문수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4개의 조문으로
적음.

건축기

내용 :

건축정책

제1장 총칙 : 목적,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건축정책기본

무, 국민의 의무

계획

본법

건축정책위원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 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회

* 특별히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는
조문이 없으며
제5장의 규정은
있을 필요가 있
는지 의문임
* 제3장과 제4장
의 경우에는 건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건축

축법에 수록하여

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는 법령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회보고, 기

이라고 판단됨.

획단, 지역건축위원회

* 아울러 건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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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위원회와 건축
위원회의 내용을
따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만, 이를 다시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시범사업 실시, 민간전문가의 참

분류하는 것이

여, 설계공모의 시행

현실적으로 효율
적이라고 사료
됨.

건축물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 통합가능성 있

목적 :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음

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

* 현재 조문 수

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는 12개 조항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분양
에 관한
법률

건축물
분양

내용 :

전매행위제한

로 적은 조문의
문제가 있음.
* (토지임대부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분양주택 공급촉

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

진을 위한 특별

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조치법)분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분양시기, 신고, 방법, 전매행위제

대한 유사법률이

한, 계약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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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문 수는 12개 조항으로 적은 조문의 문제가 있음.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법적 성격 : 특별법
목적 :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
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
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
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
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
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용산공
공원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조성
특별법

내용 :

용산공원
용산공원조성
추진위원회

* 통합가능성 없

종합기본계획

음

복합시설조성

제1장 총칙 : 목적, 기본이념, 용산공원의 명칭, 용산공원
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위원장, 기획단의 설치

제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및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 기초조사, 지정, 지정의 고시, 수립절차

제3장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조성 및 관리 : 용산공원조성
계획, 조성, 관리절차, 점용허가,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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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관리센터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조성 및 공원주변지역의 관리
등 : 승인, 지정, 의제규정, 용상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

도시공

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

녹지

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기본계획

한다.

공청회
지방의회의

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

공원

의견청취

내용 :
제1장 총칙 :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
한 기초조사,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공원녹지기
본계획의 수립,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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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통합불가능

제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의 확충 : 도시녹화계
획,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공원조성계획의 입
안,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공원조성
계획의 정비,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도시공원 및 공원
시설 관리의 위탁,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
설의 설치ㆍ관리,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
한 특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겸용 공작물의
관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원상회복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취락지구
에 대한 특례, 토지매수의 청구, 매수 청구의 절차, 비용의
부담,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공공시설의 귀속

제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 녹지의 세분, 녹지의 설치
및 관리,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녹지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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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비용 : 비용 부담, 입장료 등의 징수, 점용료의 징
수, 점용료 등의 귀속, 점용료의 강제 징수, 비용 보조

주무부서 : 환경부
목적 :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공원
공원시설
기본계획

내용 :
제1장 총칙 : 자연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공
자연

원구역, 공원기본계획, 공원사업, 공원시설

공원법

공원계획
행위허가
금지행위

제2장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 자연공원의 지
정, 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도립공원의 지정 절차, 군립공
원의 지정 절차,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 변경,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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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사법경찰권
국립공원관리
공단

통합불가능

제3장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군립공원계획
의 결정, 공원계획의 변경, 공원계획의 고시, 공원계획의
내용,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용도지구, 공원사업
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
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다른 법률에 따른 허
가 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 행위허가, 생태축 우선의 원칙,
원상회복,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퇴거조치,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금지행위,
출입 금지, 영업 등의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대
집행, 감독처분, 청문, 사법경찰권, 공원대장, 자연자원의
조사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점용
료 등의 징수, 비용부담의 원칙,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
정,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입장료 등의 귀속, 보조

제6장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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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사무소, 등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임원, 직원의
임면, 대리인의 선임, 출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유재
산 등의 전대, 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의 규정, 자금의
차입, 잉여금의 처리, 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지도ㆍ감
독, 다른 법률의 준용

제7장 보칙 : 다른 법률과의 관계, 허가에 관한 협의, 토
지의 출입과 사용, 손실보상, 주민지원사업, 권리ㆍ의무의
승계, 처분의 제한,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토지매수
의 청구, 매수청구의 절차 등, 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
례, 권한의 위임ㆍ위탁,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 통합가능성 있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산업도
시,

기

업도시

법적 성격 : 특별법

개발구역

목적 :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관련 인ㆍ허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

가등의 의제

시개발

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

토지상환채권

특별법

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기업도시

기업도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위원
회

내용 :

음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위원
회는 도시개발법
에서도 있으므로
중복규정임.
* 관련 사항의
유동적 통합이
가능하다고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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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이 법은 기업도시의 종류, 기업도시개발구역,
기업도시개발사업

제2장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시행 : 지정절차,
계획절차,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3장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됨.

제4장 기업도시 정주(定住) 여건의 개선 : 사립학교의 설
립, 의료기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제5장 위원회 등 : 도시개발위원회, 기업도시관리협의회,
기업도시추진기획단

도시개
발법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도시개발

법적 성격 : 도시개발관련 일반법

개발계획

목적 :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

도시개발구역

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도시개발사업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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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가능성 있
음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도시개발에 관
한 법률의 공통
점이 있음.

내용 :
제1장 총칙 :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개발계획의 수립절차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시행자 및 실시계획,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환지 방식에 의한 사
업 시행, 준공검사 등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산업입
지 및
개발에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심의회
산업입지개발

으로 한다.

지침

관한 법
률

산업입지정책

산업단지

내용 :
제1장 총칙 : 산업입지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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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가능성
없음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 : 기초자사, 산업입지개발지침, 산
업입지수급계획, 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 운영

제3장 산업단지의 지정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
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준산업단지의 지정 및 해제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등의 단지개발실시계획절차, 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

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 입지지정 및 개발
에 관한 기준,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공장입지 유도지
구의 특례, 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산업단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지 인ㆍ

목적 :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

허가 절

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차 간소

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

화를 위

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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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특례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적 성격 : 특별법
내용 :
*

제1장 총칙 : 목적,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위원회 설치

산업단지조성

에 대한 특례법
으로 특별한 규
한 특례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 산업단지계획 절차, 승

정은 없는 것으

법

인기간, 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통합기준

로 사료됨
*

산업입지

및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개발에 관한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률에 통합가능한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국가통합교

것으로 보임.

통체계효율화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수도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특례 규정
신행정
수도 후
속대책
을 위한
연기ㆍ
공주지

국가균형발전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책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

행정중심복합

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도시

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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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가능성 없
음

내용 :
제1장 총칙 : 목적, 국가균형발전시책의 병행추진, 행정중
심복합도시의 명칭 및 기본방향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 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예정지역 지정절차

구역
건축허가제한

역 행정
중심도
시건설
을 위한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위원회

사업시행자의 지정,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선수

특별회계

금, 준공검사,

주변지역지원
손실보상

특별법
제4장 추진기구 : 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위원회, 건설청
의 설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
계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 지방세, 부담금, 주변
지역지원사업, 손실보상,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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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
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계획

내용 :
동ㆍ서

개발계획

제1장 총칙

개발사업

ㆍ남해
안권 발
전특별
법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 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
평가, 개발계획

발전공동협의
회
특례

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 : 기초조사, 실시계획, 토지의 수
용,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준공검사

제4장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등 :
발전위원회, 발전공동협의회, 발전기획단, 발전 전담조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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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가능성 없
음

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 첨단과학기술
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해양관광산업의 진흥, 문화관광산
업의 진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의 특례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ㆍ개발ㆍ보전하기 위하여

지역균
형개발
및 지방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

* 조문형식의 오

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류가 있는 듯

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

함.

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획

중소기
업육성
에 관한

* 제4절 다음
광역개발사업

민간개발자

내용 :

제1절 시ㆍ도별
중소기업 육성계
획, 제2절 지역
별 중소기업 경

제1장 총칙

영 여건의 조성

법률

이 나오고 있음.
제2장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발촉진지구

* 법률 작성규정

의 지정ㆍ개발, 특정지역의 지정ㆍ개발, 민간개발자에 의한

상 오류가 있는

지역개발사업 시행,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ㆍ개발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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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
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발전지역종

내용 :
신발전

합발전구역

제1장 총칙

종합발전구역

지역육
성을 위
한 투자

신발전지역발
제2장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 등 : 신발전지역종합
발전구역의 지정 등, 종합발전구역의 지정 및 해제

촉진특
별법

전촉진지구
행위 등의 제
한

제3장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지정 등 : 신발전지역발전
촉진지구, 발전촉진지구, 행위 등의 제한, 사업시행자, 실
시계획의 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제한, 준공검사 등, 공공시설의 귀속

제5장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26조 조세, 부담금, 입주기업 기반시설 및 보조금 등에
대한 자금지원, 채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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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특례

통합가능성 없음

제6장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 : 임대
전용산업단지, 지역주민,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학교ㆍ의
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
"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

도청이

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

신도시

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개발예정지구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시계획

전을 위
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련 인ㆍ허

음

가 등의 의제

내용 :
제1장 총칙

관한 특
별법

* 통합가능성 있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제6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
구, 이전계획의 수립, 이전기관, 이전지원계획, 사업시행
자, 개발계획, 실시계획,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개발예정지구 주
민에 대한 지원대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준공검사,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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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신도

* 공공기관 지방

시건설위원회

이전에 따른 혁

종전부동산의
활용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과 통합가능
함.

완료의 공고, 조성토지 등의 공급, 선수금,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각종 학교 등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3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등 : 도청이전신도시건
설위원회, 도청이전신도시관리위원회, 이전추진단 설치

제4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종전
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5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의료기관의 설치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유비쿼터스도

목적 : 이 법은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시

터스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유비쿼터스도

시의 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서비스

설 등에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비쿼

관한 법
률

유비쿼터스도
시기반시설

내용 :

건설정보통신

제1장 총칙 : 유비쿼터스도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유비

융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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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가능성 없음

쿼터스도시기반시설, 건설정보통신윱합기술

제2장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 유비쿼터스도
시종합계획의 수립, 공청회, 종합계획, 유비쿼터스도시계
획의 승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변경

제3장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 사업시행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실시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준공검사, 사업계획승인 등의 특례, 유
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유비쿼터스도
시위원회

제4장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 융합
기술의 기준, 개인정보 보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보
호

제5장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등 :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보조 또는 융자, 연구ㆍ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공공기
관 지방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이전 공공기

* 통합가능성 있

목적 :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

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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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
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
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에
따른 혁
신도시

혁신도시

내용 :

관련 인ㆍ허

제1장 총칙

가 등의 의제
혁신도시관리

건설 및
지원에

이전지원계획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관한 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별법

지원계획의 수립

위원회
특별회계
종전 부동산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 혁신도시개
발, 행위 등의 제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개발계획, 실
시계획,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 준공검사, 공
사완료의 공고, 조성토지 등의 공급, 선수금, 토지상환채권
의 발행, 공공시설 등의 귀속,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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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이전을 위
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과 통합 가
능

제4장 혁신도시관리위원회 등 :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
책의 심의,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설치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세입과 세출, 일반회계, 특
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잉여금, 관리전환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
종전부동산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의 제한,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종전부동산 매
입지원 등,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경관

목적 : 이 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건축물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
이용 ,
규제

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경관법

경관관리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계획

조문수 : 총 25조문

경관지구
미관지구
경관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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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불가능

제1장 총칙 : 경관, 건축물, 경관관리 기본원칙

제2장 경관계획 : 경관계획,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내용, 기초조사, 공청회, 지
방의회의 의견청취, 승인, 경관지구, 미관지구

제3장 경관사업 : 경관사업,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재
정지원, 감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제4장 경관협정 : 경관협정, 체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경관협정 인가, 변경, 폐지, 준수, 승계,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제5장 경관위원회 : 경관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운영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용도지역

통합논의가능

조문수 : 24개

용도구역

용도지역지구구

용규제

목적 :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행위제한

기본법

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

토지이

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
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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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계획

역제도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으로써 국토
계획법의 용도지

내용 :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과 관리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

확인서

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

국토이용정보

역지구제와 각종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체계

행위규제 내용과

내용은 지역ㆍ지구 등에 관련 사항이며, 토지이용규제의

토지이용규제

의 통합논의 가

투명성 확보, 지역ㆍ지구 등의 신설제한, 심의, 행위제한

심의위원회

능함

강화 등에 대한 심의, 지정,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규제안내서,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및 활용, 토지
이용규제심의위원회,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목적 :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도시관리계획

한구역

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지방의회 의

의 지정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

견청취

및 관리

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

에 관한

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특별조
치법

개발제

통합 불가능
국토계획법에 대
한 일부분의 내
용을 가지고 있
으나, 특별조치

공청회

법으로써의 성격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

부담금

으로 인하여 가

을 목적으로 한다.

이행강제금

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됨으로 불가
능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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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
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
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
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장, 절에 대한 구분이 없이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
다.

주요내용은는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기초조
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실효, 개
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 또는 신고 등의
통보,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구성, 운영,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의 청구, 매수청구의 절
차,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
전 부담금, 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의 통보, 부담금의 산
정기준,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납부,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이의신청, 공공시설의 귀속,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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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58) 이하의 국토해양부관련 법령의 정리한 표들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소분류에서 각 법률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다시 여기에서 핵심어를 도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법령에 대한 통합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국토해양법령을 효율적으로 표로써 정리하였다. 이는 내용의 과다로 인하여
본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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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및 부동산(토지) 관련 법률
1) 개관
주택 및 부동산(토지) 관련 법률은 실제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주택관련 법률,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 투자관련 법
률, 주거 및 도시재정비 관련 법률, 공간정보관련 법률, 토지관련 법률로 나눌 수
있다. 주택관련 법률은 주로 우리가 생활하는 주택과 관련한 법률로써 주택법, 임
대주택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투자 관련 법률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며, 주거 및 도시재정비 관련 법률
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이 대
표적이다. 공간정보관련 법률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있으며, 토지 관련 법률로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분류를 기
본으로 하여 각 법률의 주요 내용과 통합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2) 주택분야 관련 법률
주택분야 관련 법률은 주로 우리가 생활하는 주택과 관련한 법률로써 주택법, 임
대주택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본 보고서에서 다루기로
한다. 주택법은 주택에 관련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동법은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기금으로써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채권, 주택상환사
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제도로써 주택거래신고제도를 규정
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주택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겁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
요 내용으로는 임대주택의 우선건설, 임대사업자의 등록ㆍ등록말소, 임대주택조합
의 설립, 택지의 우선공급, 택지의 환매, 임대주택의 행위제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경매에 관한 특례, 임대조건 신고, 갱신거절,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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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특
별법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전지원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그러나 조문수가 17개의 조문에 불과하고 주로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
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
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총 조문수는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건축초과이
익의 환수, 징수금의 배분, 대상사업, 부과기준, 주택가액의 산정, 부과율,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ㆍ징수ㆍ사전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과 통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과의 통합 가능성이 다룰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보금자리
주택의 원활한 건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ㆍ
조성ㆍ절차,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및 매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분야 관련 법률의 경우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분법 및 통폐
합 가능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임대주택법과 통합 가능한 것
으로 보인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의 내
용유사성으로 인하여 통폐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
호를 위한 특별법의 경우 임대주택법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조문수가 적으
므로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통합 대상 법령의 조문수가 적은데 따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 투자분야 관련 법률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투자 관련 법률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부동
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보호 등에 관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
요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주식의 발행방법,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금지
행위,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인가사항, 영업인가 등의 취소,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등기관련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부동산투자를 할 수 있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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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설립에 대한 법률로써 부동산회사 및 관련업의 등록이 부동산업의 관리 및 육
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다. 그러나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부동산소액투자자보호를
위한 법률이며, 투자에 관련 법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한 회사에 관한 규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통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
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은 부동산개발,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자 등록ㆍ관리 및 실태조사, 조사 및 시
정조치에 대한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
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총 3개
의 장으로써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개발부담금제도, 제3장은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이익의 환수 방
법, 징수금의 배분,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및 부담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 투자분야 관련 법률에서 분법 및 통폐합의 논의가 가능한
부분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써 앞에서도 언급하였던 재건축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의 통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통폐합가능 사유로는 내용상 연관성이 높
고 통합 대상 법령의 조문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총 2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
건축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총 2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개발로 인한
이익의 환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가칭)』로 통폐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주거 및 도시재정비분야 관련 법률
주거 및 도시재정비 관련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
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
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
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
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
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구역의 지정, 비용부담의 원칙,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및 취소,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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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및 시행을
위한 지원, 개발이익의 환수 및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지원, 세입자 등을 위한 보
호조치 등을 담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총 조문수는 4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절
차,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택지개발계획의 수립절차, 환매권, 택지의 공급, 택지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행정심판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주거 및 도시재정비분야 관련 법률에서 통폐합 및 분법 가능 법률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사유는
목적의 유사성 및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한 통합 가능성을 논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
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
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
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하고 있어 도시의 낙후된 지역 및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개선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요내용의 유사성을 보
이고 있다. 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사업시행, 촉진계획의 수립, 비용부담 등에 관련
내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5) 공간정보분야 관련 법률
공간정보분야 관련 법률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있
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공간정보법률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 및 계획 수립, 국가공간정보
기반의 체계조성을 위한 공간정보 표준화 및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한 데이
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비밀준수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총 조문수는 34개
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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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공간정보에 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간정보산업, 공간정보사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공간
정보산업기반조성을 위한 품질인증, 표준화지원, 전문인력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
출지원,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의 지정 및 협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총 조문수는 3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정보분야 관련 법률에 관한 분법 및 통폐합의 논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
률과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의 통폐합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통폐합의 사유로는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통합 대상 법령의 조문수가 적은데 따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법률은 국가의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며, 유사한 내용의
법률이 소관부서의 차이로 법률집행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소관부처는
국토해양부로 동일하지만,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토정보정책과에서, 공간
정보산업진흥법은 공간정보기획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에 원활한 운용과 유
사성으로 인한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 토지분야 관련 법률
토지 관련 법률로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측
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은 공공토지
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
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토지비축
계획의 수립,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토지은행의 설치 및 운영,
공공토지의 취득절차,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의 경우 통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
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
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
으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취득방법 및 사용금지, 중개업의 등록 및 겸업제한, 중계의
종류 및 중계대상물, 부동산거래신고,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 및 운영, 감독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경우 법제명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
고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거래신고도 공인중개사의 업무로 하는 경우
에 이를 법제명에 수록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법률의 통합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토지법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상호주의, 계약에 따를 토지취득의 신고,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계
속보유신고 등을 담고 있다. 총 조문수는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보고서
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의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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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
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
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
동산 가격의 공시를 위한 지가공시, 주택가격공시 및 이를 평가하기 위한 부동산평
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 기준 및 감정
평가사 자격증 취득, 감정평가서 작성요령,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과 관련 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정평가협회의 설립 및 운영, 감정평가사의 징계 및 과징
금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의 통합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
인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
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크
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하나는 측량 및 수로조사에 관한 사항이며, 또하나는
지적공부에 대한 사항이다. 동법은 기존의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
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
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
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신뢰도 및 정
확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해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측량법에 대한 내
용을 뺀 지적공부에 대한 내용은 공적 장부에 관한 사항으로써 별도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에 동법의 분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
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
모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사업의 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준시사항, 토지매수방법(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
용), 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손실보상의 원칙과 종류, 기준, 이의신청의
방법, 환매권의 행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경우에도 통합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분야 관련 법률에서 분법 및 통폐합 가능 법률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그 사유는 특정 분야의 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
도록 세부 분야별로 분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다루고 있
지 않으나, 부동산등기법과의 통합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토지대
장, 임야대장 등 공적 장부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지적공부와의 통합
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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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 주택 및 부동산(토지) 관련 법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제어 또는

주요사항

핵심어

통합가능성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ㆍ공급ㆍ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정책
내용 :

주택

제1장 총칙 : 목적,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주거실태조

토지
관련
법률
(20
개)

사,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택

주택법

주택종합계획

주택에 관한

주택건설

가장 기본이

주택공급

되는 법으로써

분양가격제한
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주택정책심의위
원회
분양가심사위원

제3장 주택의 건설 등 :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
의 시행, 주택조합, 공업화주택의 인정

제4장 주택의 공급 : 주택의 공급, 분양가격 제한, 견본
주택의 건축기준, 분양가심사위원회, 공급질서 교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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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주택거래신고

주택기본법으
로 변경가능
통폐합 불가능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주
택의 전매행위 제한,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제5장 주택의 관리 : 주택의 관리방법, 주택의 전문관리

제6장 주택자금 :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채권, 주택상환
사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7장 주택의 거래 : 신고

제8장 협회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시ㆍ도 주택정
책심의위원회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임대주택

통합가능

목적 :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

우선건설

부도공공건설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임차

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
임대주

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주택조합

택법

청문

내용 :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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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인 보호를 위
한 특별법과
통합논의가 가
능하다고 사료
됨

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과 절이 없이 조문으로 구성.
주요 내용은 임대주택, 우선건설, 건설재원,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조합에 대한 감독, 조합의 임
대주택 건설, 택지의 우선공급, 환매,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임대주택의
전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
양전환, 부도임대주택 등에 대한 경매제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경매에 관한 특례, 부도 발생의 신고, 부도임대주택
등의 조사, 임차인대표회의,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표준임대차계약서, 설명의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분
쟁의 조정신청, 조정의 효력, 감독, 청문, 권한의 위임,
가산금리, 과징금

부도공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공건설

분양 : 이 법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임차인

임대주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등으

부도임대주택

택 임차

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

임대보증금

인 보호

으로 한다.

보금자리주택,

를 위한
특별법

국민주택기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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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가능
임대주택법과
통합논의가 가
능함

이 법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다.
조문수는 17개에 불과하다.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부도임대
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매입방법, 매입요청,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 시설물 상태조사,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공급,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우선매수권, 매각기일 연기, 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초

초과이

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익 환수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에 관한

목적으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통합 가능.

환수

도시 및 주거

개발비용

환경정비법과

재건축
부담금

법률

통합 가능 또
는 개발이익환
수에 관한 법
률과 통합가능

내용 :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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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
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
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징수금의 배분, 대상
사업, 납부의무자, 부과기준, 기준시점, 주택가액의 산정,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개발비용 등의 산정, 부과율,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재건축부담긍의 예정액
통지, 고지 전 심사청구,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징수, 부
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자료제출의무, 자료의 통보, 권
한의 위임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목적 : 이 법은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건설 등을 위하여

주택지구

보금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

특례

리주택

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부담금

건설 등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통
합심의위원회

내용 :

매입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및 재
원,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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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본
부

통합 불가능

제2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 : 보금자리주택지구
의 지정, 주거지역에서의 주택지구 지정,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사전협의,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주민 등의 의견청취, 행위제한,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한
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의 적용 특례

제3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조성 : 시행자의 우선지정, 지
구계획의 승인, 특례 조항,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토
지에의 출입, 토지 등의 수입,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공
공시설 등의 귀속, 부담금의 감면, 준공검사

제4장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 보금자리주택통합
심의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제5장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등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
인,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보금자리주택의 건
설기준,「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공사의 분할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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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금자리주택의 매입 : 시행자의 국민주택기금융
자금미상환임대주택 매입, 시행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시행자의 기존주택 매입, 시행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임대주택의 인수

제7장 공공주택건설본부 : 공공주택건설본부, 관계 공무
원 등의 파견요청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부동산투자

목적 :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

부동산투자회사

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부동산
개 발 ,
부동산
투자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
부동산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업인가
금융위원회의 감
독

투자회
사법

설립

합병

내용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법인격, 업무 범위

해산
청산

제2장 설립ㆍ기관 등 : 설립 및 영업인가, 기관, 주식의

설립등기
해산등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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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불가능.

제3장 업무 : 자산의 투자ㆍ운용, 금지행위, 자산보관의
위탁, 정보의 공시

제4장 감독 : 감독ㆍ조사, 금융위원회의 감독, 인가 사항,
보고 사항, 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5장 합병 및 해산 합병, 해산, 청산 시 채권자에 대한
최고

제6장 등기 : 설립등기, 해산등기의 촉탁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부동산

목적 :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

개발업

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

부동산개발

의 관리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

부동산개발업

및 육성

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관한
법률

내용 :
제1장 총칙 : 부동산개발,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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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자

통합 불가능.

등록사업자, 공급, 소비자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
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
격사유,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이중등록의 금지,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부동산개
발업의 양도,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및 주요내용, 부
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제3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부동산개발업자
의 실태조사,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금지행위

제4장 조사 및 시정조치 등 :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

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영업정지, 부동산개발업
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록취소 등의 공고, 협회의 설
립, 협회의 업무 및 감독

개발이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익환수

목적 :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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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통합 가능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
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
에 관한
법률

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
익환수에 관한
법률

총 3개의 장으로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개발부담금, 제3
장은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수는 29개로 되어
있음.
주요 내용은 개발이익, 개발사업,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부
담금, 부과기준, 부담률 등을 담고 있다.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주거,도
시
재정비

주거환경개선사

도시재정비촉

업

진을 위한 특

도시 및

목적 :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

주거환

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

주택재개발사업

별법과 통합논

경정비

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주택재건축사업

의 가능

법

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

도시환경정비사

* 내용의 유사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

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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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장 총칙 : 목적, 정비구역,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
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대지, 주
택단지, 사업시행자
정비기반시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도시ㆍ주

기본계획

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

도시주거환경정

역의 지정,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행위제한

비기본계획
비용부담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설립추진

정비사업전문관

위원회, 조합의 설립, 사업시행계획,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리업

조치, 관리처분계획,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도시분쟁조정위
원회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 비용부담의 원칙, 비용의 조달,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보조 및 융자, 정비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국ㆍ공유
재산의 처분,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국ㆍ공유지의 무상양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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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가능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업무제한, 결격사유, 등록취소, 조사, 교육, 종합관리, 협
회의 설립, 업무, 감독

제6장 감독 등 : 자료의 제출, 회계감사, 감독,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정위원회의 조정, 정비사업의 공
공관리, 청문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
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도시재
정비 촉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
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을 위
한 특별
법

내용 :
제1장 총칙 : 목적,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재
정비촉진계획, 재정비촉진구역, 우선사업구역, 존치구역,
기반시설, 토지등소유자,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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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 및 주

재정비촉진계획

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구역

과 통합 가능

과밀부담금

* 내용의 유사

특별회계

성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

통합 가능

신청,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
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행위 등의 제한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 재정비촉진계획
의 수립,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
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
시행 총괄관리,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사업, 사업협의회의
구성, 사업시행의 촉진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 특례규정,
지방세의 감면, 과밀부담금의 면제, 특별회계의 설치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 비용 부담의 원칙, 재정비촉
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재
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임대주택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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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宅難)을 해소
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宅地)의 취득ㆍ개발
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택지
공공시설용지

택지개
발촉진
법

내용 :

택지개발지구

주요 내용은 택지, 공공시설용지,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

택지개발계획

사업, 간선시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절차, 주민 등의

간선시설

의견청취,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행위제한,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자,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사업 실시

통합 불가능

환매권

계획의 작성 및 승인, 토지수용, 건축물의 존치, 환매권,

실시계획

준공검사, 택지의 공급,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택지의 용

행정심판

도, 택지의 전문행위 제한, 선수금, 서류의 열람 및 송달,
자료 제공의 요청,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청문, 공
공시설 등의 귀속,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행정심
판, 자금의 지원

공간정
보

국가공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공간정보

통합 가능

간정보

목적 :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

공간정보데이터

공간정보산업

에 관한

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베이스

진흥법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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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
제1장 총 칙 : 목적, 공간정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공
간정보체계, 관리기관, 국가공간정보체계, 국가공간정보통
합체계, 공간정보참조체계, 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공간정보체계

법률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 국가공간정보위원

국가공간정보통

회,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관리기관과의 협의, 연구

합체계

ㆍ개발, 정부의 지원, 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공간정보참조체
계

제3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공간정보 표준화, 표
준의 연구 및 보급, 표준 등의 준수의무, 국가공간정보통
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자료의
제출요구, 자료의 가공

제4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

공간정보데이

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중복투자의 방지, 공간정보 목
록정보의 작성, 협력체계 구축, 공간정보의 활용, 공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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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보의 공개,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제5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 보안관리, 공간정보데이터베
이스의 안전성 확보, 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비밀준수 등의 의무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
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정보
공간정보산업

내용 :
공간정

목적 :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보산업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진흥법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정보사업

국가공간정보

가공공간정보

에 관한 법률

융복합공간정보
산업

제1장 총 칙 : 공간정보, 공간정보산업, 공간정보사업, 공
간정보사업자, 가공공간정보, 융복합공간정보산업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 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공간정보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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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
흥지원기관

과 통합논의
가능

공, 가공공간정보의 생산 및 유통, 공간정보 등의 유통 활
성화,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지원, 지식재산권의 보호,
재정지원

제3장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 : 품질인증, 공간정보기술의
개발 촉진,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의 양
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공간정보 관련 용역에 대
한 사업대가

제4장 공간정보산업의 지원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
정,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 지원,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중소공간정보사업자
의 사업참여 지원

제5장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등 : 공간정보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공간정보집합
투자기구의 설립, 자산운용의 방법

토지

공공토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공공토지

지의 비

목적 :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

토지은행

축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비축대상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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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불가능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
제1장 총칙 : 공공토지, 비축, 토지은행, 토지은행사업,
비축대상토지, 비축토지, 취득, 관리, 공급
비축토지
제2장 공공토지비축계획 :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공공토

공곤토지비축계

지비축 시행계획, 토지수급조사

획
공공토지비축심

한 법률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 공공토지비

의위원회

축심의위원회, 토지은행

공공토지의 취득
절차

제4장 공공토지의 취득절차 :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수

전매

급조절용 토지 등의 취득

제5장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 비축토지의 관리, 비축토
지의 공급, 전매 등의 제한, 사용승낙시기
공인중
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공인중개사

목적 :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중개업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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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불가능

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
제1장 총칙 : 중개, 공인중개사, 중개업, 중개업자,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제2장 공인중개사 : 자격시험,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부
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자격증의 교부, 결격사유,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거래신
고에 관
한 법률

중개보조원
중개사무소
등록

제3장 중개업 등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록의 결격사
유, 등록증의 교부, 이중등록의 금지, 중개사무소의 설치
기준, 중개업자의 겸업제한,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인장의 등록,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명칭, 중개사
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부동산거
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거래
계약서의 작성, 부동산거래의 신고, 신고내역 조사, 부동
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중개업자등의 기본윤리, 손해배
상책임의 보장,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중개수
수료, 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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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선거래신고
공인중개사협회
중개사무소

제4장 지도ㆍ감독 : 자격의 취소, 정지, 감독상의 명령,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협회 설립,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취득

외국인
토지법

외국인

내용 : 상호주의,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 계약 외

신고

의 토지취득 신고, 계속보유 신고

토지

통합 불가능

총 조문수는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동산
가격공
시 및
감정평
가에 관
한 법률

주무부서 :

토지

목적 :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

주택

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
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
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적정가격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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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불가능

내용 :
제1장 총칙 : 토지, 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표준지공
시지가, 적정가격, 감정평가, 감정평가업, 감정평가업자

제2장 부동산 가격의 공시 : 지가의 공시, 주택가격의 공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감정평가업
제3장 감정평가ㆍ감정평가사 : 토지의 감정평가, 직무, 자
격, 결격사유, 외국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자격등록 및

감정평가업자

갱신등록,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자격등록의 취

감정평가사

소, 사무소 개설신고,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업자의 업

과징금

무,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감정평가준칙, 감정평가서,

부동산평가위원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사무소의 명칭, 수수료, 손해배

회

상책임, 성실의무, 인가취소, 청문, 감정평가협회의 설립,
업무위탁, 지도ㆍ감독

제3장의2 징계 : 징계

제3장의3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과징금의 부과, 이의
신청,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와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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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
공부(地籍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측량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측량
지도

내용 :

수로

측량ㆍ

제1장 총칙 : 측량, 기본측량, 공공측량, 지적측량, 수로

서지

분법 가능

수로조

측량, 일반측량, 측량기준점, 측량성관, 측량기록, 지도,

토지

측량수로조사

사 및

수로조사, 수로조사성과, 수로도지, 수로서지, 수로도서

지적에

지, 항행통보, 해양지명, 지적소관청, 지적공부, 토지의

등록

관한 법

표시, 필지, 지번, 지번부여지역, 지목, 경계점, 경계, 면

합병

률

적, 토지의 이동,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

분할

경, 축척변경

축척
지적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 통칙,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지적측량, 수로조사,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
자, 측량업 및 수로사업, 협회, 대한지적공사,

제3장 지적(地籍) :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토지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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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
지적공부

에 관한 법률
과 지적에 관
한 법률로 분
리가능성

신청 및 지적정리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업
토지점유자

공익사

협의

업을 위

내용 :

한 토지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적용대상, 공익사업, 권리의무

등의 취

등의 승계, 기간의 계산방법, 대리인, 서류의 발급신청

득 및

수용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보상에

손실보상

관한 법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률

출입의 통지,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장해물 제거, 증표

이의신청

등의 휴대

대집행
환매권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토지조서 및 물건
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열람, 협의, 계약의 체결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수용 또는 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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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불가능

절차,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 설치, 재결사항, 관할,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임기,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심리조사상의 권한,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6장 손실보상 등 : 손실보상의 원칙,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7장 이의신청 등 : 이의신청, 재결, 행정소송의 제기,
재결의 효력,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처분효력의 부정
지, 대집행, 강제징수

제8장 환매권 : 환매권, 환매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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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 및 수자원 관련 법률
1) 개관
건설 및 수자원 관련 법률은 많은 법률 중 국토해양부관련 법률 10개와 환경부 소
관법률 1개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건설 및 수자원관련 법률을 건설산업분
야, 건설기자재분야, 수자원분야로 구분하여 보기로 한다. 건설산업분야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해외건설촉진법 등이 있으며, 건설기자재계분야에는 건설기계관리법, 건
설기술관리법, 골재채취법 등이 있으며, 수자원분야에는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먹는물관리법 등이 대표적이
라고 할 수 있다.
2) 건설산업분야 관련 법률
건설산업분야 관련 법률은 건설산업기본법, 해외건설촉진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
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이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해외건설촉진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동법은 건설업의 등록 절차 및 금지행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관련
내용, 건설기술자의 배치 및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에 관한 규정, 건설업협회의 설치 및 운영, 건설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제
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다. 동법은 분법 및 통폐합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
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 및 현지법인의 설립 등의
신고 및 보고, 해외공사의 지원,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해외건설협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법 또한 건설산업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분법 및 통폐합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건설산업분야 관련 법률은 통폐합 가능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건설기자재분야 관련 법률
건설기계분야 관련 법률은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골재채취법이 대표적
이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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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
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기
존의 중기관리법상의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
꾸고, 건설기계정비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
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그밖에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
고 건설기계의 과속ㆍ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방
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동법은 건설기계의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절차,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및 사후관리,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및 건
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및 운행금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득 및 결격
사유, 건설기계사업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
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
게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의 적정한 시행을 이루고 건설공사
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동법은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건설기술용역의 육성
및 건설공사의 관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설공사품질관리를 위한 설계도서의 작
성 및 표준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공장인증,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건설감리협회의 설립 및 운영, 건설기술인협회의 설치 및 운
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골재채취법은 골재의 원활한 수급
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골재자원조사, 기본계획, 수급계획,
골재수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골재채취업의 등록 및 취소,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및 허가절차,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및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및 관리,
골재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자재분야 관련 법률의 분법 및 통폐합에 대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
다. 각 법률에서 적정한 내용과 함께 각기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
정의 분법 및 통폐합의 가능성이 없다.
4) 수자원분야 관련 법률
수자원분야에는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한국
수자원공사법, 먹는물관리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하천정비
법 등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하천
정비법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우선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하천의 유수(流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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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하천의 지정 및 관
리, 수문조사의 실시 및 최적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수립, 하천공사의 대행, 하
천의 점용,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
정절차, 하천에 관한 비용부담 및 징수, 하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의 건설ㆍ관
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
적으로 한다. 동법은 댐의 건설 및 관리, 댐건설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
하천법과의 관계,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
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
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
ㆍ이용허가에 관한 규정, 지하수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규정, 지하수개발ㆍ이
용시공업의 등록 및 취소,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 지하수이용부
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은 한국수
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법인격, 사무소소재지, 자본금 및 출
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하천법」의
준용, 수질오염도의 측정, 댐 등의 사용권 설정, 강제징수, 국ㆍ공유재산의 양도,
타인의 토지 출입, 교부금, 국고보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먹는물관리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먹는 물의 수질 관리를 위한 수질관리, 공정시험
방법,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규정, 영업의 허가 및 허가의 제한, 품질관리인, 품질관
리교육 및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먹는물 기준과 가격,
광고의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수자원분야 관련 법률의 분법 및 통폐합의 다음과 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
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과의 통폐합, 둘째, 지하수법과 토양환경보전법과의 통합가능성, 셋째, 한국수자원
공사법의 필요성에 따른 통합가능성이 보인다. 우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통합은 이하에서 살펴보겠지만, 통폐합 가능 사유는 유사한 분야를 여
러 법령으로 나누어 따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동법 이외에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 법률들은 일정사
항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상의 법률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하에서 각각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지하수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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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과의 통합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겠
지만, 통폐합 가능 사유는 지하수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은 양자 모두 환경보호의 대
상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입법례에 속한다. 보호의 객체로서 지하수와 토양환
경은 상이하게 보일 수 있으나 양자 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토양오염은 곧
지하수 오염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이다. 다만 토양은 고착된 개체로서 그 오염원
인과 결과가 비교적 쉽게 증명되고, 따라서 오염원인별 대응이 가능함에 비하여 지
하수는 인간의 탐지능력에 한계가 매우 큰 지하공간에서 유동하는 유체물이라는 점
에서 양자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하수와 토양환경은 그 오염원인의 측면에 있어
대체로 공통성이 있다. 토양에 대한 오염원은 거의 지하수의 오염원이 되고, 지하
수의 오염원은 토양오염원을 의미한다. 현행 지하수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율
하고 있는 오염방지대책과 그 수단은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배경
에서 양 법률의 통합논의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토양오염의 경우 토양오염
이 보다는 수질이나 대기 오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오염에 대한 통
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한국수자원공사법의 통합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법률에서 공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법이나 기본법 속
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동법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법을 하천법이나, 상수원수질개
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포함하여 다루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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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 건축 및 수자원 관련 법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요사항

주제어 또는
핵심어

통합가능성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관리ㆍ기술관
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

건설업

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용역업
건설공사

내용 :

등록증

제1장 총칙 : 건설사업, 건설업, 건설용역업, 건설공사, 종합공사, 전
건설수
자원관련
법률(12
개)

건설산
업

건설산
업기본

문공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 발주자, 도급, 하도급, 수급인, 하수
급인, 건설기술자

발주자
도급
수급인

법

건설기술자
제2장 건설업 등록 : 건설업의 종류, 건설업 등록, 등록증의 발급,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표시ㆍ광고의 제한,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영업

하도급

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업의

공제조합

양도, 건설업 양도의 공고, 건설업 양도의 내용, 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분쟁조정위

건설업의 폐업,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국가기술자격
증 등의 대여 금지

원회
시정명령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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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불가능

정보의 종합관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
행, 견적기간,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의 직접 시
공,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하도급계약의 적
정성 심사, 하도급계획의 제출, 하수급인 등의 지위,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
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검사 및 인도, 불공정행위의 금지, 부정한 청탁
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 건설기술자의 배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
한,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중소
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중소건설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 협회의 설립,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건의
와 자문

제7장 건설 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 공제조합의 설립,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운영위원회, 공제조합의 사업, 공제 규정, 「보험업
법」의 적용 배제, 지분의 양도,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신용에 의한
보증, 대리인의 선임,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시공 상황의 조사, 조사
및 검사, 보증금 징수의 제한, 공제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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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건설분 조정위원회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관
할,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 분쟁 조정 신청의 통지, 조정의 거
부 및 중지, 처리기간, 조사 및 의견 청취, 조정부, 조정 전 합의, 조
정의 효력, 서류의 송달, 위원회의 운영 등

제9장 시정명령 등 :시정명령,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 시정명
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이해관계인에 의
한 제재의 요구, 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록말소 등의 공고, 청문, 발
주자에 대한 점검, 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

해외공사

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

해외건설업

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지법인
해외건설공사

해외건
설촉진

내용 :

법

제1장 총칙 : 해외공사, 해외건설공사,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 해외

해외건설전문인

건설업, 해외건설업자, 현지법인

력
신고
해외건설협회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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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불가능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보고: 신고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 해외 중소건설업자 지원, 우수 해외건설업
자 지정, 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기술개
발, 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6장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의 설립, 협회의 설립인가, 협회의
업무, 총회, 협회의 임원, 지도ㆍ감독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건설기계

목적 :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건설기계사업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드등록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
계

건설기
계관리
법

건설기계매매업

내용 :
제1장 총칙 : 건설기계,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
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중고건설기계, 건설기계형식

건설기계폐기업
승인
건설기계조종사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 등록,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건설기계수급조
절위원회의 설치, 미등록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의 말소,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록의 표식, 등록번호표 제작
자 지정, 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등록번호 새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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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검사
점검

통합 불가능

령,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 검사, 검사대행, 건설기계검사증 등
의 비치, 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건설기계의 확인
검사,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5장 건설기계사업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 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의 결격사유, 건설기계조종사의 준수사항,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ㆍ정지,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 :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공제사업

건설기
술관리
법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목적 :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건설기술

이용ㆍ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의 적정한

건설기술용역

시행을 이루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설계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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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불가능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
제1장 총칙 : 건설공사, 건설기술, 건설기술용역, 설계 등 용역, 발주
청, 설계감리,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감리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건설사업관리, 중대한 재해

제2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ㆍ개발 :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
ㆍ개발의 지원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품질관
리

제3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 등 : 건설기술용역의 육성,
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의무,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
한 업무정지, 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현황 통보,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

감리원
건설감리협회

역사업, 건설기술의 공모,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

건설기술인협회

정,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설계감리,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건설사

시정명령

업관리의 손해배상, 건설사업관리의 대가, 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
의 관계

제4장 건설공사품질관리 등 :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 등의 표준화, 건
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 철강구조물공장의 공
장인증, 공장인증의 취소, 품질검사의 대행,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건설공사의 안전관
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건설공사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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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건설공사의 책임
감리,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감리원의 책무, 책임감리 등의 대가기준,
감리전문회사, 감리원의 관리, 감리원의 결격사유,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설비공사의 감리, 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및 영업 양도, 감리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과징금,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 계속, 감리전문회사의 지도ㆍ감독, 감리원의 업무정지, 설계 및
시공기준,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용역 및 시공평가 등

제5장 건설감리협회 : 건설감리협회의 설립, 협회의 설립인가, 업무,
임원 및 선출방법, 보고

제6장 건설기술인협회 : 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 협회의 회원, 협회의
설립인가, 업무, 총회, 임원 및 선출방법, 지원ㆍ육성시책의 강구, 지
도ㆍ감독

제7장 보칙 : 시정명령, 자료 등의 요청, 청문, 비밀의 누설 등 금지,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수수료

골재채
취법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골재

목적 :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

골재채취업

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
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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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자원조사
골재수급심의위

통합불가능

내용 :
제1장 총칙 : 골재, 채취, 골재채취업, 골재자원조사

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 골재자원조사, 골재수급 기본계획,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기술개발의 권고, 골재채취의 지원, 골재수급심
의위원회
원회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 등록, 결격사유,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
고, 골재채취업의 양도, 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록의 취소, 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지도ㆍ감독

등록
허가
예정지

제4장 골재의 채취 등 :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골재채취의 허가,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채취기간,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골재채취,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골재채취구역
의 복구,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원상복구 명령 등

제5장 골재의 수급 안정 조치 등 : 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골재
채취단지의 지정,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단지관리비의 징수, 하천점용
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수용 및 사용, 채석단지에서의 수
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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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협회

제6장 골재협회 : 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제7장 보칙: 처분 등의 효력 승계, 보고, 청문,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

하천

비ㆍ보전하며 하천의 유수(流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

하천구역

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하천관리청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공사
하천시설

내용 :

수문조사

제1장 총칙 :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 하천관리청, 하천공사
수자원

하천법

하천기본계획
점용허가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 하천의 구분 및 지정, 하천관리청, 경계하천
의 관리, 하천구역의 결정,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 하천의 구조ㆍ
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하천시설에 대한

홍수
보전지구
폐천부지

관리대장

경계하천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 유역조사의 실시, 수문조사의 실시, 수문조

하천예정지

사의 표준화,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 홍수피해

분쟁조정

상황조사의 실시,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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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가능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하천기본계획,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하
천공사의 대행, 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
공사,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 하천의 점용허가,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하
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점용료 등의 징
수 및 감면,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
설의 설치. 댐등에서의 수문조사,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홍수예보의
실시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 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 안에
서의 금지행위, 하천의 사용금지, 원상회복의무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하
천수의 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하천수 사용
의 조정,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 비용과 수익의 범위, 비용부담의 원
칙, 대행공사 등의 비용,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겸용 공작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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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비용보조, 부담금의
귀속, 수입금의 사용제한,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제9장 감독 :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공익을 위한 처분, 하천관
리청에 대한 감독, 하천관리원,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하천관리상황
의 점검

제10장 보칙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
상,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토지의 매수
청구, 매수청구의 절차, 매수청구토지에 관한 비용,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하천표지, 폐천부지 등의 관리, 폐천부지 등의 교환ㆍ
양여, 폐천부지 등에 관한 비용, 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협회의 설립,
허가수수료, 보고 및 출입, 청문,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댐건설
및 주변
지역지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댐

목적 :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댐사용권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

수몰이주민

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원 등에
관한 법
률

댐주변지역정비

통합 및 분법
가능
주변지역지원
에 관한 기본
법제정 후 각
개별법에서는

내용 :

재원

제1장 총칙 : 댐, 다목적댐, 댐사용권, 수몰이주민

청문

대해서만 제정

권한의 위임

하여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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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항에

제2장 댐의 건설 및 관리 : 댐의 건설, 댐의 관리, 다목적댐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3장 댐건설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댐주변지역정비사

것이 바람직하

업의 재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댐주변지

다고 사료됨.

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공공하수도의 설치

제4장 보칙 : 국토해양부장관등의 권한, 「하천법」과의 관계, 청문,
권한의 위임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지하수

목적 :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지하수관리기본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
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계획
지하수개발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
법

이용허가

내용 :
제1장 총칙: 지하수, 지하수영향조사,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개발이

지하수보전지구
이행보증금

용, 지하수정화업, 원상복구

지하수개발ㆍ이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보전ㆍ관
리의 정보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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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공업
손실보상

토양환경보전
법과 통합 가
능

ㆍ시행,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신
고의 효력 상실, 준공신고, 유출지하수의 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
료신고,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
설의 사후관리, 허가의 취소,

제3장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주민의 의견 청
취,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행보증금의 예치, 원상복구,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지하수오염유발
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수질오염의 측정,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수질검사, 출입조
대집행

사

제4장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시공업)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
록, 결격사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등록의 취소,명
의 대여의 금지,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5장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지하수영향
조사기관의 결격사유,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명의 대여의 금지

제5장의2 재원의 확보 및 관리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이
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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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 타인 토지에의 출입, 손실보상, 수수료, 보고ㆍ조사, 교
육, 청문, 권한의 위임, 대집행

주무부서 : 환경부
목적 :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
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먹는 물
샘물
환경영향심사

내용 :
제1장 총칙 :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수처리제, 먹
는물공동시설

개발허가
시설기준
영업허가

먹는물
관리법

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 :수질관리,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먹

조건부영업허가

는물 수질 감시원,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냉ㆍ온수기의 설치ㆍ관리,

수질개선부담금

환경 영향 조사,

기준
표시

제3장 환경 영향 조사 :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샘물 등의 개
발의 가허가, 제한, 유효기간, 취소,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의 대
행,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결격 사유,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환경영향심사

제4장 영업 : 판매 등의 금지, 시설기준, 영업의 허가, 조건부 영업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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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폐쇄명령
폐쇄조치

가, 영업허가 등의 제한, 영업의 승계, 품질관리인, 품질관리교육, 건
강진단,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샘물 등
의 증명표지, 증명표지의 제조자

제5장 기준과 표시 : 기준과 가격, 표시기준, 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
격, 광고의 제한,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금지

제6장 검사 : 자가 품질검사의 의무, 출입, 검사, 수거, 검사기관의 지
정, 소비자보호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지도와 개선명령, 폐쇄조치, 폐기처
분, 공표명령, 허가의 취소,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청문, 과징금 처분

제8장 보칙 : 국고보조, 자료의 요청, 수수료

주무부서 :

일반적으로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한국수
자원공

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법

한국수자원공사

공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

실시계획

안에 포함되어

비용부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

내용 :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및 출자, 등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문에 한국수자

비밀누설 등의 금지, 대리인의 선임,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인

원공사법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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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익금의 처리, 사채의 발행, 차입금, 사용계약, 요금 등의 징수,
비용부담, 사업 등의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시설관리권
의 설정, 시설관리권의 성질, 권리의 변동,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기

규정할 필요가

촉탁의 대위, 수질오염도의 측정, 댐 등의 사용권 설정, 강제징수, 자

있을지 의문.

료제공 등의 요청, 공공시설 등의 귀속, 국ㆍ공유재산의 양도, 타인의
토지 출입, 교부금,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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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정책 관련 법률
1) 개관
해양정책분야는 남극 및 지원관련 특별법분야, 공유수면 및 연안관리분야, 도서관
리분야, 해양환경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는 각각 남극 및 지원관련 특별법분
야에는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등이
있으며, 공유수면 및 연안관리 분야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연안관
리법이 있으며, 도서관리분야에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
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도서개발촉진법이 있다. 해
양환경분야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2) 남극 및 지원관련 특별법분야 관련 법률
남극 및 지원관련 특별법분야 관련 법률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이 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남극
활동을 위한 특별법으로써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
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동법은 남극활동의 허가절차 및 허가의 취소ㆍ정지, 남극특별보호구
역 등의 보호, 해양오염방지, 남극환경모니터링, 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
최를 지원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및 연안
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ㆍ보전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박람회 직접시설에 대한 지원, 특별교통대
책 수립,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행위 등의 제한,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실시계획의 승인,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박람회 지
원시설구역 지정의 효과, 지원시설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남극 및 지원관련 특별법분야 관련 법률은 분법 및 통폐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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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수면 및 연안관리분야 관련 법률
공유수면 및 연안관리 분야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이
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
법이 통합된 법률이다. 통합됨에 따라 통합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하지만 통합에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법은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현행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
면매립법」을 통합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있
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따라 점용ㆍ사용기간을 30년ㆍ
15년 및 5년 이하로 연장하며, 매립지의 이용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립으로 조
성된 토지의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동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
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공유수면의 관리와 매립에 관
한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안관리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
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동법은 연안의 통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절차, 연안용도해역 등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 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 및 연안관리 분야는 최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가능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도서관리분야 관련 법률
도서관리분야 관련 법률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서개발촉진법,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 있으며, 도서ㆍ벽
지 교육진흥법은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
한 법률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
이용 방안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동법은 지속가능한 이용, 생태계,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 독도
의용수비대, 기본계획,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연구기관의
설립, 국립묘지 안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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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도서에 관한 종합관리계획, 특별관리계획,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무인도서의 관리ㆍ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대한 내용을 규정
하고 있다. 도서개발촉진법은 도서(도서)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
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도서의 범위,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사업계획의 수립 및
확정, 사업비의 조성 및 예산, 세제지원,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리분야 관련 법률의 분법 및 통폐합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도서개발촉진법의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통폐합가능
사유로는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통합 대상 법령의 조문수가 적은데 따로 규정한 경
우에 해당한다. 도서개발촉진법의 경우에는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
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양 법
률은 도서지역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5) 해양환경분야 관련 법률
해양환경분야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해양과학조사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우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해양수산
발전기본계획,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해양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
용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 전문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 해양수산전문인력의 향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과학조사법은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
에 의한 해양과학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의하여 실
시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
기술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의 총 조문수는 23개의 조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크게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와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는

해양과학조사의 방법, 외국인 등

의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허가와 조사의 정지 및 중지, 불법조사, 긴급조사, 손해배
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는 해양과학조사의 장려,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관리기관, 이행권고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해양심
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
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연도별계획의 수립, 해양심층수 개발 및 개발제한,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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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허가 및 품질관리인,
먹는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품질관리, 표시기준 등에 관한 사항, 해양심층수이용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
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
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조치로 해양환경
기준, 종합계획 수립,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도,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로 선박,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 및 오염물질의 수거, 처리절차,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로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 배출규제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로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방제조치 및 방제분담금제도, 해양환
경관리업에 대한 내용, 환경오염영향조사에 대한 내용,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
관리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
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해양생태계보전ㆍ관
리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해양
생태도의 작성, 해양생태조사원, 해양생물의 보호의 보호를 위한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보호대
상해양생물의 보전계획,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허가의 취소, 보
호대상해양생물 관련 광고제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
리,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기본계획,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중지명령, 긴급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
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 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해양보
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과 해양자산의 관리를 위한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해양
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해양생태
계의 복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사업 인ㆍ허가 등
의 통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환경분야 관련 법률의 분법 및 통폐합논의는 다음과 같이 가능할 것이다. 첫
째, 해양수산발전기본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의 통합가능성, 둘째, 해양과학조사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통합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우선 해양
수산발전기본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의 통합 가능 사유는 내용상 유사한 분야를 여러
법령으로 나누어 따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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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
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
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
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해양환
경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유사성,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이 내용의 유사성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의 관리ㆍ보전ㆍ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의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
다. 둘째, 해양과학조사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통합이
가능한 이유는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통합 대상 법령의 조문수가 적은데 따로 규정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양과학조사법의 경우 총 조문수가 23개에 불과하며, 해양생
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조
사 및 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성을 띄고 있다. 이에
통합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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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 해양정책 관련 법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제어 또는

주요사항

핵심어

통합가능성

주무부서 :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목적 :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
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
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
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극지역
남극활동의 허가

내용 :
남극활

해양정
책

남 극 ,

관련법

지원특

률
(13개)

별법

제1장 총칙 : 남극지역, 남극환경, 남극활동, 남극조약협의당사국,

남극광물자원

동 및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환경보호위원회, 남극광물자원, 남극활동

남극조약

환경보

감시원, 남극토착동식물, 금지행위

금지행위

호에
관한
법률

남극활동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 : 남극활동의 허가, 남극활동허가의 신청,
결격사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허가에 관한 협의, 조건부 허가,
허가의 제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제3장 남극환경의 보호 :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남극
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해양오염방지, 남
극환경모니터링

- 147 -

남극활동감시원
남극활동진흥계
획

통합 불가능

제4장 지도 및 감독 : 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남극활동결
과 등의 보고, 시정명령

제5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등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ㆍ시행, 홍보 및 교육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
원 및 연안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ㆍ보전을 촉진하
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나아가 인
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람회
해양수산산업

2012여
수세계

내용 :

해양과학기술

박람회

제1장 총칙 : 박람회관련시설, 박람회 직접시설, 박람회 지원시설,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박람회지원시설구역, 교통시설, 특별교통대

별법

책

조직위원회
박람회지원구역

제2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
회의 설립, 국가 등의 지원, 대테러ㆍ안전 대책, 기금의 설치, 국ㆍ
공유재산의 대부, 자금의 차입, 부담금 등의 감면, 채권 등의 매입
의무 면제, 수익사업, 기념주화의 판매, 기념우표 등의 발행, 택지
등 분양사업, 수수료, 공무원의 파견요청, 자료의 제공요청, 예산서

- 148 -

통합불가능

등의 확정, 결산보고, 잔여재산의 귀속

제3장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

제4장 박람회 직접시설 등 :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박람회 직접시설에 대한 지원,
특별교통대책 수립, 조성사업구역의 지정, 행위 등의 제한,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실시
계획의 승인,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
용 또는 사용,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조성
토지 등의 공급

제5장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등 :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 박람
회 지원시설구역 운영계획,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시 고려사항,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의 효과, 지원시설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
자,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인ㆍ허가 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규제특례에 대한 협의,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
시행, 박람회 대체숙박시설로 활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

제6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 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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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폐합의 주요내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공유수
공유수
공유수
면, 연
안관리

면 관
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

공유수면

매립법」을 통합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

매립

년으로 되어있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에
따라 점용ㆍ사용기간을 30년ㆍ15년 및 5년 이하로 연장하며, 매립지
의 이용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립목적

관리
점용허가

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매립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매립면허관청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기간 연장 등(법 제11조 및 제17조)
현재 일률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기
간을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30년, 15년 및 5
년으로 세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련사업의 장기적ㆍ효율
적 시행을 도모함.
나.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확대(법 제13조제1항제5호, 제11
호 및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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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통합
공유수면관
리법과
공유수면매
립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사업 시행,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
시설 및 마리나산업단지 조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
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
도록 함.
다.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의 행정절차 간소화(법 제17조)
공유수면에서 시설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하려는 자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대상이었던 공유수
면에서의 행위 대부분을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대상으로 변경
함.
라. 매립지 준공 전 사용제한 완화(법 제44조)
준공검사를 받기 전의 매립지에는 임시 시설물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구적
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매립목적의 변경 제한기간 단축(법 제48조)
경제발전으로 매립지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및 경제현황이 급격
하게 변함에 따라 매립지를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맞게 효율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을 현행 준공검사일부
터 20년이던 것을 10년으로 단축함.
바.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법 제54조)
매립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권을 신설하고 면허관청에 「행정
대집행법」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권한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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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규제의 재검토(법 제61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매립의 허가 등을 할 때 권리자의 동의
를 받도록 한 규정은 규제개선 차원에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규
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아. 양벌규정 개선(법 제65조)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
벌규정을 개선함.

내용 :
제1장 총칙 : 공유수면, 포락지, 간석지, 공유수면매립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공유수면의 관리, 공유수면의 점용ㆍ
사용허가,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공유수면 매립면
허, 매립공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제4장 보칙 :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공유수면매
립 관련 보고 및 검사,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청문, 공유수
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권한의 위임, 규
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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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
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

연안

제1장 총칙 : 연안, 연안해역, 연안육역, 연안정비사업, 연안용도해

연안해역

역, 연안해역기능구, 자연해안

획

연안관
리법

연안통합관리계

제2장 연안의 통합관리 :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통합계획의 내
용, 통합계획의 고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지역계획의 내용,
지역계획의 고시, 통합계획 등의 변경, 통합계획 등의 준수

연안용도해역
연안정비사업
연안관리심의회

제3장 연안용도해역 등의 지정 및 관리 : 연안해역의 용도 구분, 연
안용도해역의 지정,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 등의 연안
용도해역 지정 의제, 연안해역 적성평가,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다른 법률에 따른 연안용도해역 등의 변경 제한

제4장 연안정비사업 :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연안정비기본계획
의 내용,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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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통합 불가능

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인ㆍ허가 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ㆍ사
용, 비용의 부담,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제5장 연안관리심의회: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제6장 보칙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연안 지킴이, 연안의 주기적 점
검, 토지 등에의 출입, 손실보상,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위
임ㆍ위탁, 과태료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독도

독도의

목적 : 이 법은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보호 및 해양수산자원

지속가

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 방안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능한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에

도서관

독도주변해역
독도지속가능이
용위원회

통합 불가능

데이터베이스의

관한

내용 : 지속가능한 이용, 생태계,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 독

법률

도의용수비대, 기본계획,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구축, 연구기관의 설립, 국립묘지 안장

리

무인도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서의

목적 :

보전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

및 관

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인도서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간조노출
종합관리계획
청문

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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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촉
진법과
통합가능함.

내용 :
제1장 총칙 : 무인도서, 주변해역, 간조노출지, 영해기점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 구축,

제2장 무인도서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등 :

종합관리계획, 특별

관리계획, 심의회의 심의, 실태조사

관한

제3장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 : 무인도서의 관리유형별 지

법률

정, 무인도서의 보전,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 영해기점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

의 관리 등

제4장 보칙 : 중지명령, 무인도서의 점검,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
입, 토지 등의 매수, 토지매수의 청구,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조
치, 무인도서조사원, 명예관리원, 권리ㆍ의무의 승계, 무인도서 현
황 등의 보고,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설립, 청문, 권한의 위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주무부서 : 행정안전부

도서

목적 : 이 법은 도서(도서)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
도서개
발촉진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
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개발대상도서
지정도서
사업계획
도서개발심의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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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과 통합 가능

총 14개의 조문으로서 도서의 범위, 개발대상도서, 지정도서, 사업
계획 및 절차에 대한 규정,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
원회

하고 있음.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

ㆍ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
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
해양자원
해양산업

내용 :

해양수산정책

제1장 총칙 : 해양, 해양자원, 해양산업
해양환
경

해양수

해양수산발전위
원회

산발전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기본법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직무, 자료제출 등의
요구, 실무위원회

해양수산발전기
본계획
해양개발
정보화

제3장 해양개발 등 : 해양의 관리 및 보전,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
용, 해양산업의 육성

제4장 해양수산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 :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해
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해양개발 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연구ㆍ개
발사업 지원, 해양문화의 창달, 재정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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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불가능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외국인 또는 국제조직에 의한 해양과학조사의 실시
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의하여 실시된 해양과학
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
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
제1장 총칙 : 해양과학조사,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 관할해역, 조
해양과

해양과학조사

사자료, 기초자료, 적용범위

외국인

학조사
법

제2장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 일반원칙, 국제협력의 증진, 영해

관할해역

해양환경관
리법과 통합
가능

에서의 조사에 대한 허가, 영해 외측 관할해역에서의 조사에 대한
동의, 공동조사의 허가, 조건부 허가, 외국인등의 의무,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불법조사, 긴급
조사, 손해배상,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국가
비상시 등의 특칙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 해양과학조사의 장려, 조사
자료의 관리 및 공개, 관리기관, 이행권고

해양심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해양심층수

층수의

목적 :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

먹는해양심층수

- 157 -

해양생태계
의 보전 및

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
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
제1장 총칙 :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취수해역, 해양심층수
개발업, 해양심층수관련업, 적용범위

취수해역
해양심층수개발
업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 해양심층수기본계획, 연도별계획
개발
및 관
리에
관한

해양심측수기본
계획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 및 취수해
역의 지정, 면허, 실시계획의 인가, 사후관리

법률

면허
인가
허가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해양심층
수의 수질검사, 수수료

과징금
권한위임

제5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 허가, 허가 등의 제한, 품질관
리인, 건강진단, 영업의 승계, 허가 등의 취소

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 수질기준, 품질관리, 표시
기준,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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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률과 유사
성에 따른 통
합 가능성

제7장 보칙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출입ㆍ검사 및 수거, 사

용료의 부과 및 징수,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부담금증명표지,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 과징금, 폐쇄조
치, 국고보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 수질감시원, 허위표시 등의 금
지, 광고의 제한, 청문, 권한의 위임

해양환경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
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

대기오염물질

으로써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오존층파괴물질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오염물질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역관리청

해양환
경관리
법

해양오염

해양환경종합계
내용 :

획

제1장 총칙 : 해양환경, 해양오염, 배출, 폐기물, 오염물질, 오존
층파괴물질, 대기오염물질, 선박, 해양시설,

항만관리청, 해역관리

청, 적용범위

해양환경개선부
담금
규제
배출규제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 해양환경기준 및 자료
관리,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환경개선부
담금
해양오염영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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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
사법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통칙,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
지,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잔류
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제4장 해양에서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대기오염물질의 배
출방지를 위한 설비의 설치,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질소산화
물의 배출규제,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규제, 휘발성유기
화합물 관리, 적용제외
사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방오시스템검사,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
검사,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재검사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
행, 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
무,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방제선등의 배치, 행정기
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방제분담금

제7장 해양환경관리업 등 : 해양환경관리업, 결격사유, 해양환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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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공
단
해역이용협의

리업자의 의무,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해양환경관리업의 승계,
등록의 취소, 폐기물위탁자의 의무,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 : 해양오염영향조사,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주민의 의견수렴, 조사의 비용, 조사기관의 결격사
유, 조사기관의 지정취소,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해양오염영향
조사기관의 업무계속

제9장 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대행
자의 등록, 결격사유, 해역이용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의견
통보, 이의신청,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해
양환경영향조사

제10장 해양환경관리공단 : 공단의 설립, 사업, 정관, 임원, 임원
의 직무, 임원의 결격사유, 이사회, 재원, 출자, 국ㆍ공유재산의 무
상대부, 채권의 발행, 예산 및 결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11장 보칙 :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선박해체의 신고,
업무의 대행, 업무대행 등의 취소,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출입검사
ㆍ보고, 해양환경감시원,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비밀누설
금지, 국고보조, 신고포상금, 청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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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훈련, 수수료,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환경보전협회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
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
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
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생태계
해양생물다양성

내용 :
해양생
태계의
보전
및 관
리에
관한

제1장 총칙 : 해양생태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해양생물다

해양생물자원
해양심층수

양성, 해양생물자원, 해양생태축, 해양생태도, 해양의 기초생산, 해

해양생태축

양생물, 회유성해양동물, 해양포유동물, 보호대상해양생물, 해양생

기본계획

태계교란생물, 유해해양생물, 해양보호구역, 해양자산, 기본원칙,

해양보호구역

법률과의 통

해양자산

합 가능

해양생태계보호운동, 해양생태계정보체계

법률

공유수면
제2장 계획수립 및 조사 :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해양생태
도의 작성, 해양생태조사원,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해양의 기초
생산의 유지ㆍ관리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서식지외 보전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보호대상해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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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물의 보전계획,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허가의 취
소, 보호대상해양생물 관련 광고제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해
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해양보호구
역의 관리기본계획,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중지명령, 긴급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
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해양보
호구역의 우선이용,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시ㆍ도해양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해양생물자원관의 설
치ㆍ운영,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
한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해양경관의 보전, 해양생태계의 복원,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제7장 보칙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사업 인ㆍ허가 등의 통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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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협조, 손실보상, 국고보조, 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상징종,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해양생태계
보전명예지도원, 보고, 청문,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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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류 및 항만 관련 법률
1) 개관
물류 및 항만 관련 법률은 물류 및 화물분야 관련 법률, 선박분야 관련 법률, 항
만분야 관련 법률, 해상조합분야 관련 법률로 대별할 수 있으며, 물류 및 화물분야
관련 법률은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
수사업법이 있으며, 선박분야 관련 법률로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
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국제선박
등록법, 선박투자회사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박등기법이 있다. 항만분야 관련
법률로는 항만법, 도선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항만건설
촉진법, 항만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이 있으며, 해상조합분야 관련 법률로는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한국해운조합법이 존
재하고 있다. 이는 주로 국토해양부 소관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외의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은 번외로 한다.
2) 물류 및 화물분야 관련 법률
물류 및 화물분야 관련 법률은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
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
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국내외적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
고 있으나, 물류관련 정책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물류정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
을 강화하는 등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적인 물류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아래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국제물
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에서 전면개정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정책의 종합 및 조정을 위해 물류현황조사, 물류계획의 수립 및 시
행,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를 위한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물류표준화, 물류정보화, 환경친
화적 물류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합리적인 배치ㆍ운영을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전면개정하였다.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규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물류시설 관
련 법체계를 일원화하였으며,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물류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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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여 규정하였다. 동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회의 수립절차, 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취소, 과
징금,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물류단지의 지정, 해제, 물류단지개발실시계
획의 승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여객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부터 화물운수분야를
분리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
한 운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동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의 종류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
사업으로 물류하고 있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한 사업의 허가, 결격사유,
운임 및 요금, 운송약관, 운송사업자의 책임과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화
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또한 사업의 허가, 명의이용 금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운송가맹업의 허가, 역할, 가맹사
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
의무,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사업단체를 위한 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물류 및 화물분야 관련 법률상의 분법 및 통폐합의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선박분야 관련 법률
선박분야 관련 법률로는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국제선박등록법, 선박투자회
사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박등기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선 선박 및 해상구조
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03년도에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국제테러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를 목적으로 당시 가입추진 중
인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및 "대륙붕상에소재한고정플랫폼
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를 한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확대하고, 위해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범
죄인의 인도절차 및 위해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동
법은 운항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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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에 대
한 동법의 적용범위, 범죄인의 인도, 폭행ㆍ협박ㆍ상해ㆍ살인죄, 선박납치죄,

선박

등 손괴죄, 선박운항관련 기기ㆍ시설의 손괴죄, 위험물건설치ㆍ탑재죄, 허위정보전
달죄, 미수범, 선박납치등살인ㆍ치사죄, 상해ㆍ치상죄, 협박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 조문수가 13개에 불과하여 너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항해선
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은 날로 증가하는 테러사건 등 국제적인 해상보
안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항해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선사ㆍ선박
및 항만시설의 위상에 걸 맞는 해상보안책임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해상보안체제를 마련하는 등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되, 국제해사기구(IMO)에
서 2004년 7월 1일부터 국제협약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해상보안기준에
맞추어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책임자의 지정ㆍ운영, 보안평가의 실시, 보안
계획서의 작성ㆍ비치 및 보안심사제도 등을 국내법 체계에 맞게 수용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동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
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
로는 보안확보을 위한 조치로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로 나눌 수 있다. 국제항해
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는 선박보안책임자, 선박보안평가, 계획서, 심사, 국제
선박보안증거 등의 유효기간, 항해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로 국제항해선박과 유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보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안합의서의 작성 및 대해,
보안교육기관 등에 관한 규정들이 규정되어 있다. 국제선박등록법은 우리나라 외항
상선의 경우 종전에는 임금수준이 낮은 외국인선원의 고용에 있어 상당한 제한이
있어 왔고 선박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도 선진해운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중하여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
진해운국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이 법에 의하
여 등록된 국제선박에 대하여는 외국인선원의 승선범위를 확대하고 조세를 감면하
여 주는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항상선대가 선진국의 상선대
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외항상선의 해양이적을 방지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안보의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우리나라가 21세기의
해운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이 취지에 따
라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
산업(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
며, 주요 내용은 국제선박, 선원, 외항운송사업자, 국가필수국제선박, 등록대상 선
박, 등록절차, 국제선박의 운항, 외국인 선원의 승무,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단체
협약의 게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 및 운용,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록의 말
소, 청문,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총 조문수가 13개

- 167 -

에 불과하여 너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선박투자회사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과
그 자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선박에 대한 건전
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자본시장에서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해운산업 진
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선박투자회사
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
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이사의 자격, 이사회의 직무, 업무의 범위, 결산, 감독, 합병ㆍ해산 및 청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선박법은 선박의 소속을 명확히 하고 해상의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권익과 국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1960년도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한국선박, 선박톤수, 국기의 게양, 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
지,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등기와 등록, 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압류등록,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국기 게양과 항행, 국기 게양과 표시, 국제톤수증서,
등록사항의 변경, 말소등록, 일부 적용 제외 선박, 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수수료, 권한의 위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조문수는 총 45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점차 줄기 시작하여 현재는 30개의 조문이 존재하
고 있다. 선박직원법은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할 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960년도에 제정되었다. 동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취득을 위한 직종 및 등급, 면허의
요건 및 취소에 관한 규정, 선박직원의 직무 및 해기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
항, 외국선박의 감독, 외국에서의 사무, 준용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선박등기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하면 총 조문수의 수가 6개에 불과하여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동법
은 선박등기의 적용범위, 등기할 사항, 관할 등기소, 준용규정, 위임규정 등에 대해
서 규정하고 있다.
4) 항만분야 관련 법률
항만분야 관련 법률로는 항만법, 도선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항만건설촉진법, 항만공사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등이 구성되어 있다. 항만법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
하고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각 법률별로 규정되었던 비용부담 원칙, 비용보조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항만공사 시행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시 인허
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도를 도입하는 한
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동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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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ㆍ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
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의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 및 항만공사의 대행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항만의 관리와 사용을 위한 항만대장, 시설장비에 관
한 사항, 예선업의 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항만배후단지개발을 위한 종합계
획의 수립, 지정, 지정해제, 토지소유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고시, 변경,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항만에 관한 비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선법은 선박의 교통량이 증대되고 선박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항만에서의 선박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선사의
수급 및 도선사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
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
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선
사면허의 취득요건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도선 및 도선구에 관한 사항, 도선운
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국가 차원
에서 적정수준의 마리나항만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마리나항만의 개발ㆍ이
용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
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
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시
행자의 지정, 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항만건설촉진법은 1997년에 신항만건설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사업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
다. 동법은 신항만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예정지역의
지정,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총 조문수는 26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 항만공사법은 2003년도에 항만별로 항만
공사를 설립하여 정부 주도의 항만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항만환경의 급속한 변
화에 대한 탄력적 대처능력을 제고하며, 장기적으로는 항만시설의 적기공급을 도모
함으로써 우리나라 항만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동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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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공사의 법적 성격 및 동일
명칭의 사용금지, 항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사업의 시
행 및 재무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
별법은 2006년도에 항만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 필요성
이 대두됨에 따라 항만인력을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항운노동조합원의 생계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기퇴직
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후속지원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동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
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항운노동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항
만인력공급체제,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 퇴직금의 융자, 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지원금의 환수,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의 경우 총 조문수가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5) 해상조합분야 관련 법률
해상조합분야 관련 법률로는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한국해운조합법이 있다. 선주상
호보험조합법은 그동안 국내 선박소유자등은 선박의 운항사고로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을 전적으로 외국보험사업자에 의존하여 왔으나
국내 해운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등 국내에서도 선박소유자 등을 위한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으로 하여금 그들이 조합원이
되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의 운항사고로 손해를 입은
조합원에 대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동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상호보험사업
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
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금, 보험계약의 체, 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탈퇴, 제명 등에 관한 사항, 총회의 결의사항, 청구권, 임원의 구성 및 결격사유,
계산서류의 제출 및 해산, 청산 및 재산의 운용, 정관의 변경명령 등에 관한 내용
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해운조합법은 해운업자의 상호협조를 위한 조직을 규정하여
그들의 복리증진과 해운업에 대한 발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였다. 동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
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해운조합의 법적 성격, 업무범위, 조합의 조직 및 운영,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와 가입 및 탈퇴, 조합기관의 운영, 재무, 해산 및 청산 등에 관한 내용
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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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조합분야 관련 법률의 분법 및 통합의 가능성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과 한국해
운조합법의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 가능 사유로는 유사한 분야를 여러
법령으로 나누어 따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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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5 ] 물류 및 항만 관련 법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요사항

주제어 또는
핵심어

통합가능성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류정책
물류계획

내용 :

물류정책위원회

물류 항

제1장 총칙 : 물류, 물류산업, 물류체계, 물류시설, 물류공동

만(해양

화, 물류표준, 물류표준화, 단위물류정보망, 종합물류정보망,

경찰 포
함)법률
(35개)

물 류 ,
화물

물류정

제3자물류, 국제물류주선업, 물류관리사

책기본법

정보화
효율화
인증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 물류현황조사, 물류계획의 수
립ㆍ시행, 물류정책위원회

과징금
청문
선진화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물류표준
화, 물류정보화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 물류산업의 육성, 종합물류
기업의 인증, 국제물류주선업, 물류인력의 양성, 물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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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통합 불가능

단체의 육성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 물류 관련 연구개발, 환경
친화적 물류의 촉진,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

제6장 보칙 : 업무소관의 조정, 권한의 위임, 등록증대여 등
의 금지, 과징금, 청문, 수수료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

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
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

물류터미널

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류시설개발종합

물류시
설의 개
발 및 운

물류시설

계획
등록

내용 :

물류터미널사업협

영에 관

제1장 총칙 :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사업, 복합

한 법률

물류터미널사업, 일반물류터미널사업, 물류단지, 물류단지시

회

설, 지원시설,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단지
인가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의 수립,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물류시설개발종
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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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통합 불가능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등록의
결격사유, 공사시행의 인가,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토지 출입,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등록의 취
소, 과징금, 물류터미널사업협회,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 물류단지의 지정, 물류단지
개발지침, 물류단지지정의 고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행위제
한,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물류
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인ㆍ허가등
의 의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토지등의 수용ㆍ사
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토지 출입 등, 공공시설 및 토지 등
의 귀속,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특
별회계의 운용, 시설의 존치, 선수금, 시설부담금, 이주대책,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관계 서류 등의 열람, 물류단
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
분,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이행강제금,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물류단지의 재정비,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물
류단지의 관리기관, 물류단지의 관리지침, 물류단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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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담금, 권고, 조세 등의 감면, 자금지원

제5장 보칙: 창고업의 육성, 보고, 청문, 수수료, 권한의 위
임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
제1장 총칙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화물자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

운수사업

동차 운

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운

개망사업

수사업법

수종사자, 공영차고지,

적재물배상보험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결격사유, 운임 및 요금, 운송약관, 운송사업자의 책임,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결격사유,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운수종사
자의 준수사항, 개선명령, 업무개시 명령, 우수 운송사업자
인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의 상속,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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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불가능

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자동차 사용의 정지, 과징금
의 부과, 청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의 허가,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준용 규정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의 허가,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개선명령,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 등 :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적재물배상보험 등 계약의 체결 의무, 책임보험계
약등의 해제, 책임보험계약 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제6장 경영의 합리화 :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경영의 위탁,
경영 지도, 경영자 연수교육,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 공영
차고지의 설치, 수용 및 사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실태
조사 등

제7장 사업자단체 : 협회의 설립, 협회의 사업, 연합회, 공
제사업, 분쟁조정의 신청, 공제사업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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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 유상운송의 금지, 차량충당조건

제9장 보칙 : 압류금지, 운수종사자의 교육, 화물자동차 운
수사업의 지도ㆍ감독, 보고와 검사, 자료 제공 요청,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탁, 수수료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운항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
선박 및
해상구조

위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
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인인도

물에 대
선박

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내용 :

선박

총 조문수는 13개로 구성되어 있음.

선박운항

주요 내용은 외국인에 대한 적용범위, 범죄인의 인도, 폭행ㆍ
협박ㆍ상해ㆍ살인죄, 선박납치죄, 선박 등 손괴죄, 선박운항
관련 기기ㆍ시설의 손괴죄, 위험물건설치ㆍ탑재죄, 허위정보
전달죄,미수범, 선박납치등살인ㆍ치사죄, 상해ㆍ치상죄, 협박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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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불가능

주무부서 :
목적 :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
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 국토해양부
국제항
해선박
및 항만
시설의

제1장 총칙 : 국제항해선박, 항만시설, 선박항만연계활동, 선

국제항해선박

박상호활동, 보안사건, 보안등급, 국제항해선박소유자, 항만

항만시설

시설소유자, 국가보안기관, 적용범위, 국가항만보안계획, 보

보안책임자

국제선박등록

보안증서

법과 통합 가

선박보안

능

안등급의 설정, 조정

보안에
관한 법

제2장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 총괄보안책임

률

자, 선박보안책임자, 선박보안평가, 선박보안계획서, 선박보
안심사,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
효기간, 국제선박보안증서 등 미소지 국제항해선박의 항해금
지, 선박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선박보안경보장치, 선박식별번호, 항만국통제, 외국의 항만국
통제, 재심사, 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

제3장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 항만시설보안책임
자, 항만시설보안평가, 항만시설보안계획서, 항만시설보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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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위원회

사,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
기간,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미소지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 항
만시설보안기록부의 작성ㆍ비치,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
ㆍ장비의 확보, 항만시설보안정보의 제공,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제4장 보칙 :

보안위원회, 보안합의서의 작성, 내부보안심

사, 보안심사관, 보안심사업무 등의 대행, 보안교육 및 훈련,
보안교육기관, 출입ㆍ점검, 항만시설보안료, 수수료, 권한의
위임, 재정 지원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해운산업)의 국제경쟁
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선
박등록법

국제선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외항운송사업자

보안에 관한

내용 :

등록

법률과 통합

총 조문은 13개로 구성되어 있음.

외국인선원

가능

주요 내용은 국제선박, 선원, 외항운송사업자, 국가필수국제

선원

또는 선박등기

선박, 등록대상 선박, 등록절차, 국제선박의 운항, 외국인 선
원의 승무,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단체협약의 게시, 국가필
수국제선박의 지정 및 운용,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록의
말소, 청문,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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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박투자회사
내용 :

선박운용회사

제1장 총칙 : 선박투자회사,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선

자산보관회사

박운항회사,

설립
인가

선박투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 설립, 인가, 주식의 발행

자회사법

기관
금융위원회

제3장 기관 : 이사의 자격, 이사회의 직무, 이사회의 소집,
서면 의결

합병
해산
특례

제4장 업무 : 업무의 범위,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대
선, 선박 소유 등의 제한, 보험 가입, 거래의 제한, 업무의
위탁,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 선박
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선박운용회사의 책
임, 긴급한 계약해지, 자산보관의 위탁,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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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산 : 결산서류의 작성, 감사보고서, 결산서류의 승
인, 수입의 분배, 결산서류의 비치

제6장 감독 : 자산운용명세의 보고, 감독ㆍ검사, 금융위원회
의 감독, 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제7장 합병ㆍ해산 및 청산 : 합병 제한, 해산 사유, 해산보
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촉탁등기

제8장 보칙 : 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
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청문, 다른 법률과의 관
계,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
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海事)에 관한 제도
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선박법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한국선박
선박톤수
선박
국기

다.

등록
내용 :
기존에 총 40여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 법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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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인하여 다수의 법률조문이 삭제되었음.
주요 내용은 한국선박, 선박톤수, 국기의 게양, 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등기와 등록, 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압류등록, 임시
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국기 게양과 항행, 국기 게양과 표
시, 국제톤수증서, 등록사항의 변경, 말소등록, 일부 적용 제
외 선박, 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수
수료, 권한의 위임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내용 :
제1장 총칙 : 선박, 외국선박, 선박직원, 해기사, 자동화선
박, 승무경력, 선박유지에 관한 규정
선박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 면허의 직종 및 등급, 면
선박직
원법

외국선박

허의 요건, 자료의 보관 및 이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선박직원

결격사유, 면허 갱신, 면허의 실효, 면허의 취소, 청문, 외국

해기사 자격

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해기사면허

제3장 선박직원 :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결원이 있
는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해기사의 승무 범위, 면허증 등의 비치, 해기사의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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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 외국선박의 감독, 증표의 제시, 해기사 실습자
의 실무수습, 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권한의 위임ㆍ위
탁, 외국에서의 사무, 준용규정,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수수
료, 규제의 재검토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
선박등
기법

아래와 같이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등기

국제선박등록

제1조 목적

등기소

법과 통합 가

제2조 적용 범위

선박

능

제3조 등기할 사항
제4조 관할 등기소
제5조 준용규정
제6조 위임규정

항만

항만법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항만

목적 :

항만정책심의회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ㆍ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기본계획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항만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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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내용 :
제1장 총칙 : 항만, 무역항, 연안항, 항만구역, 항만시설,
예선, 항만배후단지, 항만재개발사업, 주변지역,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 항만물류, 항
만물류통합정보체계,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항만정책심의회

제2장 항만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항만기본계획의

항만시설

내용,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항만배후단지
항만재개발사업

제3장 항만의 개발 : 항만공사의 시행자,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감독

수립과 승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준공확인, 부수공사

강제징수

의 시행,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항만시설의 귀
속, 항만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의 성질, 항만시설관리권
처분의 특례, 권리의 변경 등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 항만의 관리, 분구의 설정, 금지
행위, 항만대장, 시설장비의 신고,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시
설장비의 검사, 검사의 면제, 검사업무의 대행,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및 관리,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비관리청의
사용료, 예선업의 등록, 예선업의 등록 제한, 등록의 취소,
과징금 처분, 권리와 의무의 승계, 예선업자의 준수사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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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 사용의무, 적용 제외, 예선운영협의회

제5장 항만배후단지 :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항
만배후단지의 지정,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항만배후단지
의 지정해제, 토지소유자의 권리,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기
관,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공
동시설의 관리비

제6장 항만재개발사업 :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항만재
개발기본계획의 고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항만재개
발사업계획의 수립, 재개발사업계획의 제안, 사업구역의 지
정, 사업구역의 지정절차,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사업시행자
의 지정,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준공확인, 공사완
료의 공고, 공공시설 등의 귀속,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7장 항만에 관한 비용과 수익 : 비용부담 원칙, 비용의 보
조, 공공단체나 사인이 하는 보수 비용,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제8장 감독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공익을 위한 처분,
보고 및 검사,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제9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비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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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토지 등의 수용,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
실의 보상,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항만
공사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10장 보칙 : 행위 제한, 청문, 권리ㆍ의무의 이전, 항만관
리법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만건설통합정
보체계의 구축ㆍ운영, 항만협회의 설립, 권한의 위임ㆍ위탁,
수수료, 조세감면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
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
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선
도선사

도선법

내용 :

도선사면허

제1장 총칙 : 도선, 도선사, 도선수습생, 적용범위

도선구
도선운영협의회

제2장 도선사면허 등 : 도선사면허, 면허의 요건, 결격사유,
도선사의 정년, 신체검사, 면허의 취소, 고지, 도선사의 수급
계획, 시험,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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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선 및 도선구 : 도선구, 도선, 차별 도선 금지, 도선
의 제한, 강제 도선, 도선료,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
치, 도선수습생 등의 승선, 도선사의 강제 동행 금지, 승선ㆍ
하선 시의 안전조치, 도선기, 도선선 및 도선료

제4장 보칙 : 보고ㆍ검사, 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도
선약관, 권한의 위임,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수수료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
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
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

마리나항만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리나항만시설

마리나

마리나선박

항만의
조성 및

내용 :

마리나산업단지

관리 등

제1장 총칙 : 마리나항만, 마리나항만시설, 마리나선박, 마리

하리나항만 기본계

에 관한

나산업단지

획

법률

개발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
계획의 변경, 기본계획의 고시, 기초조사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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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행위 등의 제,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타인 토지에의 출
입,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인ㆍ허가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준공확인, 공사완료의 공고, 마리나항만시
설의 귀속, 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시설관리권의 등록,
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제4장 마리나항만의 관리 및 운영 : 관리규정, 마리나항만시
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행위의 금지, 원상회복 등

제5장 보칙 :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
사용,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비용의 지원, 행정처분, 청문,
권한의 위임ㆍ위탁

신항만건설기본계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신항만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신항만
건설촉진

획

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기본계획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예정지역

으로 한다.

시행자

법

신항만건설심의위
내용 :

원회

주요 내용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의 내용,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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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불가능

예정지역의 지정,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실시계획의 승
인,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준공확
인, 시설의 귀속,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토지 등의 수용, 선
수금, 감독, 청문, 국고보조, 부대공사의 시행,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권한의 위임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

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
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위원회
항만공사

내용 :
제1장 총칙 :
항만공

자율적 운영의 보장, 법인격, 사무소, 출자,

등기, 사업,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사법
제2장 항만위원회 : 항만위원회의 설치, 구성, 해임요청, 임
기, 결격사유, 회의, 위원의 제척

제3장 임원 : 임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의 직무, 임
원의 임기, 사장의 대표권 제한, 대리인의 선임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 항만시설공사의 시행, 신항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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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항만법과 통합
가능성
공사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

사업의 시행

이 법률의 부

재무

분을 구성하기

감독
권한의 위임ㆍ위탁

있기 때문에
통합 논의 가
능

설사업의 시행,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확인, 항만시설의 귀
속, 토지 등의 수용,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ㆍ공유재산
의 전대, 항만시설의 임대, 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강제징
수,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손익금의 처리, 자금의 차입, 사
채의 발행, 상환보증, 비용의 보조

제5장 보칙 : 지도ㆍ감독, 임원의 책임, 비밀누설 등의 금지,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등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
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
항만인
력공급체

책을 마련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인력공급체제

제의 개

항운노동조합원

편을 위

내용 :

한 지원

총 조문수는 10개로 구성되어 있음.

특별법

주요 내용은 항만인력공급체제,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
자, 퇴직금의 융자, 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 지원금의
환수,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위원회,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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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통합 불가능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목적 :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
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
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
제1장 총칙 : 사업의 내용, 법인격, 사업기금, 겸업 금지, 조

조합

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명칭, 점포설치 등의 보

설립절차

고
해
조합

상

선주상
호보험조

제2장 설립 : 발기인 및 조합원, 정관 기재사항, 가입신청서,

합법

창립총회, 설립인가 신청, 설립인가, 조합의 성립, 발기인에
대한 소

조합원

통합 가능

준조합원

한국해운조합

총회

법과 통합 가

해산

능

청산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 조합원의 자격 및 보험계약, 준
조합원, 출자금, 보험계약의 체, 조합 성립 후의 가입, 조합
원과 준조합원의 책임, 지분 등의 양도, 상속ㆍ합병에 의한
지분 등의 승계, 지분의 공유 금지, 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탈퇴, 제명, 지분의 환급, 조합원명부, 준조합원명부, 통지와
최고

제4장 기관 : 총회,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의 의사, 총회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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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청구권, 임원, 임원의 선임, 겸직 금지, 임원의 결격사유, 이
사에 대한 소, 이사회

제5장 계산 : 계산서류의 제출

제6장 해산 : 해산

제7장 청산 : 청산, 남은 재산의 귀속

제8장 감독 : 재산의 운용, 보고와 검사, 정관의 변경명령,
설립인가의 취소

주무부서 : 국토해양부

공제규정

목적 :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

조합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정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원

한국해
운조합법

총회
내용 :

사업연도

제1장 총칙 : 명칭, 법인격, 주소

재무
감독

제2장 업무 : 사업, 공제규정, 봉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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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통합 가능
선주상호보험
조합법과 통합
가능

제3장 조직과 설립 : 조직, 조합의 설립, 정관 기재사항

제4장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와 가입 및 탈퇴 : 권리와 의무,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가입, 탈퇴, 당연 탈퇴, 탈퇴 조합원
등의 출자금 환급, 제명, 준조합원

제5장 기관 : 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 의결권의 대리, 총회
의 의결사항, 임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임원
의 해임, 임원의 직무, 임원의 겸임 금지, 이사회, 이사회의
의결사항, 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직원

제6장 재무 : 사업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사용료와 수수료, 국고 보조, 면세, 조합에
대한 지원

제7장 감독 : 감독, 청문

제8장 해산과 청산 : 해산, 청산

제9장 등기 :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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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VII. 통폐합의 대상 법률에 대한 검토
위에서 우리는 통폐합 및 분법에 대한 국토해양부 소관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
보았다. 이에 따라 통폐합 및 분법 가능 법률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하지만 다양한 법률을 전체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4종
류의 법률을 중심으로 통폐합 및 분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국토계획 및 용도지역지구제도 유사성에 따른 통폐합가능성
1) 국토계획관련 법령의 현황
국토계획법제는 국토최상위에 ｢국토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이 있다. 한편
국토계획의 실행을 위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법제는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법률을 제정하여 온 결과, 기본법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단지 개
발사업 일반에 적용되는 것으로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을 들 수 있을 뿐이다.59)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을 “국토를 이용ㆍ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
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해서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한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국토계획은 다음과 같이 국토종합계획60)ㆍ
59) 그리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 분야별 법률을 보면 ①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것으로는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계획시설사업) ② 도시의 개발에 관한 것으로는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개발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
설을 위한 특별법｣(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③
도시의 정비에 관한 것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재정비촉진사업),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시장정비사업) ④ 지역개발에 관한 것으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특정지역 개발사업),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신발전지역발
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특화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법률｣(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사업), ｢연안관리법｣(연안정비사업),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사업) ⑤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것으로는 ｢주택법｣(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
치법｣(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및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사업) ⑥ 산업단지 등
의 개발에 관한 것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단지개발사업), ｢관광진흥법｣(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수련지구
조성사업) ⑦ 항만 및 공항의 건설에 관한 것으로는 ｢항만법｣(항만공사), ｢신항만건설촉진법｣(신항만건설사업),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항만재개발사업), ｢항공법｣(공항개발사업),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⑧ 재해위험지구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
해예방에 관한 법률｣(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재해위험 개
선사업) ⑨ 기타의 것으로는 ｢전원개발촉진법｣(전원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박람회장 조성사업), ｢2011 대
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 등이
있다.
60) 국토종합계획: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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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합계획61)ㆍ시군종합계획62)ㆍ지역계획63) 및 부문별계획64)으로 구분된다.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일반국민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지역계획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도시계획)의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보
다 광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다. 지역계획의 예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을 들 수 있다. 부문별 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특정 소관업무를 대
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부문별계획의 예로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을 들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
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
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은 도시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시의 토
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하고 각종의 기반시설을 합리적으
로 배치함으로써 도시를 계획적으로 정비ㆍ개발하기 위한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은 관계 행정기관은 물론 일반국민에 대해서도 직접 구속력을 가진다.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의 내용과 수립절차는 ｢국토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고,
시군종합계획(도시계획)의 내용과 수립절차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역
계획과 부문별계획의 내용과 수립절차는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제의 정점에는 ｢국토기본법｣이 있고, 그 아래에 ｢국토계획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에 의해 ｢국토기본법｣의 국
토종합계획 또는 도종합계획이 구체화된다. 개별법률에서는 지역계획 또는 부문별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기본법｣ 및 ｢국토계획법｣의 계획과의 적합하게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61) 도종합계획: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62) 시군종합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문화 등에 관해 수립하는 계획
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도시계획
63) 지역계획: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64) 부문별계획: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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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계획 법령의 법적 성격
국토계획에 관한 기본법은 ｢국토기본법｣이 일반적이다. ｢국토기본법｣은 종합적인
계획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국토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이들이 추상적인 내용이 대부분이고, 일반국민들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
는 사항들이어서 실제로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에 관해 규정하는 경우 영향을 받
지 않는다. ｢국토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일 뿐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법률이
라고 할 수 있다.
그 반면에 ｢국토계획법｣은 실질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에는 용도지역ㆍ
지구 및 구역,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국토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
어서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에 부합되는지 여
부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사실상 국토계획에 관한 기본법으로 여
겨지고 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는 한편,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ㆍ지구 등의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의 지역ㆍ지구 등을 정기
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법에서는
지역ㆍ지구 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ㆍ지정기준ㆍ행위제한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지역ㆍ지구 등은 동법 및 그 하
위법령 별표의 목록에 기재된 것에 한해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 등이 신설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ㆍ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국토해
양부에 설치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ㆍ지구 등의 운영실적을 5년마다 평가해서 지역ㆍ지구 등의 통ㆍ폐합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국토계획관련 법제의 문제점
(1)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의 문제점
2002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통합하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계획체계를 일원화하고, ｢국토건설종합
계획법｣의 내용을 조금 개정한 후 그 명칭을 ｢국토기본법｣으로 바꾸었다. 그러다
보니 동일한 계획이 ｢국토기본법｣에서는 시군종합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
시계획으로 불리게 되었다. 또한 ｢국토기본법｣ 제2조에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밝힌 후, 동법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이를 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②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③ 환경친화적 국토관리로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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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제3조에서 다시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을 규정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국토계획체계가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시기에는 전 국
토에 대한 공간계획을 다루는 법률을 따로 둘 필요가 있었겠지만, 도시지역과 비도
시지역에 대한 계획체계가 일원화된 이상 전 국토에 대한 공간계획을 다루는 법률
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토기본법｣을 제정할 때에 동법
을 제정하고자 하는 근본적 이유는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국토개발과 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 및 실천방향을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고 있는데, ｢국토기본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규정한다고 해서 그 목적을 이루
지 못할 바는 아니라 할 것이다. 또는 ｢국토계획법｣에서 계획제도를 ｢국토기본법｣
에 규정한다고 해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 없다.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
군종합계획(도시계획), 도시계획을 ｢국토기본법｣ 또는 ｢국토계획법｣에 함께 규정하
게 되면 당해 법률은 국토의 계획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
다.
(2) 국토계획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문제점
가. 용도규제 중심의 국토관리
국토관리방식은 크게 계획중심의 관리와 용도규제중심의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계획법제는 용도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ㆍ지구 및 구역을 중심으로 개별 법률에서 많은 지역
ㆍ지구 등을 지정하고 있는데, 개별법률에 의한 용도규제가 서로 중복됨에 따라 토
지이용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나.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ㆍ지구 및 구역
｢국토계획법｣에서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용도구분을 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 의
해 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에 따라 도시지역
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된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과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
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용도구역의 경우에는 시가화조정지구의 지정과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만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용
도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수산
자원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해서는 ｢수산업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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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서 용도구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수산
자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절차에 의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동법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절차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
시관리계획결정절차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다.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ㆍ지구 등
｢국토계획법｣ 외의 다른 법률에서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목적
으로 다양한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고 있다. 다음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별표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ㆍ지구 등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5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공물 등 주요시설의 보호 및 관리, 둘째, 자연공원ㆍ문화재 등의 보호, 셋째,
농지ㆍ산림 등의 보전, 넷째, 수질보호, 다섯째, 자연환경보전, 여섯째 기타 지역지
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지역ㆍ지구제도가 만들어지다보니
많은 제약과 중복지정에 따른 토지사용제한, 권리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혼잡한 법률로 인한 이해 부족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
(3) 용도지역ㆍ지구의

복합ㆍ중복성 지정

이와 같이 많은 지역ㆍ지구 등에 의한 토지이용규제가 그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
니라 서로 중복되기도 해서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
렵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이 지역ㆍ지구 등이 많아지게 된 까닭은 우리의 국토관리방식이 계획 중
심의 관리가 아니라 규제 중심의 관리이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구체
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의해 토지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지역
ㆍ지구 등을 지정해서 일률적으로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한 후 인ㆍ허가절차를 거쳐
개별적으로 토지이용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 동안 지역ㆍ지구 등이 지나치게 많고 이로 인한 토지이용규제의 중복으로 국민
생활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
한 대책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각 지역ㆍ지구 등이 나름대로의 지정목적이 있고 세
부적인 점에서는 지역ㆍ지구 등의 성격과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이 달라서 통합에 어
려움이 있으며, 지역ㆍ지구 등을 운영하는 부처가 이에 관한 권한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국토계획관련 법령의 통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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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의 통합
국토계획에 관한 기본법을 들라고 하면 누구나 ｢국토기본법｣을 들 것이다. ｢국토
기본법｣에서는 국토관리의 기본, 국토계획의 체계,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의
내용과 수립절차, 국토조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이 국토계획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비구속적인 계획으로서
상술한 바와 같이 말 그대로 “기본법”일 뿐 실질적인 영향은 없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국토계획법｣은 실천적 계획들이 있는 법률이다. 동법에는 용
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
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국토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
항이 규정되어 있어서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일반인들로서는 ｢국토기본법｣이라는 법
률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형편이며, ｢국토계획법｣이 사실상 국토계획에 관한 기
본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역계획과 부문별 계획과는 달리 국토종합계획ㆍ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도
시계획)은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국토종합계
획이 도시기본계획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구체화되는데 반해, 시 및 군의 경
우에는 국토종합계획이 도종합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거쳐 도시계획에 의해 구체화
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토종합계획ㆍ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도시
계획)은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들을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
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의 내용과 수립절차는 ｢국토
기본법｣에, 시군종합계획(도시계획)의 내용과 수립절차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논리적인 귀결이 아니라 기존의 체계를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국토기본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규정한다고 해서 그 목
적을 이루지 못할 바는 아니라 할 것이다. 또는 ｢국토계획법｣에서 계획제도를 ｢국
토기본법｣에 규정한다고 해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 없다. 국토종합계획, 도종
합계획, 시군종합계획(도시계획), 도시계획을 ｢국토기본법｣ 또는 ｢국토계획법｣에 함
께 규정하게 되면 당해 법률은 국토의 계획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국토계획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통합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그 동안 토지이용규제의 개선방안으로 제기되었던 것을
입법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국토계획법｣에 규정하지 않고 별개의 법
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도 다
른 법률에 의한 지역ㆍ지구 등이 동법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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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목적에 위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해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당해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목적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ㆍ지구 및
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고, 둘째, 다른 법률에 의해 일정
면적 이상의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
인을 받도록 하며, 셋째, 다른 법률에 의해 ｢국토계획법｣에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미리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 의해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
할 때에 이미 ｢국토계획법｣이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동법에 함께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토계획법｣의 기본법적인 지위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주민의견청취나 지형도면의 고시도 그렇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
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있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반드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지정된 지역ㆍ지
구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주민의견청취절차와 지형도면의 고시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에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절
차 또는 지형도면고시절차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혼란의 여지가 있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이러한 규정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을 비롯한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따를 수 있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에 이러한 규정이 있음을 아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에 규정
된 내용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규정된 내용 보다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게 되
어 있는 경우에는 해석상 혼란이 야기한다.
그런데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다른 법률에서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할 때
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상의 주민의견청취나 지형도면고
시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면 될 터인데, 굳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국토계획법｣이 이미 국민들에게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새삼스럽게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라는 생소한 법
률을 제시하는 것은 친절한 입법은 아닐 것이다. 이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국
토계획법｣에 통합해서 ｢국토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5) 국토계획관련 법령의 통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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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계획 등에 관한 법률(안) = 국토기본법 + 국토계획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3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장 광역도시계획
제5장 도시, 군기본계획
제6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7장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의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및 활용 부
분을 포함.
제8장 국토정책위원회
제7장 보칙

(2) 국토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안) = 국토계획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장 총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제2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등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의 지역, 지구 등의 신설제한, 심의,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등 내용 포함
제3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행위제한 강화 등에 대한 심의,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역, 지구 등
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등의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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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토지거래허가 등
제5장 개발행위허가 등
제6장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2. 지하수관련 법제의 통합
1) 지하수 법제의 통합
(1) 지하수 관리 강화의 필요성
최근 선진 각국에서는 지하수의 청정수자원으로서의 기능 뿐 아니라 생태환경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지하수의 적정 관리 및 이용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
였다. 특히 지하수의 과도한 개발ㆍ이용 및 기후변화에 따른 지하수원의 고갈과 수
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물 부족 및 수
질오염 증가가 예상되는 가까운 장래에 지하수는 생명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지하수법」이 처음 입법된 이래 21차에 걸친
개정을 통하여 지하수자원의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부족, 지표수 위주의 수자원 정책과 지표수ㆍ지하수 통합 관리의 부
재, 지하수 소관 부처의 지나친 분산(특히, 수량과 수질 관리 부처의 분리), 지하수
공개념의 적용을 위한 제반 시책의 미비, 미진한 투자 등으로 인하여 각종 지하수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최근 유럽 및 일본 등지에서는 Well
being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지하수를 건강수로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지하수의 관리 강화 및 선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요청되
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표수 위주의 수자원 정책의 재평가, 지하수의 적정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 분산된 소관 부처의 통합 및 조정을 통
한 지표수ㆍ지하수 및 수량ㆍ수질 통합 연계 관리제도 마련, 지하수 공개념의 실현
을 위한 세제 등 각종 제도의 보완, 지하수 공동이용시설의 확대, 먹는물 및 기능
수 등 고급 용도로서의 지하수 활용 증대를 위한 각종 제도(수질기준 등)의 개선
등이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요 지하수관련법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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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하수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9개
부처 등에서 지하수이용 목적별 14개의 법률에 따라 분산ㆍ관리되고 있다.
가. 지하수법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
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지하수를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고 정의하
고 있다(제2조 1호). 지하수법은 지하수 분야의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다. 지하수의
종합관리 및 수량관리는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지하수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17조 등), 지하수 수질관리 및 먹는샘물관리(수질, 수량)는 환경부(지하수법 제18
조, 먹는물관리법), 온천수관리는 행정안전부(온천법), 농업용지하수 이용계획은 농
림수산식품부(지하수법 제6조 제4항)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
수는 지하수 규제의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다
[표 - 6 지하수행정의 흐름 ]
지하수 행정의 흐름
∘ 지하수 개발 이용자 (개발 이용신고) ⇨ 이행보증금예치 ⇨ 공사착공 ⇨ 준
공신고 ⇨ 개발ㆍ이용 ⇨ 수질검사(법 제20조) ⇨ 개발ㆍ이용종료신고(법 제9조
의2) ⇨ 원상복구(법 제15조)
∘ 지하수개발 이용자 (허가신청(법 제7조))⇨ 지하수영향조사(법 제7조) ⇨ 심사
(영제9조) ⇨ 허가(법제7조) ⇨ 이행보증금예치 ⇨ 공사착공 ⇨ 준공신고 ⇨ 개
발ㆍ이용 ⇨ 수질검사(법 제20조) ⇨ 개발ㆍ이용종료신고(법 제9조의2) ⇨ 원상
복구(법 제15조)
* 공사착공시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체가 시공업 등록(법 제22조)
∘ 지하수개발 이용자 (허가취소(법 제10조)) ⇨ 원상복구(법 제15조)
나. 온천법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온천’을 지하
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제2조). 따라서 지하수법상의 지하수와 동법
상의 온천수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또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제5조), 보양온천의 지정(제9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제10조), 다른 법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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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등 의제(제10조의2), 전략환경영향평가(제10조의3), 원상회복 의무(제13
조),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제17조), 온천발견의 신고(제21조), 온천자원의 관측ㆍ
정보체계 구축(제24조의2) 등이 주요한 규정이다.
다. 먹는물관리법
제1장에서는 정의와 목적 규정을 두고 있다. 먹는 물 관리법은 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먹는 물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동법에서 ‘샘물’은 암반
대수층(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
2호), ‘먹는 샘물’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3호). 한편 2010. 3. 22 개정 법률에서는
‘먹는 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3조 제3의2
호). 제2장에는 먹는물의 수질 관리규정(제5조-제8조의2), 제3장은
(제9조-제18조), 제4장은

환경영향조사

먹는 물의 영업에 관련된 내용으로(제19조-제40조의2),

특히 환경부장관에게 먹는 물 수질기준의 설정ㆍ보급 등 먹는 물의 수질관리를 위
한 각종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먹는 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등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제31조). 제6장은
먹는 물의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이고(제41조-제44조),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
감독규정이다(제45조-제51조의2). 제8장은 보칙, 제9장은 벌칙규정이다.
(3) 지하수관련법제의 문제점
가. 관련법령의 정당성 부족
농어촌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으나, 법령간의 정당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특히, 지하수법과 온천법, 지하수법과 먹는물관리법과의
사이가 더욱 정당성이 미약하다. 지하수법은 국토해양부 소관법률로서 지하수의 개
발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보전에 관하여는 지하수의 쉴
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소
관의 온천법은 지역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 지자체의 온천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온천법이 같은 지하수에 해당하는 온천수의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하수법과 온천법이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
다.65) 한편, 국토해양부 소관의 지하수법과 환경부 소관의 먹는물 관리법도 서로
65) 수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온천수나 먹는샘물은 모두 지하에서 양수하여 이용하는 물이기 때문에 지하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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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계에 있는데, 이는 지하수의 수량 위주의 관리와 지하수 수질관리가 각각 나
뉘어 있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즉 최근 지하수를 둘러싼 상황의 변화는 현
재의 지하수 개발ㆍ이용 정책과 지하수 보전ㆍ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
을 제기하게 된다. 오늘날 온천단지, 리조트 등 대규모 휴양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지하수의 대량취수가 요구되고 이를 위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대형화는 더 넓
고 더 깊은 지하굴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하천 주변 수십미터 아래에 지하 취
수정을 만들고 모래나 자갈을 통과하여 걸러진 물을 사용하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도 이루어지고 있어 이것도 지하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바닷물
이 섞인 지하수, 즉 염지하수 개발ㆍ판매를 허용하는 먹는 물 관리법 개정 법률이
2010년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염지하수 개발사업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현재
의 지하수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에너지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하수 및 지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ㆍ난방에 활용하는 지열에너지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취득원으로서의 지하수 개발ㆍ이용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지하수를 둘러싼 새로운 상황의 전개는 무분별하고 계획없
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한정된 지하수 자원의 고갈
및 오염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지하수의 오염은 주로 지표상의 오염물질이 지하수
로 유입되면서 일어나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ㆍ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양자를 어떻게 조정하고 통합하는가가 문제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다. 용어
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도 각 지하수 관련 법률상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즉, 지하수 관련 법령에서는 지하수, 온천, 샘물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
고 있어 혼란의 여지를 주고 있다.
나. 행정업무의 관할권의 통일성 결여
지하수의 과도한 이용개발은 지반침하, 염수의 유입,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를 유
발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지하수 관리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관계로 임시방편적인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지하수의 통합적 관리 필요
성이 일찍부터 제기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늦어지고 있어 지하수 정책
의 비효율성이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행 법률 체계에서도 알 수 있
는바, 현재 지하수에 관한 규율은 지하수법, 온천법, 먹는물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소관부처도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
림수산식품부, 국방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각 부처마다 지하수의 이용, 개발, 관리 등이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는 원인을 제공
따라서 온천수나 먹는샘물은 지하수라는 개념에서 조사, 개발, 이용,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하수는 국가 수자원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하수법에 의해 국가차원에서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하수보전구역은 자동
적으로 해제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하수법을 무력하게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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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나아가 지하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
다.
지하수의 양적 관리는 국토해양부가, 질적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온천
수 개발업무는 행정안전부, 농업용수개발은 농림수산식품부, 민방위계획에 따른 지
하양수시설은 행정안전부, 군사상 필요한 지하수시설은 국방부가 담당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하수 관련 법령은 지하수법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민
방위기본법, 수도법, 하천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다.
[표 - 7 지하수 관련 부처별 소관업무]
기관명

소 관 업 무

관 련 법 률

◦상하수도국에서 먹는샘물 관리업무와 토양ㆍ지
하수 보전업무가 추진
◦국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
하여 먹는샘물에 관한 정책수립 및 기준ㆍ규격을
환경부

설정
◦토양 중 중금속ㆍ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을 설정하는 등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미래 대체

◦ 지하수법(환경부령)
◦ 먹는물관리법
◦ 수도법

수자원인 지하수의 수질을 보전ㆍ관리임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측정자료의 전산 및 통계처
리와 기타 수질측정망 변경에 따른 전산관리 담당
◦수자원기획관 수자원정책팀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법 및 지하수법령을 운영하고 수자원정책 입안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정책을(수계별 유
국토

역조사 등) 수립

해양부

◦ 수자원 관리종합 정보시스템, 지하수 조사(지
하수관리기본계획 등), 보조수자원 개발 업무

◦ 지하수법
◦ 하천법
◦ 주택법

◦토지기획관 국토정보기획팀에서 지하시설물 등
국가지리정보 구축
◦지하수 관련업무로 가뭄대비 용수대책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

◦지하수 조사ㆍ개발ㆍ관리계획의 수립ㆍ추진, 지

식품부

하수개발ㆍ관리에 관한 심사분석 및 평가와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조사
◦농업용수 수질의 조사 및 개선, 농경지 토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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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

염 방지의 조사 및 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과학
기술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
관광부
보건복지부

◦ 온천개발 및 관리

◦ 온천법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 민방위기본법

◦ 군사 목적의 지하수시설 관리

◦ 학교 음용지하수 관리

◦ 군용 먹는물 위생관리 업무
(국방부훈령)
◦ 학교보건법
◦ 주세사무처리규정

◦ 양조용 용수 관리

(국세청 훈령)

◦ 물놀이형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용 용수 관리

◦ 관광진흥법

◦ 식품관련 용수 관리

◦ 식품위생법

◦ 목욕장 용수 관리

◦ 공중위생관리법

다.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중심의 법제 및 정책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뿐만 아니라 지하수 보전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
지만, 법령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개발ㆍ이용에 무게중심이 가 있다. 온천
법의 경우에도 온천개발을 중심으로 법령이 운영되고 있고 지하수 보전은 거의 고
려되고 있지 못하다. 즉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명확할 필요가 있
다. 온천수가 지하수와는 무관하게 땅속에서 존재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현 온천
법은 지하수자원의 고갈, 국가수자원계획의 왜곡 등을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
히 있으며, 환경보호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온천법은 명백히 개발법이므로
환경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특히 온천에서 배출되는 폐수,
인근 하천의 건천화, 지하수위강하로 인한 인근 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이 예견되기
때문에 보다 강회된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 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처럼 현행 지하수법과 온천법은 개발법제의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는 관계로, 무
분별하고 대규모의 지하수 개발ㆍ이용을 불러일으키고 지하수의 고갈과 수질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그리고 현행 지하수 관련 법제는 지하수 과잉개발에 대한 통
제수단이 미흡하며, 지하수 오염방지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3) 통합방안
가. 물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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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지금까지 주로 지표수 위주로 물관리 체계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표수와 지하수 정책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정부
차원에서의 지하수 관리와 지원이 미흡하였고, 지하수 개발ㆍ이용도 민간 위주의
소지역 단위로 전개되어 지하수 난개발 및 수질오염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지하수의 수량관리와 수질관리가 분산되어 있고, 수량 및 수질관리를 위한 정책수
단 또한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지하수 관련업무가 국토해양부(양
적 관리), 환경부(질적 관리), 행정안전부(온천수, 민방위계획에 따른 지하양수시
설), 농림수산식품부(농업용수), 국방부(군사상 필요한 지하수시설)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하수 관련업무는 현재 중앙부처인 국토해
양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에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들 업무 배분이 적정한지
에 대하여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지하수의 통합관리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지하수 분야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지하수법은 지하
수 분야를 조정ㆍ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지하수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하수법이 지하수 행정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하자는 지하수법 전면개정설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지하수 분야를 총
괄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하수 기본법 제정설도 제기된바 있다.
어떤 형식의 입법이든 지하수의 통합관리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통합관리
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나. 지하수기본법의 제정
지하수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지하수법’이므로 일반적으로 지하수법이
지하수 분야의 기본법 내지 일반법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지하수법의 목적, 기본
계획 등의 규정 내용을 보게 되면 지하수법에 기본법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하수법 제6조에 의하여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은 환경부장관
이 수립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는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용수(지하수인 경우만 해당), 먹는 물 관
리법에 의한 먹는 샘물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지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행
정안전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각각 관계 법률에 의한 지하수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
조 제4항). 그런데 현행 지하수법은 지하수 분야를 조정ㆍ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
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므로, 지하수 분야를 총괄하는 새로운 기본법
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물관리기본법안과의 관계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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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물관련 법체계는 별도의 기본법이나 일반법 없이 부처별 및 기능별 개별법이
수평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어서 물관련 정책 및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ㆍ관리
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6. 10. 제
17대 국회에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논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제18대 국회에서 2009.
10.「물관리 기본법」을 제안하였으나,66) 역시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물관리기
본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도 당연히 물관리 체계 내에 있게 되
므로 이 법률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하수의 관리부분도 동 법률에 의
하여 ‘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안에 포함될 것이고, 지하수와 관련된 부처간 업무중
복 및 이해관계 대립 등은 동 법률에 의한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정
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하수 관리의 기본원칙도 동 법률에 정하고 있는 물관리
기본원칙(유역별 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수요관리, 비용부담원칙 등)을 따라야
할 것이다.
2) 지하수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의 통합 논의
(1) 지하수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의 현황
가. 현행 지하수법의 구성 체계
현행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을 정함으로써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93년 제정된

66)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물관리의 기본원칙 제시(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가 물관리 정책상 기본원칙이 없어 수량ㆍ수질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물관련 갈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유역별 관리의 원칙, 통합관리의 원칙, 균형배분의 원칙, 기후변화 영향 고려, 비용
부담의 원칙 등 기본원칙을 명시함.
(3) 물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련함으로써 물관련 갈등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13조)
(1) 국가차원의 통합계획 없이 부처별로 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계획간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
고 있음.
(2)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물관리 중장기 전망, 물관리 기본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된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3) 통합적인 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하위 물관리계획이 수립ㆍ조정됨에 따라 업무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
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설치(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1) 지금까지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국가물관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각 물관
련 계획ㆍ정책이나 관련 기관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2) 대통령 소속으로 물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 자를
그 위원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물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평가 및
이견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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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은 2011. 5. 현재

21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
고 있다. 제2장은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과 관련하여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
보전관리의 정보화,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ㆍ
시행, 지하수개발 ㆍ 이용의 허가 및 신고, 유출지하수의 이용,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지하수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것으로 지하수보전구
역의 지정,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이행보증금의 예치, 원상복구,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수질오염의 측정,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결격사유,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의 양도ㆍ양수, 명의대여의 금지,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관한 것으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과 결격사

유, 취소,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5장의2는 재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보칙으로 타인 토지에의 출입, 손실보상,
수수료, 교육, 청문, 대집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7장은 벌칙과 과태료에 대
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의 구성 체계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은 1995. 1. 5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적용제외, 토양보전기본계획
의 수립,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토양오염도측정,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고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타인토지에의 출입, 손실보상, 토양환경평가, 토양오염의 피해
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은 “토양오염규제”와 관련하여 토양오
염의 신고,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신고, 토양오염검사, 특정 토양오염 관
리대상 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명령의 이행완료보고,
오염토양의 정화, 오염토양의 투기금지, 위해성평가, 토양정화의 검증에 대하여 규
정하고 있다. 제3장은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토양오염대
책기준,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대책계획의 수립 시행, 대책계획 시행결과의 보
고, 오염토양개선사업, 토지이용 등의 제한, 행위제한, 대책지역의 지정해제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의2는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과 관련하여 토양
관련전문기관의 지정,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등의 대여금지, 겸업 금지, 토양관
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토양정화업의 등록, 토양정화업 등록의 결격사유, 토양정화
업 등록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된 토양정화업자의 계속공사, 권리 의무의
승계,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 제4장은 보칙으로 대집행, 관계기관의 협조, 국고보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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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청문, 권한의 위임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으며, 제5장은 벌칙규정 및 양벌규정과 과태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 8 지하수법과 토양환경보전법 비교 ]
관련법률

소 관 업 무
◦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지하수법

◦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개발ㆍ이용 관리

관 련 부서
국토해양부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오염의 규제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환경부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법
다. 양법의 성격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관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동
시에 부존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규율하고 있어 국토개발 및
이용에 관계되는 법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하수법은 국
토해양부장관의 소관업무로 된 규정이 많고, 단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업무에
한하여 환경부장관의 소관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하수법의 규정은 지하수
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사항이 매우 혼란스럽게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관할사항으로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지하수의 부존량 조사 및 그 측정망의 구축, 지하수 보호구역의 지정, 개발
및 이용계획에 관한 업무와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업무는 서로 분리되어 수행될 것으
로 인식할 수 있으나 행정실무상으로는 일방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는 타방의 업무는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2) 현행 지하수법과 토양화경보전법의 문제점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의 경로는 동일하므로 토양오염은 곧바로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양자의 연계관리는 필수적
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토양과 지하수를 각각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으
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토양과 지하수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토
양과 지하수 관련 제도가 각각 독자적으로 수행되고 있고, 지하수의 경우에는 위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량관리와 수질관리가 각각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토양 및 지하수의 측정망도 각각의 개별법령에 따라 이
원화되어 따로 관리되는 관계로 효과적인 오염방지대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

- 211 -

를 수 있고, 토양환경보전법은 전형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법률인 반면, 지하수법은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도 규정하고 있긴 하나 주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초점을 맞
추어 제정되고 시행되어왔다. 양 법률의 태생적인 성격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지하수의 개발은 토양환경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토양환경
보전법의 규정과 통합하여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하수법
제18조의 지하수 수질오염의 측정에 관한 규정과 제20조 지하수 수질검사 등에 관
한 규정도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오염의 측정과 토양검사 규정과 함께 규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통합의 필요성
지하수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은 양자 모두 환경보호의 대상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입
법례에 속한다. 보호의 객체로서 지하수와 토양환경은 상이하게 보일 수 있으나 양
자 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토양오염은 곧 지하수 오염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서이다. 다만 토양은 고착된 개체로서 그 오염원인과 결과가 비교적 쉽게 증명되
고, 따라서 오염원인별 대응이 가능함에 비하여 지하수는 인간의 탐지능력에 한계
가 매우 큰 지하공간에서 유동하는 유체물이라는 점에서 양자간 차이가 있다. 그러
나 지하수와 토양환경은 그 오염원인의 측면에 있어 대체로 공통성이 있다. 토양에
대한 오염원은 거의 지하수의 오염원이 되고, 지하수의 오염원은 토양오염원을 의
미한다. 현행 지하수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오염방지대책과 그 수
단은 대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양법률의 통합논의는 타당하
다고 할 수 있다. 즉 토양오염의 경우 토양오염이 보다는 수질이나 대기 오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오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가. 보전 내지 대책구역의 지정
지하수법은 시도지사가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화 할 것을 의무화하면서, 동구역안
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지하수법 제12조 이하).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오염대책이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동기준이 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양
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제1항).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시도에서는 당해 지역
의 시도지시가 토양오염대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1
항). 이 대책계획에는 토양오염개선 사업 및 토지 등의 이용방안이 포함되어야하는
데 시도지사는 토양오염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목적에 반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
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현행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
보전구역이나 토양보전대책지역 등과 같은 지역이나 구역을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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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도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므로 양법을 통합하여 지하수
및 토양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단일화 된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지하수와 토양오염의 관측ㆍ측정ㆍ조사업무의 일원화
지하수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하수 수질측정
시설을 설치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
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하수법 제18조). 또한 지하수법은 국토해
양부장관에게 전국적인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를 조사
할 것과(법 제17조), 시도지사에게 지하수에 관한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지하
수 관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7조 제2항). 동법은 환경부
장관이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토양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 제1항). 토양 및 지하수 오염실태
의 관측ㆍ조사는 전국에 부존된 지하수의 초양조사와 관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관측 및 조사자료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하수의
수위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지하수 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
하수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의 통합을 통해 지하수 및 토양환경에 대한 관측 및 조사
업무의 일원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토지 등의 수용 및 손실보상 근거규정
지하수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여러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즉
지하수법은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른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타인
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와 제15조의5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
인의 토지에 출입함으로 인한 소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손실
보상 근거규정들은 양법의 통합시 입법기술적으로 보아, 어느 한 조문으로 정리하
여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3.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1) 주변지역 지원법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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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원사업법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지원제도를 포함하여 총 65개 법
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67) 이 가운데 지역종합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단순히 특정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4개와 입법안 1개를
포함하여 15개의 지원사업법제가 있다.
이 가운데 접경지역지원법과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사업은 지역종합개발계획의 내용에 포함된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과 야
생동식물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은 오수ㆍ분뇨 정화시설의 설치에 한정
된다. 이렇듯 15개의 지원사업법제는 지원사업의 명칭ㆍ대상ㆍ법적 성격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 9

주변지역 지원법제의 종류 및 지원성격 ]

근거법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대상지역

지원성격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 관리지역
상수원 관리지역

계획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

상수원 관리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자연공원구역
자연환경지구,

자연공원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자연마을지구
발전소주변지역
주변영향지역

간접보상

댐주변지역
공항주변지역

67) 지원사업 관련 법제는 현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
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
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송변전시설설치시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접경지역지원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제교육지원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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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
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송변전시설설치시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률안

방사성폐기물처리
지역
송변전 시설지역

2) 주변지역 주민지원법제의 유형 및 법적 성격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은 공공필요에 의해 개별 주민 또는 일정한 지역이
받는 불이익을 보전함으로써 주민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행정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기하려는 정책적 지원으로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차원에서 행
해지는 손실보상이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과는 그 배경 및 취지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의 지원사업제도는 크게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지원제도와 공공시설물의
건설에 따른 지원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지원제도는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에 다른
재산권자들과의 사회적 형평 차원에서 규제지역 또는 그 주민에게 주는 계획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성격의 정책적 지원제도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이 있으며, 후자는 공공필요에 의해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서 제한을 받는 자가 국가 등에 대하여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 등 공공부문이 그가 받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정책제도로서
댐ㆍ발전소ㆍ폐기물처리시설 등 있다.
이 중에서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댐ㆍ발전소ㆍ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등 지원제도는 그러한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 지역주민 또
는 당해 지역이 받는 부수적인 손해에 대한 간접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주변지역 주민지원법제의 문제점
(1) 유사 규제간의 지원대상 정비
각종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대체로 계획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성격
상 당해지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의 주민
지원은 일정한 시설 설치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변지역 주민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지역에서의 거주여부 및
시기, 가해시설과의 거리, 불이익의 정도 등에 따라 구별하고 있는데, 이 같은 차등
지원은 사회적 형평의 원리에서 그 타당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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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실을 아는 상태에서의 전입 및 토지매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
은 사회 전체적인 공평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상 규제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에서는 주민지원대상도 이에 상응하여 일치하는 방
향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범위 설정
현행 주변지역 주민지원법제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주변지역 지원과 주민
지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댐ㆍ발전소ㆍ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주변지역 주민지원법
제에서 주변지역은 일반적으로 특정시설을 중심으로 당해 시설로부터 환경상 또는
생활상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거리에 따라 구획한 것이다. 이 경우
생활상 또는 환경상 영향은 과학적 조사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따라서 법조문상
으로는 몇 킬로미터 이내와 같은 선으로 구획된다.
이렇게 동일한 행정구역내에서 선적 구획에 따라 지원사업의 대상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으로 구분이 되면,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
적으로 지원사업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영향권의 설정이나 거리에
따른 선적 구획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가까운 거리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바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이 되
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역시 선적 구획에 따라 이웃하고 있는 생활권이 지
원대상과 그러지 않은 경우로 구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
의 주변을 관할하는 일정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지원형태의 유사성
현재의 주변지역 주민지원법제의 경우에 크게 금전적인 지원과 물품적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의 유사성을 가지고 다양한 법제에서 이를 다룬다는
것은 불필요한 법제의 생산을 조장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
합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4) 상이한 지원기준의 정비
지원기준에는 사업별 지원기준과 사업비 배분기준이 있는데, 사업별지원기준은 지
원사업의 유형 및 우선지원 대상 등을 정하는 기준이며, 사업비 배분기준은 총사업
비를 지원대상별로 배분하는 기준이다. 사업별 지원기준으로는 대상지역이 받는 불
이익의 정도,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 유무, 사업시행 후의 관리가능성, 사업편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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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유여부, 설치시설의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업비 배분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당해 지역의 인구 및 면적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
라서는 개인별 거주여부 및 기간, 지역전반의 발전정도 등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
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지원사업협의회를 통해 배분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인구 및 면적을 사업비 배분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일정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배분됨에 따라 낙후지역에 대
한 사업비 배분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
어 댐주변지역의 경우 댐의 설치로 인한 불이익은 상류지역이 크게 받으면서도 인
구가 과소한 까닭에 오히려 인구가 밀집된 하류지역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게 배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지원사업들간에 사업비 배분기준이 상이한 결과, 주민들이 다른 지원사업
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으로써 갈등을 빚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비 배분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4) 주변지역 주민지원법제의 통합가능성
(1) 유사 규제간의 지원대상정비
주변지역 주민지원법제의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지원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이며,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거주자 등, 4대강 상수원관리
지역 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안의
주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수력발
전소 주변지역,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은 주변영향지역,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주변지역이다.
유사한 지원대상을 가지고 있으나, 약간의 차이로 인하여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시
행상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경우 토지, 건물의 소유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비
해, 댐건설법에 의한 댐주변지역에서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실상 규제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에서 지원대상의 불일치는 갈등
의 발생요인이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2) 상이한 지원기준의 정비
지원기준에는 사업별 지원기준과 사업비 배분기준이 있는데, 사업별 지원기준은 지
원사업의 유형 및 우선지원 대상 등을 정하는 기준이며, 사업비 배분기준은 총사업
비를 지원대상별로 배분하는 기준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지원사업들간에 사업비
배분기준이 상이한 결과, 주민들이 다른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
낌으로써 갈등을 비는 사례가 발생하게 됨으로 이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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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에 대한 통합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3) 법령 내용의 중복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사업,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은 모두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법
률들이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법률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국민 및 주민의 형
평성 논란과 법적 안정성 논란을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어느 정도 단일화된 법
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부처 간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가능성
부처간의 지원규모 및 사업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한 역차
별적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일화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각 부처에서 필요한 법률을 추가적으로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주민지원법제의 통합모형
(1) 주변지역주민지원을 위한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2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원
칙을 설정.
제3장 주변지역 주민위원회의 설치 등
제4장 보칙 : 결산보고, 보고 및 검사

(2) 개별사안에 따른 특별법제정(안)
각 법률마다 특성에 따라 법률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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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분법의 대상 법률에 대한 검토
1.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 관련 법률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 12. 10.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
법」을 통합하여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동법
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당시의 문제점을 근거로 하
여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2) 통합 될 당시에 통합 이유와 내용
(1) 기존 법률에서 통합된 사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
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
여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해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 통합됨.
(2) 주요 내용
본법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하고, 측량의 원
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하는 등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
영되고 있는 측량기준을 통합하고,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및 지적
기준점으로 구분하여 정하였다(법 제6조 및 제7조). 측량기준점표지는 그 측량기준
점을 정한 자가 설치ㆍ관리하고,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종류와 설치 장
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
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한다(법 제8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공측량수행자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공사
를 착공하거나 완공하면 그 사실과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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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 제11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
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측
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지도 등을 활용한 지도 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법 제
15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소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
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29조). 국
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수로도서지를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
도록 하고,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
부장관이 간행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수로도서지와 비슷한 제작물로
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법 제35조 및 제36조). 지
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로 경제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재조
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
확정측량 외에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규정한다(법 제45조). 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측량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
록 하고, 설립요건으로 측량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
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법 제56조).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
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적공부
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소관
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법 제64조).
3) 분법의 필요성
(1) 법률체계의 이원필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크게 2가지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측량에 관한 사항이며, 또 하나는 지적에 관한 사항이다. 기존의 지적
법에서는 측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적합성 문제가 야
기될 수 있었다. 이 이유는 지적법은 다시 측량과 공부에 대한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원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이후 동법률이 통합
됨에 따라 측량에 관한 법률과 지적법은 하나의 법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여전히 측
량과 지적은 분리해야 할 것이다. 지적은 지목과 공부로써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측량과 합치한다는 것은 법 정합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지적에 관한 부분을 제정한다든지, 지적부분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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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적장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2) 지적공부와 측량은 서로 별개의 것으로 운영됨
지적공부는 하나의 장부로써 측량과는 별개로 운영되어질 필요가 있다. 측량은 주
로 측량의 방법,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
다. 이것이 바로 지적도와 임야도이다. 지적도와 임야도도 지적장부로써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는 도면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적장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에서의 건축물대장과 같이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지적공부에 대한 내
용을 부동산등기법과 통합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 분법 및 통합에 따른 기초법안
(1) 측량, 수로조사에 관한 법률(안)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지
적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용범위
제2장 측량의 방법
제3장 수로조사의 방법
제4장 협회
제5장 대한지적공사

(2) 지적에 관한 법률(안)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측량, 수로조
사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용범위
제2장 토지의 등록
제3장 지적공부
제4장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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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대한지적공사(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6장 보칙

(3) 부동산등기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제2장 등기
제1절 등기소와 등기관
제2절 등기부 등
제3절 등기절차
제4절 이의
제3장 지적
제1절 지적공부
제2절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제3절 토지의 등록
제4장 이의신청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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