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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역사적으로 도시의 발달은 문명과 사회 발전의 원인이자 결과였다.

근대적

의미의 산업사회와 도시의 발달은 서구 선진국에서 전개된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
으로 이루어졌다.

농촌에서 새로운 산업지역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도

시는 급속히 성장했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도시화 과정으로 안정적 경제성장과

물질적 사회문화의 발달이 가능해졌지만, 도시 외곽 지역의 빈민 문제, 주거, 교
육, 보건의료의 부족, 교통 및 환경 문제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회적ㆍ경제적 배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했
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제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서 체계적으로 개념화되었
고, 1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확산
되었다.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은 21세기 보편적인 인류 발전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환경은 물론 경제와 사회, 문화점 범주까지 포괄하는 가치가 되었다.

도시개발에서 지속가능성이란 단순히 환경친화적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측면에서 통합적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상태를 말한다.

환

경 파괴, 주거 공간의 부족, 도시와 지방 사이의 격차, 도시 내의 경제적 격차와
같은 부정적 요소를 줄여나가며,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맞춰 도시를 포함한 전체
국토를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
인 리우선언과 세부 실천방안으로 어젠더21(Agenda 21)을 채택한 이후,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

위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
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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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서 도시개발법제의 정비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도

1962년 국토계획법을 제정한 이래 도시의 원활한 기능 확보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시개발 법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을 도모하였다.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1976년 도시재개발법의 도시계

획법으로부터의 분리 등 시대적 요청에 따라 도시개발법제는 변모하였으며 이러
한 과정에서 구체적 정책효과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여 왔다.

국토의 계획 및 개

발에 있어서 개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급격한 경제성장을 겪고
있거나 위와 같은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 개발 상황에 따른
적절한 도시개발법제의 정비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개발도상국은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및 도시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체제전환국의 경우, 계획경제

하에서의 국토계획 및 도시개발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진행하
고 있으며, 체제전환국이 아니더라도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동
남아시아 국가들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균형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개발이
익의 분배 등 다양한 문제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최근 국토계획

및 도시개발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시행령을 만들고 있으나, 관
련 법제 및 경험은 부족한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60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문제상
황에 직면하였으며, 경제성장을 선도하거나 정책적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법제를 발전시키고, 위 법제를 구체화하는 하위 법령 제정 등 법제 정비 및
발전 방향 설정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 법제 발전 노하우 전수에 대한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 정
부는 구체적인 자문 및 노하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법제교류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2013년부터 중국, 인도
네시아, 베트남 등 12개국 법제기관과 17건의 양해각서를 교환하며 협력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i) 본 연구의 대상국가인 베트남이 베트남 법무부 장관
2

|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정비전략 |

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대한민국 법제처와 2015~2016년도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2015년부터 2년간 인적교류,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협력을 다지기
로 하였고, (ii) 역시 본 연구의 대상국가인 캄보디아에서 법률 연구 및 개정 제안
등 역할을 수행하는 캄보디아 법률위원회가 2015년 11월 법제처와 양해각서를 체
결하고, 법제정보 공유, 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 등의 협력을 하기로 한 바 있다.
그 동안 동남아시아에 대한 법제수출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는 일본이었으나, 드
라마, K-Pop 등을 통한 문화 수출, 위와 같은 법제처 등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움직임으로 대한민국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 하에서 우리의 지난 70년 동안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법제
발전 경험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아시아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ㆍ사회 발전의 토대가 된 도시개발법제의 발전경험을 체계적으
로 정리하고, 연구 대상 국가의 정책 필요에 따른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법제 한류
정책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기업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사회간접시설 확충 사업
및 신도시 개발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내 법제를 기준으로
수립된 기존 전략을 답습하거나 해외 법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접수된 해외진
출기업의 민원은 총 784건이었는데, 그 중 아시아 지역은 345건으로 총 44%를
차지했다.2

분야별로 법률문제가 19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아시아에는 법률과 제

도가 미비한 개발도상국이 많아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해외건설협회가 “중소기업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및 실패사례”라는

2

아시아 345, 유럽 123, 중동 85, 중남미 76, 아프리카 65, CIS 53, 북미 37

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의원은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코트라는 해외
진출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선제적으
로 대응하는 적극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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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진행한 설명회에서도,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의 국가 Risk(무역이나 공
사를 수행하는 상대국의 자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논의되었다.4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법률과 제도가 정비되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각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제를 바
탕으로 도시개발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한다면 그 위험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또한 법률, 제도와 산업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법ㆍ제도
가 전수된 국가에는 국내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도시개발법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연혁적 이해를

통하여, 동남아시아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풍부한 발
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대한 법제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잘 정리되어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 국가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법제는

따라서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의 기업 등은 법률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곤란하여 커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오랜 법제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들 국가의 도시계획 및 개발 법
제의 현황을 정리하는 것은 해당 국가에서도 법제발전을 위한 좋은 시각을 제공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4

“Country Risk는 원래 해외 투자 혹은 융자에 수반된 것이었으나 이 Risk가 플랜트 비즈니스
에 연루되어 확대된 것은 이란혁명, 이란ㆍ이라크 분쟁으로 발생한 이란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이라크의 석유정제시설 파괴, 터키 등 개발도상국의 외화부족에 따른 플랜트 수출대금 회수
불능 및 지불지연 등의 사례에 기인함. Country Risk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 정치주체의
변경(혁명) △ 전쟁 △ 국유화 △ 송금금지 △ 과세율 변경 △ 수용 △ 평가변경 △ 보호정책
실시 혹은 중지 △ 법의 불안정한 집행 △ 인프라 시설의 미비 등이 있음. Country Risk는
상당히 정치성이 높으며, 그 평가는 어려운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
중동ㆍ아프리카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이 Country Risk가 높다고 할 수 있
을 뿐이며, 정확한 평가방법은 신용평가 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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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연구를 통해 해당 국가들의 도시계획 및 개발법제의 과제에 대한 제언
을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도시개발을
해왔고, 그 중심에 법률이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인도네이사, 캄보디아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대한민국경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도시개
발 법제에 대한 노하우 전수에 대한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자 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도시계획 및 도
시개발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개별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른 적합한 도시개
발법제 정비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대한민국의 노하우 제공을 통
하여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

내기업의 해외 진출시 연구성과를 기초로 한 적합한 진출전략 수립을 유도하고,
국내기업의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법제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 해외 도시개
발 프로젝트 참여에 간접적으로 조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연구는 도시개발법제의 발전 및 정비전략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특
강, 워크숍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법제 교류협력을 진행하여 급증한 정책 수
요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좋은 참고자료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부수적이긴 하지만, 이 연구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률과 제도를 검토하고, 과거의 경험을 다시 반추함으로써 대한민국 역시 “지속가
능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도시개발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방법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제에 기초한 구체적 국토계획 및 개발정책을 연혁적으

로 검토하였다.

대한민국의 도시계획 법제 정리 및 발전 과정에 대하여 연혁적

으로 검토하고, 법제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연구대상 국가의 도시개발
및 경제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단계별 도시개발정책을 검토한다.

5

|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정비전략 |

동남아시아의 나라 중 우선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의 세 나라를 선택
하여 해당 국가의 법령 조사를 하여고, 입법환경을 분석하였다.

법률을 문리적

비교 분석하고, 법제의 입법배경과 연혁을 검토하여 도시계획법제의 현황을 정리
하고자 하였다.

다만 법률의 입법 배경과 연혁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 부분

연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동남아시아 세 나라의 도시개발법제 및 제도 선행연구, 학술문헌 등 검토하였
다.

국토교통부의 ‘해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수립 및 제도개선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해외 주요 진출대상국의 도시개발제도 조사연구’ 분석 등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해당 국가와의 법제 교류 현황 및 선례를 분석

하여, 발전방안 설정 및 전략 제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의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 도시재생사업단의 ‘도시
재생 정책방향’ 등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법제에 관한 선행 연구를 함께 검토하였다.

나아가 법제처, 연구대상 국가의 공공기관, 연구대상 국가의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 등의 경험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 대상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우, 도시

개발법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실제 도시개발과정을 전체적으로 규율함
에 있어서 규범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외 주재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해당 국가의 도시개발과정 현황을 파악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관한 제3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의 발
표자료도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

특히 연구대상 국가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

보디아에서 온 발표자와 토론자의 자료는 본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4.

본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본 연구는 2015년 11월 4일에 개최한 ‘제3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

에서 토론할 자료를 제공하고, 실천적 발전방안을 담은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것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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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회의 참여 연구대상 국가의 전문가와 국내 전문

가를 확인하고, 해당 국가의 법제를 기본적으로 정리하여 위 회의의 성공적 개최
를 위한 지원을 하였다.

위 회의는 대한민국의 도시개발법제에 대한 관심을 고

양시키고, 본 연구를 통하여 수립하려는 법제 정비전략의 타당성 검증 및 보완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법제처는 본 연구결과를 외국 법제기관과의 법제교류 기초 자료로 활용
하고, 외국 법제기관과의 워크샵 등 공동연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토

대로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도시개발 법제 정비를 위한 지속적이고 특화된 자
문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도시개발사업 참여 내지 사회
간접자본 개발사업 진출 시 연구결과를 진출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
써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세 나라의 도시계획 및 개발법제의 발전단계가 모두
다르고, 법제화의 정도도 높지 않으며, 해당 국가 및 국내 등에서 해당 국가의 관
련 법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거나 없는 현실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본 연구를 기초로 삼아 더욱 심화된 연구를

진행할 계기가 되고, 관련 국가의 법제담당자 또는 학자들과의 교류의 기초로 삼
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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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도시개발 법제의 현황 및 과제
1.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법제의 체계 및 발전과정
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법제의 체계 개괄

(1) 건설법제에서 도시계획/개발 법제의 위치

건설법제는 ‘건축물’에서 출발해서, ‘도시’와 ‘국토’로 나아간다. 건설법제의 출
발은 ‘건축물법’이다. 각종 건축물을 짓고, 유지ㆍ관리하며, 결국 철거하는 전 과정
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 분화되었다. 5

대표적인 것은 「건축법」이고,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주택법

그 밖에 「임대주택법」 등 다양한 건축물법이 파생되고 만들어

졌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도 등장했다.

넓게 보면 건축물 중 하나지만, 기반시설은 특별하게 취급된다.

도로, 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이 그것이다. 이를 ‘인프라법’(기반시설법)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도
로법, 하수도법, 주차장법 등).

기반시설은 공공시설이므로 주로 정부 등 공공기관

에 의해 개발된다. 하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민간자본을 끌
어들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다.

건축물과 기반시설(인프라)이 모여 도시를 이룬다.
도시개발법과 도시계획법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와 관련된 법은 크게

‘도시개발법’은 도시를 개발하기 위

한 각종 권한과 근거를 갖추기 위한 법률이고, ‘도시계획법’은 도시개발을 규제하
거나 도시개발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한 법률이다.

도시계획법을 도시개발법의

상위에 두면서 도시개발법을 도시계획법 안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도시계획법
과 도시개발법은 서로 팽팽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

5

다만 주택법에는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도시개발법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8

|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정비전략 |

도시계획법은 처음에는 도시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농촌 등 비도시지역으로 확
대되면서 ‘국토계획법제’로 발전하였다. 도시계획법제는 공간계획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단순한 공간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주거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법제로 발
전하였다. 자연 및 역사ㆍ문화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경관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도시개발법제’는 구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 환지방식에
의한 것과 수용 방식에 의한 것 등 다양한 것이 있다.

전통적으로는 토지구획정

리사업 방식이 주류였으나, 점차 수용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옮겨 갔다.

최근

에는 기업도시와 같은 특수한 도시개발이나, 지방을 포함한 특정 지역의 개발을
염두에 둔 특별법들도 많아지고 있다.

도시개발법의 하나로 분류하지만, 불량주택이나 낙후한 도시를 재건축, 재개
발하는 ‘도시정비법제’는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

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여러 유형을 만들어 냈다.

최근에는 낡은 것을 부수고 새

로 짓는 ‘재개발’이 아니라 보전과 개량을 통해서 도시를 재생시키는 ‘도시재생’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2)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법제 개괄

우선 국토공간의 개발에 관한 법률로는 국토전체의 공간계획을 정한 「국토기
본법」, 지역별 개발계획을 정하고 있는「수도권정비계획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있다. 도시계획 및 단지개발을 위한 법으로는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이 있다.

국토계획법은 우리나라 모든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계획수립 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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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은 도시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민간의 다양한 도시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도시 내에서 주거,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등 복합적 기능을 가진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을 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
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함
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였으며, 도시주거환
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낙후된 기존시가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광역적인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과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내용을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은 개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법으로서 개별 필지 단위의 건축행위에 관한 절차 및 내용
을 정하고 있다.

이외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도시개발의 기법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수용과 보상 관련 법률로는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고, 공물(公物)과 관련하여
「도로법」, 「하천법」, 「국유재산법」도 시행되고 있다.

(3) 계획 체계 개괄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
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해 가며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
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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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에 따라 시행되며, 국토계획체계는 "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개별건축계획'의 3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도시계획은 국토 및 지역계획과 개별건축계획을 연결

하여, 국토 및 지역계획의 방침에 따라 수립되고 개별 건축계획의 지침을 제시한다.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구분된다.
도시계획 수립은 먼저 둘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계획권에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상위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그 후 도시기본계획

의 각 단계별로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전반적인 체계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정리할 수 있다.

출처 : 서울도시계획포탈(http://urb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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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법제의 발전과정
(1) 제1기: 도시계획법제의 맹아기(1934~1961)6

대한민국에서 도시계획법제가 제대로 수립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법령에서 도시계획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34년 6월 20일 제정된 ‘조
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領, 조선총독부제령 제18호)’이다.

군사적 목적으

로 시가지를 정비하기 위해 제정된 법령이었고, 해방 후 ‘시가지계획령’으로 명칭
이 변경된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① 총칙, ② 지역, 지구의 지정과 건축물 등의 제한, ③
토지구획정리의 세 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은 도시계획법, 건축법, 토지구획정
리사업법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입안ㆍ시행되
었는데, 예를 들면 영등포 일대는 공업지역으로, 고양군 연희면 신촌리는 주거지
역으로, 세검정은 풍치지구로 지정되었으며, 1945년까지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적용
도시는 남과 북을 합쳐 41개 도시에 이른다.

그리고 나진에 설치된 일본군사기

지에 약 100만평 규모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었고, 서울이나 도청 소재지
등을 중심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한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7

일제시대는 식민도시화, 전쟁기지화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적 도시화가 진행
되었다. 도시형 개량한옥이 대대적으로 지어지기도 했지만(북촌과 서촌의 작은 한
옥들은 그 결과 만들어졌다), 일제를 상징하는 총독부청사(중앙청), 경성부청(서울
시청), 조선신사와 같은 건축물과 아파트, 백화점을 비롯한 서구식 건축물이 건축
되었다. 서울의 고궁과 성곽이 허물어졌고, 철도와 도로 등이 식민과 전쟁의 목적
으로 축조되었다.

6

정남철, 「통일한국의 국토공간계획, 토지공법연구」 제65권 (2014), 100~105쪽 참조

7

박병주, 「도시개발」, 국토(1999. 12.), 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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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해외에서 돌아온 동포 등으로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인구가 급증
하였으나 새로운 도시계획과 개발을 하기도 전에, 곧 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도시는 대부분 파괴되었다.

1961년에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도로법, 하천법 등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국토계획의
청사진이 법제적으로 체계화되지는 못하였다.

(2) 제2기: 도시계획법제의 정비기(1962~1985)

1960년대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국토의 종합
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산업화, 근대화를 통한 국토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독자적
건설법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1962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폐지하고, 위 계획령
중 건설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건축법을 제정하고 시가지계획에 관한 사항을
발전하여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고, 국토종합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1963년 국
토종합건설계획법을 제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전
국토에 대한 국토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었으며, 서울 및 경기ㆍ인천지역을 중
심으로 한 국토계획이 수립된 후 그 대상지역을 확장시켰다.

그리고 서울ㆍ부산ㆍ대구 등 3 대도시 인구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위성도시
건설 및 고속도로건설이 계획되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63년 고속도
록 및 교통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이 있었다.
1966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계획법에서 분리, 제정하였다.
60년대에는 이른바 ‘돌격건설시대’라 불리는 ‘재건과 건설사업’이 가속화되었
다. 마포아파트를 비롯한 서민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청계천을 복개하고 고
가도로를 건설하는 등 기반시설 정비도 이루어졌다. 도심재개발의 시초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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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세운상가가 건설되고, 여의도 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도 진행되었다.
남산 1,2호 터널도 만들어졌는데 군사적 목적(방공호)을 겸하고 있었으며, 여의도
중심축에 길게 형성된 공원은 유사시 활주로의 성격을 겸하고 있었던 것은 단적
으로 이 시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강 이남을 개발하는 강남개발이 본격화되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법이 적용되었다.

기존 토지소유자의 종전 토지 구획을 정리하고 환지하여 토지

를 돌려주는 형태의 사업방식이었는데, 기존 토지 중 일부(체비지)를 기반시설 마련
을 위하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체비지를

집단화하여 고속도로 부지로 활용함으로써,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급격한 도시화와 난개발
을 가져 온 한편, 달동네와 같은 빈민가를 양산해냈다. 70년대 초반에 일어난 와
우아파트 붕괴사건, 도시빈민 집단이주지인 광주대단지 폭동사건은 이러한 현실
을 보여주었다.
되었다.

도시화가 수도권으로 확대되었고, 전국에 공단이 활발하게 조성

서울에서는 영동지구, 잠실지구 개발과 같은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었으

며, 서울 지하철 시대 개막으로 서울은 더욱 광역화되었다.
1972년 10월 유신을 전후하여 건설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도시문제의 심
화 등으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도입되는 등 토지이
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1971년).

한편 아파트 건설촉진을 위하여 주택건설

촉진법이 제정되어 대단지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1973년).
국토이용관리법이 만들어져 개발규제 및 계획법제를 비도시지역으로 확대하였다
(1973년). 공단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고
(1973년), 1976년에는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재개발법이 독립되었다.

공공필요를 위해 토지수요가 증가하자, 1975년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협의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권과밀화문제 해결을 위해 1982년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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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는 경제개발계획과 산업화정책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파생된 도시문
제와 토지이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제를 정비하였으나, 친환경적이
고 거시적인 국토계획이 추진된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제3기: 토지공개념의 등장과 토지이용규제의 강화(1986~2000)

1980년대는 민주화와 열망과 요구가 높아진 시기이자, 그와 동시에 부동산의
투기열풍이 가속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촉진되었고, 공공용지의 수용이 급증하면서 지가상승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투기적 토지거래로 인해 계층간,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자 ‘토지공개
념’이 등장하였고, 1989년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징수에 관한 법률 」 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다만 헌법재판소로부터

「 토지초과취득세법 」 은 헌법불합치결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
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였다.
1980년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되었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규제 및 실행을 담당하는 도시(재정비)계획이라는 2원적 구조가 수립되었고, 주민
참여 제도화 등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같은 해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1980년대 도시개발을 특징짓
는 법이다.

당시 정부는 5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취득 및 공급에 관한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다.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부지를 정리한 후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하는
방식이었다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조성사업은 정부가 땅을 수용한 후 민간기
업에게 분배한 후 주택을 건설하는 형태의 공영개발사업이다.

위 사업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개발의 근거가 되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촉진시켰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구 내 토지는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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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어 택지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한 강력한 제도라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위헌성에

관한 논란이 남아 있지만, 1980년대에는 환지방식의 개발방식(토지구획정리사업)
에서 수용에 의한 대규모 공공개발로 전환하게 되었다.

신도시 개발과 함께 구도시의 재개발도 중요한 흐름으로 강화되었다.

도시

재개발법에 이어서 1989년 「도시저소득층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
법」이 제정되어, 달동네 대규모 재개발의 근거가 되었다.

1997년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재건축이 규정되어, 아파트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재개발은 경
제적 논리에 힘입어 도시개발의 주류적 형태가 되었고,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아
파트가 급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1984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
만들어졌다. 민법으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소유 및 관리를 규율하기 어
려워진 때문이다. 아파트는 점차 주류적 주거형태가 되어 갔고, 1993년에는 단독
주택보다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파트공화국이라는 별칭을 얻
을 정도로 아파트는 한국 도시의 주요한 상징이 되었다.
개발논리가 여전히 득세하면서도 90년대에 와서는 건설 및 도시법제에 새로
운 관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시민의 참여, 시민의 삶이 도시계획과 건설에 중요
한 관점으로 등장했고, 환경, 교통, 보행자의 권리 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독일입법례의 영향으로 이른바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등의
법리가 소개되어, 도시계획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8
8

대법원은 “행정계획이 행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ㆍ정비ㆍ
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
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
로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
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ㆍ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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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기: 국토계획법제의 성숙기(2000~)

2000년부터 도시계획법제는 보다 체계화된다.

우선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이 폐지되고 제정된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는 데 있어 지향해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설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체계
적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 ‘국토의 균

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은 주목할 부분이다.

또한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2002년 2월 4일 도시지역의 계획법제인 「도
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의 계획법제인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계획법
을 제정하여 도시계획과 국토이용으로 이원화되었던 국토이용체계를 단일화하였다.

이 법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하나의 국토공간으로 계획 및 관리
를 하게 되었다. 특히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ㆍ후개발 체계에 의해 국토이용
의 효율성과 환경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기하려는 목적이
강조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제정되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당시 제도는 각

각 개별법에 의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어 유사한 정비사업임에도 3개의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로 인하여 각 사업간 상호 연계성과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추진

되어 도시교통이나 미관 등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개별법으로 운

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
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
였으나 정당성ㆍ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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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는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과 ‘선계획 - 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 간 분쟁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3년
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선계획 -

후개발’ 원칙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
여 종합적 도시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0년 제정된 「도시개발법」의 입법취지는 다음과 같다.

1960년대부터 시

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인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인구 및 산
업이 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주택지 및 공장용지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도시계획법」(1962년)에 의한 각종 대지조

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는 신속하게 대지를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택지 및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1971
년 現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1980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 現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1970년대 이후에는 이들 법률에 의해
주택지 및 산업단지 등이 조성·공급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별법 체계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택지개발

촉진법」과 같은 개별법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법으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도

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공업용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과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1966년)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간에도 조성목적이 중
복되고 시행절차의 미비 등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 도시개발법 」 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다가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도시계획법」상 도시개발사업
부문(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과 「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하여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개발법제에 대한 반성으로 도시재생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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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제정되기에 이르
렀다. 서울성곽 복원, 남산 살리기, 북촌 등 역사도시 복원 등의 움직임이 개발을
견제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5)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법제의 연혁 및 제ㆍ개정 과정 소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법제의 세부적인 발전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법제의 맹아기에 해당하는 제1기(1934~1961)의 경우 조선시가지계획
령이 1934년 제정되었다가 해방 후 시가지계획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법령

제정연도

폐지연도

주요 내용
대규모 토지조사사업, 급속한 도시화 진행

조선시가지
계획령

1934. 6. 20.

1962. 1. 19.

에 따라 도시개발을 계획적ㆍ제도적으로 유
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됨

도시계획법제의 정비기(1962~1985)에 해당하는 제2기의 경우,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등이 본격적으로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법령

제정연도

폐지연도

토지수용법

1962. 1. 15.

2002. 2. 4.

주요 내용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현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제도 도입

1962. 1. 20.

도시문제 심화로 개발제한구역 제도 등

1971.
도시계획법

전면개정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대폭 강화
2002. 2. 4.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이념과 지방화, 정보

2000년

화 추세 반영,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광역

전면개정

계획 수립, 도시계획의 주민제안,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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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정연도

폐지연도

주요 내용
획입안시 사전환경성검토 등 제도화

건축법

공영주택법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 도시계획법 」 과
1962. 1. 20.

함께 분리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건설 참

1963. 11. 30.

1972. 12. 30.

여 근거 마련

「도시계획법」에서 분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 도시계획법 」 과 「 농지개량에관한법
1966. 8. 3.

2000. 1. 28.

률」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생기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됨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
아파트(도시내 대단위 주택단지) 개발이

1972. 12. 30.
주택건설촉진법

본격화되면서, 주택의 건설ㆍ공급과 이를

(현 주택법)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
주택개발업체의 등록제도 도입
1977. 12. 31.

분양가 통제 근거조문 최초 마련
도시지역에 한해 이루어지던 개발규제가
비도시 지역까지 확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 토지이
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 토지거래의 규제

국토이용관리법

1973. 3. 31.

2004. 2. 4.

및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2004년 2월 4일 폐지되면서 「 도시계획
법 」 과 합쳐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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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정연도

폐지연도

주요 내용
관한 법률」로 제정

공공용지의취
득및손실보상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1975. 12. 31.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

2002. 2. 4.

에관한특례법

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
당초 「 도시계획법 」 에 규정되었던 도시
재개발사업을 분리하여 입법화
상당 조문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규정되었으나, 전면철거 방식을 사

도시재개발법

1976. 12. 30.

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음

2002. 12. 30.

영세 토지소유자 등 개인이나 개별건물수
준에서는 도시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함
공공성에 기초한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의 필요성 제기
공영개발방식의 도입(지가 상승의 원인으
로 지목받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택지개발촉진법

억제)

1980. 12. 31.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던 개발이익은 전
면 부정되고 모든 토지는 수용대상이 됨
집합건물의 소

「 주택건설촉진법 」 의 부족한 규정을

유 및 관리에 1984. 4. 10.

「 민법」 의 특별법 형식으로 보충하기 위

관한 법률

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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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1986~2002) 동안에는 과거의 개발로 발생한 투기적 토지거래, 계층간, 지
역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토지초과취득세법」 등이 제정되었고, 도시재개발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이 시행되었다.

법령

제정연도

폐지연도

주요 내용
재건축조합이 주택조합의 일종으로 편입
되어, 재건축사업이 「 주택건설촉진법 」
의 적용을 받게 됨
재건축사업이 한편으로는 도시의 문제지
역을 정비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지만, 아파

주택건설촉진법
(현 주택법)

트소유자의 개발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

1988. 1. 1.개정

용되어 사회문제 야기
199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 재건축사업이
부동산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받게 되
고, 2003년 「도시정비법」 제정의 계기가
됨
전면철거 위주로 진행되던 「 도시재개발

도시저소득주

법」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입됨

민의 주거환경
을 위한 임시

1989. 4. 1.

2004. 12. 31.

한시법으로 2004년까지 효력이 연장되었
다가 2003년 「도시정비법」에 흡수

조치법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
토지초과이득
세법

1989. 12. 30.

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소유자가

1998. 12. 28.

얻은 이득을 조세로 환수
택지소유상한
에 관한 법률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
1989. 12. 30.

1998. 9. 19.

하여 택지의 고른 분배를 유도함

서울시도시계
획조례
도시개발법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 제정
2000. 7. 15.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 택지개발촉진법 」 의 한계를 인식하고

200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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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정연도

폐지연도

주요 내용
이를 대체하기 위해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을 절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
종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법과 택지개
발사업의 기법을 혼합하면서 환지방식 및
수용방식의 개발사업을 정하고 있음
종래 「 택지개발촉진법 」 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었던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조합 또
는 법인의 형식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둠

국토계획법제의 성숙기에 해당하는 4기(2000~) 동안에는 도시계획법제 및 도
시개발법제의 체계화가 진행되면서, 국토이용체계를 단일화하는 국토계획법이 제
정되었고,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을 체계화하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및 「도시개발법」 등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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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정연도

폐지연도

주요 내용

「 택지개발촉진법 」 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을 절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
종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법과 택지개
도시개발법

발사업의 기법을 혼합하면서 환지방식 및
2000. 1. 28.

수용방식의 개발사업을 정하고 있음
종래 「 택지개발촉진법 」 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었던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조합 또
는 법인의 형식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둠

서울시도시계
획조례

국토의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 제정
2000. 7. 15.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 도시계획법 」 과 「 국토이용관리법 」 을

계획

폐지하고 통합된 법률

및 이용에 관 2002. 2. 4.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에 대처하고, ‘선

한 법률

계획ㆍ후개발’ 체계 확립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공익사업을위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
2002. 2. 4.

「 토지수용법 」 과 「 공공용지의취득및손
실보상에관한특례법 」 이 폐지되면서 제정

한법률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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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
업을 통합하는 법률(주로 재건축사업을 통
제하기 위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주거

2002. 12. 30.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ㆍ불
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도시재정비 촉

강북 뉴타운을 중심으로 기성시가지의 광

진을 위한 특 2005. 12. 30.

역적 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

별법

서울시의 강북 개발을 위한 목적

도시재생 활성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화 및 지원에 2015. 1. 1.

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공동체 회복을

관한 특별법

목적으로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함

25

|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정비전략 |

2.

도시계획 법제의 현황
가. 국토공간계획의 체계

(1) 국토공간계획의 기본 구조

국토공간계획체계는 공간적 범위에 따라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국토전역

또는 일정지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국토 및 지역계획, 시ㆍ도단위 또는 개
별사업구역을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 및 단지계획, 그리고 개별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건축계획이다.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ㆍ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ㆍ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한 계획이다.

국토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법으로는 「국토기본

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률」등이 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기본법 제1조).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과거 국토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환경훼손과 지역간 불균형 등 국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국토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으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
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도록 하고 있다(국토기본법 제2조).

(2) 국토공간계획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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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등으로 구분되며
(국토기본법 제6조),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서 국토에 관한 모
든 계획에 우선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20년 단위로 국토종합계획
을 수립한다(국토기본법 제7조). 국토종합계획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
한 사항
6.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8. 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의 방제(防除)에 관한 사항
9.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현재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제4차 국

토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위 계획의 기조는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이며,
5대 기본목표는 상생하는 균형국토, 경쟁력있는 개방국토, 살기 좋은 복지국토,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번영하는 통일국토이다.

도종합계획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도종합

계획은 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수립하며, 다
음 사항을 포함한다(국토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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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부문별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당
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개별관계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부문별계
획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권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
계획 등이 있다.

이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
은 권역 내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
치와 과밀화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수도권
은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
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
조).

수도권전체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
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를 중심
으로 한 인천시, 부천시, 수원시, 성
출처: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남시, 고양시 등 주변도시들인데, 인

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
요한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서울시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

업무용 건축물이나 복합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인구집중유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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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억제를 위한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며, 그 외의 지역에도 공장 및 학교시설에
대하여 총량규제가 적용된다.

성장관리권역은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파주시, 김포시 등을 포괄하
며,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위 지역에도 인

구집중유발시설 및 산업의 입지는 제한된다.

자연보전권역은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을 포괄하며, 한강
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및

관광지의 조성이 제한되고 팔당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가 적용된다.

나. 도시계획의 체계

(1)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서울, 인천, 경기와 같이 인접한 2 이상의 시도를 연계시켜 광역
계획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국토계획
법 제10조, 제2조 제1호).

시ㆍ군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담화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무질서한 확산
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조를 통하여 광역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 방지하며, 쾌적한 환경
을 조성하여 광역계획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훈령 제5698호,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제1장 제2절).

광역도시계획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립된다.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

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밖에는 시ㆍ도시지사, 시장 또는 군수
가 수립하게 되며, 해당 계획에 대한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공청
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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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그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장
관은 절차 검토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승인하게 된다.

이후 시ㆍ도지사는 결정된 내용을 공고하고 30일 이

상 일반에게 열람한다.

(2)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3호).

도시기본계획은

토지, 주택, 교통, 환경 등 물적 부문에 대한 골격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산업, 사회개발, 재정 등 사회ㆍ경제부문에 대한 정책을 포괄하는 종
합계획이다.

도시의 20년 이후 모습을 내다보며 목표년도의 장기적인 미래상 및

발전의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써, 5년마다 기정 도시기본계획의 그 타당
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법정절차를 통해 수정ㆍ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9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도시 내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도시기본계획
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립된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서는 우선 도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다음 도시기본계획(안)
을 작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립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
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9

서울시,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시청, 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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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절차 검토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승인한다.

(3) 도시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
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이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도시관

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을 도시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ㆍ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ㆍ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행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시ㆍ군의 제
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
해 시ㆍ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서 시민 개개인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는 도시기본계획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대신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계획안을 14일간
공고하며, 이해관계인 등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도

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동시 또는 2년 이내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
계획사항을 표시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고, 이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
이 발생하게 된다.

도시관리계획이 정한 토지의 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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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 내용

(1)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
환경·경관·산업·안전·보건·후생·정보통신·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용도지
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의 계획내용에 의해 사적 토지이용
에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제31조).

도시관리계

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의 성격을 가진다.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3)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2)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서
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이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된다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이를 차례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
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15호).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행위는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에 기초한 행정계획으로서, 위 결정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2두54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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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된다
(국토계획법 제6조).

주거지역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

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되며, 다시 주택의 형태 및 층고 등에 의하여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
종으로 세분된다(국토계획법 제36조).

상업지역은 지역의 기능에 따라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되며,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으로 세분된다.

녹지지역도 그 용도에 따라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

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있어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장래 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조정ㆍ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16호).

용도지

구에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
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총 10개의 분류로 구분 되어
있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

원구역 등 4개가 있다.

(3)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학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공
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리적 시
설을 말한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되는데,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로는 교통시설, 공간시
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총
7개 유형에 53종의 시설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위 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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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과 관련해서 국토계획법에 마련된 제도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기
반시설연동제도가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 없이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것
을 방지하고 주거단지ㆍ산업단지 등 조성 후 주변지역에 다가구주택ㆍ음식점 등
소규모 개발이 뒤따라 기반시설을 무임승차하고 거주환경 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시, 설치하여야 할 기반시설의 종류, 비용의 부담기준,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게 된다(법 제67조 내지 제75조).
2002년 제정 당시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시장 등은 개발행위가 집중되거나 대규
모 형질 변경이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구 국토계획법 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있을 경우, 위 구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
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구 국토계획법 제68조).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도 마련하고 있다(구 국토계획법 69조).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
며, 위 기반시설에는 도로, 공원, 녹지, 초ㆍ중ㆍ고등학교 용지, 수도, 하수도, 폐
기물처리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발사업지역(중심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까

지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와 개발행위자가 협의하여 부담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부담구역내 기반시설은 개발행위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혁적으로 정책적 필요에 따라 2002년 임의지정을 전제로 한 기반시설부담
구역제도(임의지정), 2006년 전국적으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 2008년 의
무지정을 전제로 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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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가 2008년 3월 28일 폐지
되었고, 현재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으로 통합관리되고 있다.

기반시설연동제도는 기반시설의 용량과 개발행위를 연계시켜 도시지역 및 비
도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unplanned development)을 방지하려는 제도로
서,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하거나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용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0

즉,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

의 추가적인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에 의하여 개발밀도(용
적률)를 제한하고,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의 개발밀도관리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에 의하여 기반시설 설치
를 유발하는 개발행위를 행하는 경우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는 기반시설의 공급용량에 따른 용적률의 강화가 기반
시설의 수요인 개발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통제에 의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용적률 강화는 기반시설용량의 수요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기반시설

에 의한 난개발방지 수단이라 볼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는 주거ㆍ상업

ㆍ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
여, 용적률을 당해 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보다 5/10까지 강화하여 적용함으
로써 개발행위를 억제하는 제도이다.

(4)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민간참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우선 해당 지자체에서 기초조사 후 도시관리계획
(안)이 작성되면 주민공람을 통하여 입안하게 된다.

또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및 필요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
10

김형복, 「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토
지와 기술(2004), 16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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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다만, 국토

교통부장관이 입안했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주
민에게 공고한다.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동시에 지적이 표시된 지

형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표시하여 도면을 고시하고, 이때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다음

2 가지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제
도를 두고 있다(제24조).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일정양식의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구청장은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입안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비

용과 관련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라. 도시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구체적 내용

(1)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취지 및 연혁

'지구단위계획(district-unit plan)'이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
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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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말한다(국토계획법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지역내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수립되는데, 도시
관리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지구단위로 구체화ㆍ합리화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관
리계획으로 결정한다(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5.)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

리화하고 그 기능 증진 및 미관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의 확보 및 체계적·계획
적 관리를 목적으로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계획의 목적과 주거‧산업‧유
통‧관광휴양‧복합 등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게 된
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건축법」의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의 상세계획제
도를 통합ㆍ보완한 것이다. 11

시초는 1980년 「건축법」에 도입된 “도시설계” 제

도였는데, 1991년 「도시계획법」에서 상세계획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원적으로 운용
되다가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었고, 2003년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비도시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12

이러한 과정을 거

쳐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던 지구단위계획이 비도시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개발행위허가제도가 계획의 적정성 판단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허가여부의
결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개발
및 사업시행을 전제로 한 도시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13

개발행위허가제도가

기반시설 조성 및 주변지역의 개발형태를 기준으로 토지의 개발 잠재력에 알맞은
개발규모 및 개발 형태의 제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은 체계적인
건축계획 유도 및 입체적인 도시계획의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11

이희정ㆍ신태형, 「 제2종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개선방향 」 , 국토(통권313호,
2007. 11.), 30쪽 참조

12

이삼수ㆍ이의정ㆍ유천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개편
방향」, 도시정보 347호(2011), 3쪽 참조

13

이희정ㆍ신태형, 앞의 논문,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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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은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구역내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국토교통부훈
령 제569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2).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

역 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
한 구역의 정비 및 기능의 재정립 등의 개선효과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인근까지
미쳐 시·군 전체의 기능이나 미관 등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고려하

여 향후 10년 내외의 걸쳐 나타날 시·군의 성장·발전 등의 여건변화와 미래모습
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은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주택
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예정
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광특구 등이 있으며, 지구단위계
획의 수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Subdivision or alteration of a
special-purpose area or special-purpose district)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Arrangement and size of infrastructure)
3)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Size of a group and a creation plan)
4)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Restrictions on the use
of buildings, and the maximum or minimum limit on the building-to-land ratio, floor
area ratio, or height of buildings)
5)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Plans for the
arrangement, type, color or building line of buildings)
6)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Environmental control and scenery plans)
7) 교통처리계획(Traffic processing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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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중 총괄도면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대전광역시 도시주택정보]

(2) 구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기존시가지의 정비ㆍ관리ㆍ보전 또는 신시
가지의 개발 및 복합구역으로 총 5가지 목적으로 구분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은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ㆍ상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기능 등 5가지 목적으로
구분된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종전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비
도시지역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상세한 계획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자동 지정되어 필

요한 도로ㆍ공원ㆍ학교 등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의무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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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산발적으로 진행된 준농림지역의 소규모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
족, 환경 및 경관 훼손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도시지역을 중심
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를
대상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종전 도시지역에 적용하던 지구단위계

획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민간참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는 크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
립의 2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단계에서 대상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
토 등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을 작성한다. 작성된 구역지정(안)에 대
하여 신문과 당해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듣고,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구청장이 시
장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청을 하게 된다.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안)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시ㆍ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이 완료되면 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시
주민의견 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을
하게 된다.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시ㆍ도시계

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경관계획 등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시장은 지구
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고 구청장은 일반에게 열람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 역시 도시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주민제안이 가능한데, ⓛ 토
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구역내 국·공유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며, ②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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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민제안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입안을 제안하면,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입안 여부에
대하여 검토 후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대한 입안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입안을 통보받은 제안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자치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게 되며,
자치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게 된다.

마. 도시계획(개발)사업 개괄

(1)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의 관계

구분
의의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행정주
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

체 또는 공공단체가 사업의 주체가 되
어 도시를 개발하거나 재정비하는 등
의 사업

특성

소극적으로 기존 질서를 존중

기존 질서에 전면 개입

새로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요 토지를 수용하거나 가옥을 철거하는
건을 규율

등의 방식 사용하여 건축물 또는 택지

장기적으로 도시 내 합리적 토지이용 창출
을 계획ㆍ유도

도시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기능

도시계획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 도시의 일부 또는 외곽의 일정지역을
림됨

대상으로 실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은 도시의 원활한 기능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공
통의 목적을 가지고 긴밀히 관련되고 다양한 접점을 가지게 된다.

법제적으로 국

토계획법 제정(1962) 당시 개발사업법을 포함하여 규율하였다가, 「토지구획정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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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 (1966)과 「도시재개발법」 (1976) 등이 분리 입법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대 이후 개별 도시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주택지조
성사업 등을 통합한 「도시개발법」이 제정(2000)되었고, 재개발사업ㆍ 재건축사업
ㆍ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이 제정(2003)되었다.
개발 상황 및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법제 내에 포함되었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이 분화를 거쳤고, 2000년 이후 통합적 관리를 위한 체계화가 진행되었다.

(2) 도시계획(개발)사업의 종류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근거를 두고 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생

활에 필요한 교통, 주택, 위생, 행정부분에 대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공공
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능률적, 효과적으로 공간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관

리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유형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
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있
다(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 이를 도표로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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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도
로, 주차장, 학교와 같은 총 7개 유형 53종의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할시장·구청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
은 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비는 시행자가 부담하

는 것이 원칙이나 시청이나 구청 또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분담할 수도 있다.

설치절차와 관련하여,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구
청장이 실제 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
모, 사업시행자 등이 명기된 실시계획서류를 작성하여 일반에 공개한다.

이때 사

업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토지를 수
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며, 위 수용권을 기초로 실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
익적 목적과 해당 지역 소유권자의 사익을 조정하는 취지이다.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획시설부지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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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2조).

새로운 주택단지나

신시가지 조성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방식이다.

「도시개발법」은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개발사업부문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하여 2000년 7월 제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통합을 통하여 주택 및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유통·관광휴양·역사·문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
가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불어 민간에게도 도시개발사업에의 참여기회
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도시개발법」의 제정 배경 및 관련 법령의 발전 과정을 주목할 필요
가 있는데, 이는 제1항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조직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수용기법
과 더불어 환지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제3항에서 따로 검토한다.

(5)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
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
장·공동구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
설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정비사업은 지역의 특성 및 기반시설의 노후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사업으로
분류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
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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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
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
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③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
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도시계획사업 외의 주택개발사업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외의 주택개발사업으로는 기성
시가지의 광역적 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재정비촉진
사업, 대규모 택지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공급
을 위한 「주택법」의 주택건설사업 등이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5. 12. 30. 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노후된 기성시가지의 재개발과 신시가지개발과의 불
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가지에 대한 소규모의 단위개발을 지양하고 광역
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체계적 - 계획적 개발로써 기반시설의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택지개발사업은 ‘70 ~ ‘80년대 도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택지의 확
보를 통한 대량 주택공급을 목표로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1980. 12. 30. 제정)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宅難)

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宅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
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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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법」과 구별된다.

사업방식에도 차이

가 있는데, 「도시개발법」은 전면매수ㆍ환지ㆍ혼용방식 중 선택하는 반면 「택지
개발촉진법」은 원칙적으로 전면매수방식, 예외적으로 환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2003. 5. 29. 제정)을 근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
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토록 하고 있다.

(7) 소결

대한민국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따라 민간 참여 범위 및 방식
을 달리 정하고 있다. 가령 상대적으로 사적 성격이 강한 도시정비사업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정비사업조합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도시개발

사업은 사업방식에 따라, 수용방식의 개발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이 실시하며,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 또는 그들이 결성한 도시개발조합
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경우,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공공이 시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

만, 구역 내 토지를 2/3 이상 소유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사업구역에 대한 높
은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관할 관청의 지정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

주체와 방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행이 원칙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대상 토지의 2/3 이상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½ 이상 동의 얻
은 자는 관할관청의 지정을 받아 시행가능
수용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토지면적의 2/3이

도시개발사업

상 소유자, 법정 요건을 갖춘 기업 등 시행 가능
환지방식 : 토지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조합 시행이 원칙. 예외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 신탁회사도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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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시행이 원칙. 단, 일부 사업은 조합이 관할관청, 주택공사
도시정비사업

등과 공동으로 시행 가능
긴급할 필요 등 예외적인 경우, 관할 관청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성격에 따라 방식과 주체가 정리
되거나 계층화되지 않을 경우, 공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구체적인
사업진행 과정에서 사익이 지나치게 반영되는 등의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각국에 도시개발에 관한 독자적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 심화에 따른 유형별 법제 분화를 고려한 상
태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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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법제의 시사점 및 과제
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법제의 시사점

도시계획 법제의 체계 및 주요 내용과 함께 도시계획(개발)사업의 제도적 현
황을 검토하였다.

동남아시아 도시개발법제에 관한 연구에서, 위와 같은 도시계

획수립의 유기적 체계 구성과 기법은 그 자체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본격적
으로 준비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시사점

도출에 있어서, 종적ㆍ횡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의 현행 도시계획법제 및 도시개발법제를 기초로 동남아시아 국가에 제시할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횡적인 측면), 도시발전 및 사회구조 변화과정
에서 대한민국의 도시계획법제의 대응과정에서도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종적인 측면).

본 항에서는 종적인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 아래 나.항 이하에서는 위
논의에 기반하여 현행 도시계획법제 및 도시개발의 구체적인 제도를 기초로 시사
점을 도출한다.

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법제의 전개 과정에서의 시사점

(1) 1960년대 맹아기(1기)에서 정비기(2기)로의 전환과정에서의 시사점

앞서 제2장 나.항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법제의 발전과정을 4기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제1기에서 제2기로의 전환은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의 6ㆍ

15 동란 및 5ㆍ16군사정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도시계획의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제 전환 과정은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조선시가지계획령으로 대표되는 제1기는 공업용지조성을 위한 토지수용을 가
능하게 하는 등 시가지와 공업지대의 유기적 연결을 도모하는 등 근대적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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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소개하고, 1962년 이후 도시계획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잡는 기초를 마련하
는 의미를 가졌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도시계획적인 사항과 건설적인 사

항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국토 전반에 적용되는 규범이라기 보다는 특별도시계획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14

명칭 그대로 도시계획을 '시가지'라는 공간적 관점

에서 접근하였고 국토전반이 아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건설법제 위주의 부분적이고 비체계적인 도시계획법에서 보다 합리적이
고 광범위한 도시계획에 관한 법 제정을 모색하게 되었다.

1962년 도시계획법을

제정하고, 1967년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과적
으로 집행하기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게 되었다.15

1962년 도시계획법 및 1967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제정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
발 정책을 선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가령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대도시

인구분산을 위한 위성도시건설 및 고속도로 등 도로교통시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
되었다.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이 도시전반에 대하여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 정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도시계획의 방향을 선언하고 발전방향을 제
시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1962년 도시계획법 시행 시부터 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
을 인정하였고, 지방행정청에도 그 권한을 배분하였다.

도시계획의 확산 및 도시

개발의 초기 과정에서는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고 지방행정청도 상위 도시계획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계획법제 발전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
의 경우,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이 전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도시계획의

14

김의원, 「한국국토개발사연구」, 대학도서(1982), 633쪽 참조

15

박정희ㆍ이병열, 「우리나라 도시계회법의 변천을 통해 본 도시계획사조」, 국토계획 제22권
제3호(1987. 11), 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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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과 도시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단계에서 행정청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도시개발 상황에 따라 도시계획법제와 도시개발법제의 체계적 분화 방안
을 검토할 수 있다.

도시계획법은 제정 이후 약 10여년간 기본틀을 유지하다가 1971년 전면개정
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은 급격한 도시팽창과 경제 및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
라 개발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고 난개발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용도지역제를 세분하고, 토지이용규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16

대한

민국의 경우, 한번 진행된 난개발을 완화하기 위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
되었고, 부족한 공공시설은 도시개발 진행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반성적으로 고려하여, 동남아시아 도시계획법제 초기 단계에서 적절
한 용도지역 구분 및 토지이용규제의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본 항에서는 이와 같은 원칙적인 필요성을 언급하고, 세부적인 토지이용규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항을 나누어 검토한다.

(2) 제3기(1985~) :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체계의 과학성 강화

1970년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은 정부의 강한 행정력과 더불어 강남개발 및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주도의 개발을 기초로 진행되었
다.

그러나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그 동안의 경제개발 성과로 인하여 축적된

민간 부문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폐해를

박기 위한 강한 토지이용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규모의 성장으로 인

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도시계획체
계의 과학성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었다.

그런데 1985년 이후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

16

조재성, 「도시계획법 개정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고찰」, 국토(1996), 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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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개발이익징수에 관한 법률」과 같은 강력한 토지이용규제 제도는 저달러ㆍ
저유가ㆍ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현상에 기초한 경제 호황에 기초하였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군사정권의 강한 행정력과 더불어 경제 호황으로 인하여 강력한 토지
이용규제가 합리화되는 면이 있었고, 위 법률들은 지나치게 재산권을 제약한 것으
로서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개발도상국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동남아시아 각 국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수준의 강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거나 도시개
발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제도들의 입법취지는 고

려하되 각 국가별 현황에 비추어 개별 제도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1980년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주민참여
제도화 등이 도입된 것은 법제 정비전략 제안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 - 도시(재정비)계획 - 집행계획'의 수립으로 계획의
종합성, 과정성, 집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과거에는 단일한 도시

계획결정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개정을 통하여 2층제 계획체계로 변경된 것으
로 요약할 수 있는데,17 '계획'으로서 도시의 장래상을 나타내는 비구속적ㆍ추상적
성격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도시(재정비)계획에서 구속적ㆍ
구체적인 '규제'와 '사업'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계획구조는 '목적'과 '수단'

의 관계가 성립됨으로써, 계획과 규제의 2층제 구조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계획체계의 과학성 강화 과정은 동남아시아 도시계획법제 정비전
략에서 시사점이 될 것이다.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도시계획이 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도시계획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제4기(2000~) : 국토계획법의 제정과 시사점

17

조재성, 「도시계획법 개정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고찰」, 국토(1996), 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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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은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점
에서 대한민국 도시계획법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난개발 방지라는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난개발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다.

주요한 것으

로는 ① 용도지역제의 개편인바, 전국토를 종전의 5개 용도지역(도시․준도시․농림
․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4개 용도지역(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으로 축소하고, 종전에 난개발 문제가 제기 되었던 준농림지역이 편입되는 관리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도록 한 점
(동법 제6조 및 제36조) ② 종전에는 도시계획 기법의 적용제외 대상이었던 비도
시지역에도 도시계획 기법을 도입케 하여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구
축함으로써 도시계획 기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한 점 (동법 제18조 및 제24조) ③
대상지역을 전국토로 확대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행위허가제도를 확대한 점(동법 제56조
및 제59조), ④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로서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
하여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게 한
점(동법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⑤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동법 제66조), 기반
시설부담구역제도(동법 제67조 내지 제75조) 등 기반시설연동제의 도입 등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과거 국토계획법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여 주
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은
비도시지역에 있어서도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하게 되어,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
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일련의 계획적 구체화과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18

이와 같은 평가와 함께 대한민국 현행 도시계획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전체 도시계획법제를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가지
축으로 재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국토 또는 지역계획의 수립부분과 그 개발사업에
18

마상열, 최근의 국토계획법 개정과 도시기본계획, 경남발전 논문집 제93호(2008), 9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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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부분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19
법제의 물리적 통합을 중심으로 개편이 진행되어 각종 계획 및 개발사업들 간의
내용적 또는 지역적 중첩 내지 상충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국토계획법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단순ㆍ명료한 법제로 개선하고 잦은 개정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국토계획법제는 중요한 재산권인 토지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법체계 및 법내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제는 실무적으로 오랜 기간 실무를 경험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담당 공무원 기타 소수의 법률전문가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고, 수시로 개정되어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소수의 전문가
아니면 제대로 파악하기도 조차 힘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20

국토계획법제는 국토전체의 토지이용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하는 특수한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특
성이 있는데, 이를 특별법 제정 내지 법률 개정으로 해결할 경우 지나치게 법제가
복잡한 구조를 취하게 되며 수범자인 국민이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3항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도, 개별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등이 제정되고 있는 흐름이 있고, 이를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법제를 통합하는 방향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도시계획구조를 단순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개정방향도 제시된다.

구체적으로 도종합계획은 삭제하고 시군종합계획을

도시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계획의 이원체계를 확립한 다
음, 도시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계획법에 맡기는 것이 보다 체계적인 토지계

19

20

오용식, 「지역개발특별법제의 토지공법적 검토-국토계획 및 개발법제의 관계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37집 제2호(2007. 8.), 91쪽 참조
김희곤, 「국토계획법제에 대한 평가」, 토지공법연구 제52집(2011. 2.), 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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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다. 21

도종합계획을 삭제함으로써 체계를 단순화시키고,

도종합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시계획으로 포섭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단일국가이

기 때문에 국토계획의 개념이 필요하나 세계화 시대와 지방화 시대라고 하는 시대
조류를 반영한다면 국토계획의 주도권이 국가로부터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세계적인 흐름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대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동남아시아의 도시계획 법제 형
성 단계가 초기 단계일 경우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실천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위와 같은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토계획법제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 및 시사점과 더불어, 동남아시아
도시계획법제의 정비방안에서 고려할 수 있는 현행 국토계획법제의 개별 제도들
을 항을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다.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1) 개념 및 배경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방식에는 수용 및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으며, 환
지 방식은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제도를 계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지

방식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였던 토지 소유권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의 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의 새로이 조성
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 절차에 따라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이 진
행되었고, 1970년대 강남개발은 환지방식에 따라 진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표
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에서 수용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세가 이전하고 있다.
21

민간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수용

이광윤, 「국토계획법체계의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제18권 제3호(2006), 2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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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선호되지만, 여전히 민간주도의 사업방식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는 수용방식보다는 환지방식이 선호되는 추세이다.

(2) 환지방식의 구조와 특징

환지(換地)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2

환지방식은 사업시행 전 소유

권을 사업 완료 후의 소유권으로 교환ㆍ변경하는 방식으로서, 이 방식에 의할 경
우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갈음
하여 새로운 환지(토지)를 교부하고, 그 과부족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게 된다.

환지방식은 기존 토지소유권의 변형 정도가 크지 않고, 개발에 필요한 토지
를 전면적으로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도시개발 자금 마련에 유용하다.
이러한 유용성 때문에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주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도시외곽
및 구시가지 개발에 적합한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구 토지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면적에 비하여 축소된 토지
를 환지로서 지급하게 되는데, 위 면적의 차이로 형성된 체비지 등 보류지로 도
시개발사업의 비용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22

전연규ㆍ김종보ㆍ강신은, 「도시개발법과 실무해설」,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2010), 78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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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하여 기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변경이 낮은 형태
로 이루어지는 온건적인 형태의 도시개발 방법이다.

또한 수용방식에 비하여 사

업시행자가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취득할 필요가 없고, 체비
지를 통하여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대부분 충당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필
요한 초기 투입자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증여)의 형식으로 지급 받음으
로써,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토지확보에 용이하다.

또한 환지방식은 도시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을 기존 토지소유자와 공유하는 성
격을 가지고 있다.

기존 토지소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를 개발사업비

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으로 충당하는 대신, 기존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개발완료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된 토지를 환지의 형태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재정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
은 경우, 수용방식에 비하여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의 유용한 기법이 될 수 있다.

환지방식의 경우 주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과 결합되어
진행된다.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사업시행자로서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공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23
23

토지소유자들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후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

56

|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정비전략 |

아 조합을 설립하는데, 주요 설립요건 중 하나는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함께 구역 내 토지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충족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은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
로서의 성격 가지게 된다.

즉, 민간으로 구성된 단체임과 동시에 국가의 감독 하에

도시개발을 위한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성격을 함께 보유하는 것이다.

물론 환지방식에도 단점은 존재한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에서 토지소유자들은
조합을 결성하게 되는데, 도시개발사업 시 조합원 간의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
며, 경험 없는 조합원들이 전문가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
생하여 사업 장기화의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이 시행자

로 지정될 때보다는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 불신임 또는
사업시행 대행자 등에 대한 불신으로 사업시행이 중단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3) 환지방식과 수용방식 절차 비교

수용ㆍ사용방식은 택지 등의 집단조성 및 공급이 필요한 도시개발구역 내 토
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환지방식은 환지

처분을 통하여 사업대상구역 내 구 토지소유권을 일정시점에서 소멸시키면서, 환
지를 받기로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24

수용방식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사업시행자

가 위 조건을 갖추었을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수용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24

사업

가 지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김종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의 실질」, 행정법연구 4호(1999. 4.), 18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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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수용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
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택지 등의 용도

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
고, 이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도시개발법 제26조).

환지방식와 수용방식의 구조와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장점

수용방식

환지방식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기반시설의 확보 지주들이 현물출자하는 방식
가능

사업 전 전체 용지를 매입할

단기간 내 대규모 개발이 가능

저렴한 사업비

토지개발에서

건축까지

필요 없음

일괄시행이 지주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가능
단점

사업 초기 토지 취득을 위한 과다한 공공용지 확보가 최소한으로 한정
재원 확보 부담

지가 상승

수용으로 인한 저가 보상비에 대한 개발이익 사유화
민원 유발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하여 다소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위 절차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환지계획 작성 : 사업시행자는 환지설계, 필지별 환지명세 등을 포함한
환지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위 계획 중 조성될 토지의 공급가격에 대
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 및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도시개
발법 제28조).

특히 사업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체비지, 공공시

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포함한 보류지의 내역도 환지계획에서 정하게
된다(도시개발법 제34조).



환지계획 인가 :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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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환지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도시개발법 제29조).



환지예정지 지정 :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
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시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 뿐이며,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 및 수익은 할 수 없게 된다
(도시개발법 제36조).

종전 토지에 대한 관리권한은 사업시행자에게 이

전되며, 사업행자는 위 권한을 기초로 사업을 진행한다.



환지처분 : 환지방식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한 후 의견을 청취한다.

사업시행자는 관할관청

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환지처분을 하게 되며(도시개발법 제40조), 관할
관청은 준공과정에서 실시계획대로 공사가 적정하게 완료되었는지를 검
사하며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등기촉탁신청 :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관할 등기
소에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게 된다.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 청산금은 환지에 있어서 토지의 이용상황ㆍ환
경ㆍ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불균형이 있을 때 이익이 되는 쪽과
불이익이 되는 쪽의 차액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 후 확

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게 된다.

(4) 본 연구의 시사점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하여 기존 토지소유권의 변형 정도가 크지 않으며,
사업진행과정에서 도시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전면적으로 취득할 필요가 없다
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존 토지소유자 등도 도시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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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는 점에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개

발을 위한 재정이 풍부하지 않거나 민간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도시개발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체계적 도입 및 충분한 준비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기존 토지소유자

등이 결정한 조합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을 시행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와 규제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
자 등의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
부의 관리ㆍ감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개발과정에서 체비지의 비정상적인 매각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제3장 이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동남아시아 주요국가는 도시계획법제 내
에 도시개발 사업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도시개발의 유형에 따른 개별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주체 및 방식에 대한 계열화가 이루어

지기 전 단계로 평가된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유형 및 공익적 성격의 강도에

따라 사업주체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환

지방식의 도시개발의 경우, 행정청의 감독 하에 민간으로 하여금 도시개발계획의 세
부적 수립, 토지소유자의 구체적인 이해관계 조정, 시장 상황을 반영한 건축계획 수
립 업무를 담당하며, 개발대상 지역에 대한 대규모 수용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도
시개발의 구체적 실행을 담당할 행정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도시개발을 위한 재원
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법 중 하나이다.

라. 개발행위허가제 등

(1) 개발행위 허가

국토계획법은 특정개발행위 및 특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제도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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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여 난개발을 막고 있다.

개발행위란 종래 건축허가를 포함하여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 국토계획법에 의해 통제되는 대상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개발

행위허가는 당초 토지형질변경의 내용을 보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국토계획법은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에게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
취,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 토지의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
아야 한다(제56조 제1항).25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개발행위로 환경이 훼손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제63조
제1항).

또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

축과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된다(제64조 제1항).

종래에는 용도지역ㆍ지구제의 요건에만 부합하면 개발을 허용하고, 또 상위
계획에 부합되지도 않고 환경ㆍ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도 법령 위반만 없으면
개발을 허가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허가를 기속재량행위에서
자유재량행위로 전환하였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채취, 토지분할
등으로 허가권자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
계획,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주어진 기간 내에 허가, 불허가,
조건부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26
25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
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6

황한철, 「농촌계획 관점에서 본 국토계획법의 개선방안」 농촌계획 제10권 제2호(2004. 5.), 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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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거래 허가

국토계획법의 주요한 제도 중 하나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
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
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가 있는 것이다(제117조 제1항).

토지거래허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

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도입되었다(제9조).27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
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나 공익사업용 토지확보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
단체, 한국토지공사,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협
의매수하게 하는 토지선매제도 있다(제122조 제1항).

(3) 토지적정성평가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토양ㆍ입지ㆍ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의 적성을 평
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
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로 실시하는 제도로
서,28 국토계획법 제20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29
27

제9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①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또는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기
획재정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지구·지역의 지정 목
적이 없어지거나 그 구역·지구·지역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28

엄정희, 「토지적성평가의 제도도입 배경 및 의의」, 도시문제 제38권(2003. 7.), 12쪽 참조

29

국토계획법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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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으로 구분하고 관리지역의 세분, 용도지역
등의 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
에 개발여부의 결정 등 도시관리계획수립여부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적성평가는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국토계획법은 계획
체계를 일원화하여 그 체계 안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 국토이용체계
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종전까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개별법에 의한 사업이 상위계획과 부합되지 않게 시
행됨에 따라 난개발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토계획법은 계획체계를 일

원화하여 전 국토를 행정구역단위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
써, 종래 이원적으로 운영된 국토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종래 국토 난개발의 온상지는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었는데, 국토계획법
은 용도지역을 개편하여 두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다시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종전까지는 토지의 이
용 현황과 물리적 특성, 주민요구 등을 위주로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
고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이에 따라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난개발을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하여 토지의 환경성, 농업적합성, 도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토지적
성평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 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
한 평가(이하 “토지적
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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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연구의 시사점

개발행위 허가 및 토지거래 허가는 국토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청의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중요한 규제수단에 해당한다.

개발행위 허가제는 토지 및 건

축물 개발행위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위 수단을 통하여 도시계획이 목적으로 하
는 특정 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적정한 실현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토지거래 허가제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앙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 사이의 토지거래에 대하

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로서 재산권의 처분 및 이전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이는 급격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제도들은 도시계획의 적극적인 실현을 통하여 원활한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법제 검토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마.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제한을 가하여 보전하는
도시주변의 토지”로서, 30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
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안보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시계획 결정으로 지정하는 도시
주변의 토지”로 정의되고 있다.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를 본받은 것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국가 보안상의 목적 등으로 일정
한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다. 1971년 최초 지정된 이후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권역에 국토의 5.4%에 달하는 면적인 5,397㎢가 지정되었다.

30

김선희, 「개발제한구역 설치배경과 변천」, 도시문제 제43권(2008), 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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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도시계획법」에 1개의 조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31 헌법재판소
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1호로 「개발제한구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위 법은 구 도시계획법 제21조

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사항을 반영하여, 구역지정으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국가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수청구권 제도와 구역을 훼손하는 행위의 경우
허가시 구역내외 지가 차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세입은 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구역훼손부담금(현재의 보전부
담금) 제도를 도입했다.32

2008년에는 도시용지 공급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을 늘려주는 정
책이 실시되었는데, 존치되는지역은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었
다.

구체적으로 ① 보전부담금을 대폭 강화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를 폐지하고, 부과 대상도 당초 형질변경 면적에서 건축물 바닥면적도 추가했으
며, ②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고, ③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되는 지역을 개발할 때 해제면적의 10~20% 상당의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를 복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훼손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해제면적 공시지가
의 10%를 보전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을 기존 대
지 안에서 증축할 때 보전부담금을 50% 경감하였고, 해제 대상지역을 개발할 때

31

제21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
(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저에 위배되는 건
추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32

김정희,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운영 방향」, 도시문제 545호(2014), 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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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매수 개발 방식 외에 일부 환지방식으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

역을 해제할 때 원칙적으로 20만㎡ 이상 규모로 정형화하도록 한 요건을 여가 복
지시설 등 공익시설 설치 시 필요한 경우 그 이하로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지정 목적에 따른 순기능과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같은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제도이며, 현재까지도 보전론, 해제론, 조정론과 같
이 정책방향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33

바. 주민참여

국토계획에 민간을 참여시키는 이유는 공공성 확보, 공익과 사익의 조화, 갈
등해소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34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게 도시기본계획을 수

립하거나(제19조 제2항),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은 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갈등을 사전
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제14조, 제20조, 제28조35).
33

권용우ㆍ박지희,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변천단계에 관한 연구」, 370쪽, 국토지리학회지 제
46권 3호; 보전론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므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녹지를 확보하여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이
다. 해제론은 지정절차의 비민주성, 주민의 생활이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행위제한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이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존치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조정관리론은 개발제한구역의 존치이유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하나,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ㆍ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4

이동수,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민간참여」,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1호(2012), 185쪽 참조

35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
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
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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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은 주민 및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유형으로 ① 공청회
의 개최, ② 주민의 의견청취, ② 개발행위의 허가, ③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④ 청문 및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의견청취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
시하고 이를 행정청이 듣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제7호).

현행 법에서는 민간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계획수립권 중에서 광역도시계
획ㆍ도시기본계획이 아닌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권을 일부 부여하고 있는데, 참여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직접 도시계획수립에 관한 참여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36

사. 도시개발사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도시재생

(1) 도시재생의 개념

도시재생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다

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
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6

이동수, 앞의 논문, 199쪽 참조

67

|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정비전략 |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37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일반적으로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다시 불어
넣어 되살리는 것, 즉 도시기능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를 의미하며, 기성시
가지의 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해결하려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다.

따

라서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일차원적인 도시정비(urban
renewal)보다 한 차원 발전된 개념이며, 도시재생의 개념에 도시정비의 개념
이 포함되는 것"

또한 "도심부와 구시가지 등 낙후된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ㆍ
사회ㆍ문화적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거나, 38 "도시를 에워싼 사회경제
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면서 지구화시대 도시경쟁력을 새롭게 창출하기 위
해 도시의 경제ㆍ사회ㆍ환경 전반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
고 정의하기도 한다.39

2013년 6월 4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
시재생법')은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
화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 및

지역개발로써의 물리적 개발중심사고에서 탈피하여 사회ㆍ문화ㆍ경제 등 비물리
적 개발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접근방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패러다임 변화 요인

37

국토해양부 , 「도시재생 법제개편 및 활성화방안연구」(2011), 3쪽 참조

38

양재섭ㆍ장남종,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동향과 과제」, 국토 제305호(2009), 15쪽 참조

39

조명래, "지구화시대 경제사회의 변화와 도시재생의 주요성, 국토 통권 205호(2007),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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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의 쇠퇴로 인한 도시기능 저하 문제는 도시개발을 고도로 진행하였던
국가들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시쇠퇴의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노후 주

택의 증가, 신규주택 공급 부족,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증가와 인구감소ㆍ인구
유출 등이며, 간접적인 요인으로서는 주변 대도시 흡수와 일자리 감소ㆍ산업기반
약화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40

이러한 요인들은 수도권에 비하여 지방 중소도시

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내의 비도심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도 위
와 같은 요인이 발견되고 있다.

국토개발 과정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중심의 개발은 지방도시로부터
대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수반하게 되며, 지방도시는 인구감소현상과 함께 가용노
동력의 외부 유출로 인한 고령화를 겪게 된다.

이로 인한 도심의 노령인구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점도 도심기능 저하의 요소가 된다.41

또한 도시외곽의 신도시 건설 등 도시개발사업도 도심기능 약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령, 지방 대도시 뿐만 아니라, 문경시, 논산시 등 지방 소도시의 경우,

도시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도시외곽으로 행정청을 이전하고 신시가지를 개발
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지방도시의 도심은 도시 외곽에 비하여 토지의 가격
이 높고,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도심의 재개발에 비하여 도시 외
곽의 신시가지 조성이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측면이 있다.
도시 외곽의 신시가지 조성은 도심 기능의 약화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낳고,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구도심의 슬럼화 현상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 및 고

속도로 등 새로운 육상교통망의 형성 및 통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도시의
도심 구조조정이 지연된 점도 도시 쇠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면적 철거 및 재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약화도 도

40

도시재생사업단, 지방도시재생정책과 추진계획 연구(2010), 17쪽

41

계기석ㆍ김형진, 지방대도시 도심의 기능활성화와 쾌적성제고 방안,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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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개발 패러다임 전환의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개발사
업은 전면개발에 의한 물리적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어 물리적 환경개선에는 기여
한 바 있다고는 하나42 지역커뮤니티의 붕괴, 원주민 재정착의 어려움, 원주민과 세
입자간의 이해차이로 인한 갈등, 대규모 사업부지 내의 도로, 공원 등의 사유화 문
제, 기존 도시조직의 파괴와 장소성 상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43 급격한 경
제개발을 위한 전면적 철거 재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바 있는데, 이러한 시장 위주의 물리적 도시정비방식으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
선이 불가능하고 지방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44

특히 고도성장기를

경과함에 따라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 일부 지역에서도 사업성이 낮아 공공의 지원
이 없이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
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개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 변화 요인에 따라 특히 지방도시 차원의 도
시 정체성ㆍ역사성을 고려한 재생 추진의 필요성, 통합적이며 연계적 지방도시 재생
사업의 발굴, 배후지와 연계한 도시재생 추진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45

(3)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체 인구의 91퍼센트와 각종 산업기반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의 주거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는 것이 국가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의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수불
가결 한 과제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도시개발 관련 제도

42

배웅규 외 6,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과제,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343호(2008), 19쪽

43

배웅규 외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정비사업 등의 도입과 과제, 대한
국토 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366호(2012), 5쪽

44

박규환, 도시서민 주거재생 공공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제75회 학술
대회 자료집(2011), 64쪽

45

도시재생사업단, 지방도시재생정책과 추진계획 연구, 2010,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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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각종 물리적ㆍ비물리적 사업을 시민의 관심과 의견
을 반영하여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물리적ㆍ비물리적 지원을 통해 민간과 정부의 관련 사업들이 실질적인 도시재생
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속적 경제

성장 및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도시문화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된다(제4조).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
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제7조).

시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
며,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1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반시

설의 설치ㆍ정비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
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27조).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및 높이 제한 등의 건축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제
3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33조).

(4) 본 연구의 시사점

도심지역 쇠퇴 문제를 먼저 경험한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도시재생에 관한
선도적인 연구 및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도시재생법이 2013년 제정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위 국가들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ㆍ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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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제 등 비물리적 개발과의 결합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에 있어서 프로그램
이나 교육 및 참여 등의 기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은 선도적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된 국가에서 먼저 필요성이 대두되고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에게는 중요한 쟁점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전반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상

황에서 구도심 등에 대한 도시재생은 현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

리적 개발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진행한 국가들에게서 발생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 문제는 충분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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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베트남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법제의 현황
1.

개괄
베트남은 2009년 6월 17일 도시계획법(LAW ON URBAN PLANNING)을 제정

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유사한 시기에 베트남은 도시개발

등에 대한 책임기관으로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산하에 도시개발국을 신
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도시계획법은 총 6개의 장과 7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시계획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베

트남에서 도시개발은 구체적인 투자프로젝트 개념으로 진행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투자관리에 관한 시행령(DECREE ON INVESTMENT MANAGEMENT OF
URBAN DEVELOPMENT)46 및 동 시행령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JOINT CIRCULAR
GUIDING A NUMBER OF CONTENTS OF GOVERNMENT’S DECREE ON
MANAGEMENT OF URBAN DEVELOPMENT INVESTMENT)이 적용된다.

그 외 베트남에는 토지법(LAND LAW) 및 그 시행령이 토지수용에 대해 규정
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법(LAW ON
ENVIRONMENT

PROTECTION),

나무관리에

관한

시행령(DECREE

ON

MANAGEMENT OF URBAN GREEN TREES), 배수 및 폐수처리에 관한 시행령
(DECREE ON THE DRAINAGE AND TREATMENT OF WASTEWATER) 등이 존재한다.

46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령은 하나의 법률에 부수하여 존재하지만(예를 들면 상법 시행령은 상법
이라는 개별 법에 부수하여 존재하는 것임), 베트남의 시행령은 하나의 법률이 아닌 다수 법률
에 부수하여 존재할 수 있다. 언급한 도시개발 투자관리에 관한 시행령의 경우 정부조직법, 건
설법, 부동산사업법, 도시계획법에 부수하여 존재하는 시행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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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검토, 평가, 승인, 조정 등 관련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이행을 구성하고 승인된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을 관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가. 도시계획의 개념 및 수립절차 개괄

(1) 도시계획(Urban Planning)

도시계획(Urban Planning)이란 ‘도심지(Urban center)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적
절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공간, 건축물, 도시풍경, 기술ㆍ사회적 인프라
시스템, 주거의 조직’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 ‘도심지’는 위치, 기능, 구조,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 인구밀도, 비농업인구, 기반시설 수준 등에 따라 총
6개의 등급(grade I, II, III, IV, V and special grade)으로 구분된다.

도시계획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중앙집권 도시(Centrally run cities), 성급도시(Provincial
일반계획

Cities) 등을 위한 계획. 도심지가 사회경제적 발전, 안

(General Planning)

보,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공간,
기술ㆍ사회적 인프라 시스템, 주거의 조직

지역계획
(Zoning Planning)

도시 내의 특정 지역을 위한 계획.

일반계획을 구체화

시키기 위한 도시부지사용기준, 사회적, 기술적 인프라
시설 네트워크 등의 결정
특정 지역에서 도시개발, 건설투자요구사항 등을 충족시

상세계획

키기 위한 계획. 일반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구체화시키

(Detailed Planning)

기 위한 개별 부지의 건축물, 경관의 관리 기준 설정,
사회적, 기술적 인프라시설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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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도시계획을 규모 내지 범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
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토계획법이 도시계획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베트남 도시계획법은 위와 같은 3가지 유형 외에도 기술적 인프라 계획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ning)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기술적 인프라 계획은 일

반계획, 지역계획 또는 상세계획의 일부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앙집권 도시
(Centrally run cities)의 경우 기술적 인프라계획이 별도로 제정되며 이를 특수 기술
적 인프라 계획(specialized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ning)이라고 한다.

기술적 인프

라 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시행된다.



도심 운송(Urban transport)



도심고도 및 지표수 배수(Urban base heights and surface water drainage)



도심 물공급(Urban water supply)



도심 폐수처리(Urban wastewater drainage)



에너지 공급 및 조명(Energy supply and urban lighting)



정보 및 의사소통(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수립된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유사하지만(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베트남은 기
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Urban Plan

베트남의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Urban Planning)과 별도로 Urban Plan이라는 개
념을 도입하고 있다. Urban Plan이란 도시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서류로 설계서, 목
업모형, 도시계획에 따른 설명 및 규제 관리 등을 의미한다(제3조 제5항).

75

|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정비전략 |

Urban Plan 역시 계층적으로 general plan, zoning plan, detailed plan, specialized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으로 구분된다.

(3) 도시계획 수립절차 개괄

도시계획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립된다(제7조).



1단계: 도시계획의 구체화(Elaboration of urban planning tasks)



2단계: 도시계획의 평가 및 승인(Evaluation and approval of urban planning
tasks)



3단계: Urban Plan의 제정(Formulation of urban plans)



4단계: Urban Plan의 평가 및 승인(Evaluation and approval of urban plans)

나. 도시계획의 수립 주체 및 책임기관

(1) 수립주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수립기관(Urban planning consultancy organizations)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수립기관은 지명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제
11조 제1항).

도시계획수립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10조 제1

항 및 제2항).



적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해야 하고, 도시계획에 참여한 개인과
관련하여 참여 인력 수, 참여 인력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도시계획에 참여하는 개인은 관련 기관이 발급하는 자격증명을 보유하여
야 함

이와 같이 민간이 도시계획 수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지방지치단체
및 국가만이 도시계획 수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국내와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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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인정하고 있어, 민간 주도의 도시계획
입안을 인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
기관은 건설부장관, 각급 인민위원회 등이다.

(2) 책임기관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기관은 다음과 같다.



중앙집권도시(Centrally run cities), 두 개 이상의 성에 걸친 일반계획, grade III
이상의 도심지와 맞먹는 인구가 예상되는 신도시에 대한 일반계획
☞ 건설부장관(The Ministry of Construction)



그 외: 규모에 따라 각급 인민위원회가 담당

다만, 도시계획인 건설투자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투자 지역
과 관련된 상세계획(Detailed Planning)은 투자자(Investor)가 책임을 부담한다.

다.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1) 의견수렴 절차 책임기관

도시계획 수립 책임기관(건설투자 관련 도시계획의 경우 Investor)은 도시계획
에 대해 각급 기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제20.1조).

(2) 의견수렴절차의 권리 및 의무

베트남 현지기관 및 주민(Domestic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은 도시계획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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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의견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제8조 제1항).

이를 반대해석하면 외국인은 도시계

획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된다.

또한, 특정 도시계획에 관련된

오퍼레이션을 영위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도시계획과 관련된 그들의 오퍼
레이션 관련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제8조 제2항).

도시계획에 대한 책임 기관은 위와 같은 기관 및 개인이 도시계획에 대해 의
견제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제8조 제3항).

수렴된 의견은

취합, 연구, 공표되어야 한다(제8조 제4항).

이와 같은 의견수렴절차는 대한민국의 국토계획법이 도시관리계획을 공고하
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의견수렴 형태 및 시기, 회신의무

도시계획 책임기관은 관련 서류를 보내는 방식, 컨퍼런스(회의)를 개최하는
방식, 워크샵을 개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제21조 제
1항).

주민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은 그들의 대표자를 통한 설문지를 제공하고, 그

대표자가 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제21조 제2항).

지역

계획 및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제21조 제3항).

의견제출 기한은 관련 기관의 경우 15일, 개인 등의 경우 30일이다(제21조 제4항).

관련 기관 및 주민이 도시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도시계획 책임
기관은 그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할 의무가 있다(제21조 제1항).

대한민국 국토계획법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주민제안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의견만을 수렴하는 베트
남보다 좀 더 진일보한 법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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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략적 환경 평가

전략적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는 Urban Plan(general plan,
zoning plan, detailed plan, specialized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의 일부로 포함된다(제
39조 제1항). 전략적 환경평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다(제39조 제2항).



도시환경의 현 상황에 대한 평가; 물, 대기, 생태계, 지질의 상태; 토양오
염; 쓰레기, 폐수 및 소음; 천연자원 활용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환경개발에 대한 예측



환경문제를 해결, 예방, 감소하는 통합 솔루션 및 환경 감시 계획

Urban Plan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환경평가의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
루어 진다(제40조 제1항).

도시계획을 평가하는 기관은 전략적 환경평가의 내용

을 평가함에 있어 주된 책임기관이 되며, 환경 관련 국가기관에게 협조하여야 한
다(제40조 제2항).

마. 도시계획 및 Urban Plan의 승인

베트남 수상(The Prime Minister)은 다음과 같은 도시계획 및 Urban Plan에 대해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중앙집권 도시에 대한 일반계획, grade I 성급 도시에 대한 일반계획, grade
III 이상의 도심지와 맞먹는 인구가 예상되는 신도시에 대한 일반계획,
두 개 이상의 성에 걸친 일반계획



Special grade인 중앙집권 도시에 대한 특수 기술적 인프라 계획



특수한 정치적, 사회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에 대한
일반계획, 지역계획, 상세계획

그 외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각급 인민위원회가 도시계획 및 Urban Pla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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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승인권을 가진다.

바. 도시계획의 수정

도시계획은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발전상황에 즉각적으로 대
응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일반계획 및 지

역계획은 매 5년마다, 상세계획은 매 3년마다 검토된다(제46조 제1항).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자는 각급 인민위원회이며, 그 검토결과는 도시계획을
승인한 기관에 서면으로 보고된다(제46조 제2항 및 제3항).

검토결과를 제공 받

은 도시계획 승인 기관은 도시개발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발전 상황등
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정하게 된다(제46조 제4항).

도시계획의 수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경제적 발전, 국방 및 안보 등 계획에 대한 수정, 상위 도시계획의
수정, 도심지 등의 기능 및 크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의 변경



국가적 중대성을 가진 프로젝트의 발생



도시계획이 실현될 수 없거나, 그것이 실현될 경우 사회경제적 발전, 안
보 및 보안, 복지, 환경, 역사적 유물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도시계획은 이미 승인되어 적법유효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정
되어야 하는 부분에만 국한되어 수정되는 것이 원칙이다(제48조 제1항).

사. 도시계획의 공표

승인된 도시계획은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i) 도시계획 관련 관리 기
관에 영구적인 설계도면, 목업모형의 전시, (ii)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표, (iii)
공표내용에 대한 인쇄물 제공 등의 방식으로 공표되어야 한다(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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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는 내용에는 국가안보 및 비밀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상세한 기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제53조 제2항).

아. 도시계획에 따른 건설행위의 관리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 외에 도시개발에 관한 일반적인 내
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에 따른 건설행위에 대한

일부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건설행위, 건축물의 수선, 개축, 기술ㆍ사회적 인프라, 주택 등에 대해 투자하
는 조직 및 개인은 승인된 도시계획 및 건축법(CONSTRUCTION LAW)을 준수해
야 한다(제69조 제1항).

현존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학적으로 부적절하더라도

도시계획을 준수하고 있다면 현 상태로 존속할 수 있으며, 다만 증, 개축, 수선의
경우에는 관련 법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제69조 제2항).

또한, 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현존 건축물은 위치를 옮겨야 한다(제69조 제3항).

그 외에도 도시계획법은 건설행위 관리에 대한 일반조항(Planning Licenses 등)
을 두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 투자관리에 관한 시
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자.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

전술한 것처럼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은 ‘도심지(Urban center)에 거주하
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공간, 건축물, 도시풍경, 기
술ㆍ사회적 인프라 시스템, 주거의 조직’으로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 환경정비사업 등도 위 도시계획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도시계획법은 정비사업에 관한 별도의 장(Chapter)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 규정 가운데 일부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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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법의 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은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정비사업에 관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도심지의 수선(renovation) 및 재개발(refurbishment)에 관해 계획을 수
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은 균형잡히고 지속적인 도심지 등 발전, 도심

제23조 제4항

지의 특징 보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도심지의 수선(renovation) 및 재개발(refurbishment)에 관해 계획을 수
립하는 경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시토지를 활용하고, 사회ㆍ기

제31조 제1항

술적인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며, 도심지의 정체
성, 공간 등을 보존 촉진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현재 토지 사
용현황, 사회ㆍ기술적 인프라 시설, 사회ㆍ문화적 환경 요소 등을 평
가할 필요가 있다.
제58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도심공간, 건축물,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수선 및 재단장은 권한 있는
관리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건축물의 수선에 투자하는 기관 및 개인은 승인된 도시계획 및 건축
법을 준수해야 한다.
도심지에서 수선 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 토지를 유보해 두어 현장

제73조

의 지역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도시개발 투자관리에 관한 시행령은 도시개발투자 프로
젝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개발투자 프로젝트 중에는 도시개발투자 프로
젝트는 재건축 프로젝트, 재개발 프로젝트, 수선 및 재개발 프로젝트가 있다.

차. 토지 보상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실행에 따라 토지가 수용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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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가지는 자는 토지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2조 제2
항). 그 외에 도시계획법은 토지 보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토지 보상에 대한 내용은 토지법 및 관련 시행령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카. 도시계획 사례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는 베트남 도시계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수도 하노이의 도시계획 사례를 간략히 살펴본다.

1998년 6월 20일 베트남 수상은 수도 하노이의 2020년까지의 일반계획 변경
을 발표한 바 있다(Decision No. 108/1998/QĐ-TTg dated 20 June 1998 on Approval of
adjustment of general planning of Hanoi capital until 2020).

그에 부응하여 베트남 정부

는 하노이의 도시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투자자, 다국적 컨설팅조직 등과 협력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수상은 수도 하노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 차례 관련

계획을 발표하였다.

No.
Decision
1

내용

Decision

118/2003/QD-TTg 하노이 계획 및 건설 위원회(the Steering Committee of

dated 11 June 2003 of the planning and construction)를 설치
Prime Minister
Decision 490/QD-TTg dated - 첨단기술(Hoa Lac, Pho Noi, Dong V 등), 주거개발(An
05 May 2008

Khanh, Me Linh, Van Giang 등)에 집중

Approving the planning on - 도시지역을 홍강(Red River)의 남, 북, 동쪽으로 확장
2
construction of Hanoi capital
region up to 2020, with the
vision toward 2050
Decision 1081/QD-TTg dated - 도시지역을 서, 남, 북(Me Linh, Dong Anh area), 동
3

06 July 2011 – approving the (Gia Lam, Long Bien area)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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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plan

economic

on

socio- - 과학기술(Hoa Lac), 관광(Son Tay, Duong Lam, Ba

development

of Vi…), 보조산업 (Xuan Mai) 관련 도시개발 완료

Hanoi city through 2020, with
orientation towards 2030
Decision 1259/QD-TTg dated - 도시지역을 서, 남, 북(Me Linh, Dong Anh area), 동
26 July 2011, approving the (Gia Lam, Long Bien area)으로 확장
general

planning

on - 5개의 위성도시를 개발: Hoa Lac, Son Tay, Xuan Mai,

4
construction of Hanoi capital Phu Xuyen, Soc Son
up to 2030, with a vision
toward 2050
Decision 996/QD-TTg dated 19 - 2015년까지: 주거프로젝트의 80%까지 복합빌딩, 아
June

2014,

approving

the 파트 건설에 주력

residential housing development - 2020년 및 2030년까지: 주거프로젝트의 90%까지 복
5

program of Hanoi for the period 합빌딩, 아파트 건설에 주력
of

2012-2020,

with

the

orientation toward 2030

타. 보론 - 토지소유권에 관한 사항

베트남 헌법상 베트남 내 모든 토지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며, 사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는 전체 인민을 대리하여 토지 소유권을 통일적으로 관리
(토지 임대, 사용목적 변경, 토지사용료 및 사용권 양도차익의 징수 등)를 수행하
게 된다(헌법 제17조).

토지의 사적 소유를 불허하는 헌법의 원칙은 베트남의 개혁ㆍ개방정책 추진
이후 하위 법령(민법, 토지법 등) 개정으로 상당부분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사실상 토지사용권의 양도, 담보설정, 상속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사실
상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현실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토지사용

권은 여전히 대한민국법상 토지소유권 개념과는 구분되는 것이고, 토지에 권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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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법제 현황은 도시계획 및 개발법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베트남의 도
시계획 및 도시개발법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베트남의 토지소유권 제도에 대
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토지사용권(land use right)’은 토지할당(aloocation), 임대(lease), 기존 토지사용
권자의 토지사용권 인정(recognition) 등의 형태로 부여된다.

외국인(외국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통해서만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당에 의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토지사용권 기간은 원칙적으로 50년이며,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투하
자본 회수가 더딘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예외적으로 70년까지 인정 받을 수 있
다.

내국인의 경우 할당 또는 임대 받은 토지사용권을 제한 없이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인의 경우 토지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한, 베트남 내국인은 기존 토지사용권자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양수할 수 있
으나, 외국인투자법인은 직접 토지사용권을 양수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법인은 기존 토지사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기존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토지
사용권을 반환하면 국가로부터 새로이 토지사용권을 할당 또는 임대받는 방식으
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

3.

도시개발법제
전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에는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도시개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

투자관리에

관한

시행령(DECREE

ON

INVESTMENT MANAGEMENT OF URBAN DEVELOPMENT)(이하 본 항에서 ‘시행
령’이라고 칭함)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시행령을 중심으로 베트남

의 도시개발법제 현황에 대해 간략히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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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개발의 개념, 주체, 절차 개관

전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에서 도시개발은 개별 프로젝트에 의해 이루어 진다.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i) 도시개발지역 지정, (ii) 투자자 선정, (iii) 도시
개발프로젝트 허가(투자자에 대한 투자허가)로 간략히 요약해 볼 수 있다.

시행령은 투자자를 다음과 같이 level 1 투자자 및 secondary 투자자로 구분하
고 있다.

국가에 의해 도시개발투자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자로 선정된 자.
level 1 투자자
secondary 투자자

Level 1 투자자는 국가기관, 사기업 등이 될 수 있음.
토지사용권의 임대, 양도, 이전 등을 통해 투자에 참여하는 자

실질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주도하게 되는 level 1 투자자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과 사기업 모두가 level 1 투자자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베트남에

서는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국가가 투자자가 되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보
다는, 사기업(특히 외국인투자법인)이 level 1 투자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대규모
프로젝트 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나타난다.

나. 도시개발지역(Urban Development Area)

(1) 도시개발지역에 대한 승인 권한

도시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 해당 부지가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도시개발지역을 지정할 권한은 다음과 같이 수상 및 성급 인민위원회(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가 보유한다(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수상은 건설부장관의 평가의견을 청취한 이후 다음과 같은 도시개
수상

발지역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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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urban center)에서 수상이 승인 권한을 가지는 general
planning scheme에 따른 도시개발지역



두 개 이상의 성의 행정구역에 걸친 도시개발지역



Level IV의 인구수를 가진 신도심지를 형성하기 위한 도시개발
지역


성급 인민위원회

국가안보 및 방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도시개발지역

그 외 도시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승인 권한을
보유한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사회경제적발전, 지역의 건설 계획, 일반 도시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수상이 승인권한을 가지는 도시개발지역에 대한 제안 자료를 수상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조).

(2) 이주 대책, 도시개발지역 공포

도시개발지역 제안자료에는 해당 도시개발지역 실행계획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제9조 제3항).

이와 같은 도시개발지역 실행계획에

는 이주계획(relocation and resettlement plan)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한편, 도시개발지역이 승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급 인민위원회는 도시
개발지역 승인 사항과 실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해당

공표에는 투자자가 도시개발지역에 투자할 만한 우호적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시행령 제12조 제1항).

도시개발지역의 공표는 매스미디어 및 기타 방식으로 행

해져야 한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투자자는 이와 같이 공표된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도시개발지역에 투자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시행령 제12조 제3항).

다. 도시개발투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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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투자 프로젝트는 크게 (i)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ii) 재건축 프로젝
트, (iii) 재개발 프로젝트, (iii) 수선 및 재개발 프로젝트, (iv) 복합개발 프로젝트 등
으로 세분화 될 수 있다.

(1) 투자자 관련

①

투자자 요건

국가나 공공기관 뿐만이 아니라 사기업(외국인 포함)도 도시개발투자 프로젝
트의 투자자가 될 수 있다.

투자자가 기업일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기업법(ENTERPRISE LAW)에 따라 해당 사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부동산
법(LAW ON REAL ESTATE BUSINESS)에 따른 적격요건울 갖추어야 함



20헥타르 미만의 부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이
15% 이상, 20헥타르 이상의 부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매니지먼트 스태프,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을 갖추어야 함

뒤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베트남에서는 사기업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투자자’가 되어 이를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위와 같은 투자자 요건 제한
은 당연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제한하

는 규정을 두고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등).

②

level 1 투자자의 의무

Level 1 투자자는 도시개발투자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자로서 여러가지 의무
를 부담한다(시행령 제17조). 그 중에서도 특히 언급할 만한 내용은, level 1 투자
자가 도시개발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인프라(기반시설)에 투자할 의무를 부담

88

|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정비전략 |

한다는 점이다.

기반시설 투자와 관련하여 시행령은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17조 제3항 및 제35조).



기술적 기반시설 및 사회적 기반시설의 건설에 대한 투자의무가 있음.
이와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시스템과 동기
화되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실행 예정 계획과 부합해야 한다.



투자자는 주거가능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사회적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마치 대한민국의 민간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
치단체 등에게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기부채납(무상양도)하는 구조와 유
사하다.

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 부족으로 기

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사업자에게 이를 설치하
게 하는 것이다.

③

투자자 변경

투자자 변경은 기존 투자자가 도시개발투자 프로젝트의 전부를 다른 투자자
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투자자 변경으로 인

해 프로젝트의 목적이 변경되어서는 아니되며, 투자자 변경은 관련 법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9조 제2항).

특히, level 1 투자자의 변경은 관련 국가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시행령 제19조 제3항).

(2) 투자허가

①

투자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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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선정은 (i) 토지사용권의 경매, (ii) 프로젝트 입찰, (iii) 투자자 직접 선
정 등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투자자

선정권한은 성급 인민위원회가 갖는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②

선정된 투자자의 투자허가 제안

어떤 기업이 일단 투자자로 선정이 되면, 해당 투자자는 투자허가 신청을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시행령 제20조 제3항). 이와 같이 준비된 투자허가 신청
을 위한 자료는 일단 성급 인민위원회에게 제출이 된다(시행령 제20조 제3항).

③

투자허가의 승인권자 및 승인기한

앞서 언급한 투자 프로젝트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수상 또는 성급 인민위
원회가 투자허가를 승인하게 된다(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4조).

성급 인민위원회가 건설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투자허가 결정권을 가지는 프
로젝트의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허가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45일 이
내에 투자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성급 인민위원회가

건설부장관과의 협의로 투자허가 결정권을 가지는 프로젝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투자허가가 결정된다(시행령 제27조 제2항).



투자허가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성급 인민위원회는 건설부장
관에게 서면 협의서를 제출



협의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은 성급 인민위원
회에 회신. 건설부장관은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에도 30일 이내에는 회신.



성급 인민위원회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허가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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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이 투자허가 결정권을 가지는 프로젝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투
자허가가 결정된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성급 인민위원회는 수상에게 투자허가 제안 자료를 송부



수상은 투자허가 제안 자료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설부장
관, 기타 관계기관에 서면 협의서를 제출



협의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은 서면으로 된 평
가서를 제출



평가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상은 투자허가 여부를 결정

④

투자허가의 내용

투자허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제30조).

1. 프로젝트명 및 투자자명

2. 프로젝트의 위치, 경계

3. 프로젝트의 목적

4. 투자형태

5. 프로젝트 사전 내용

6. 예상 총 투자

7. 투자액

8. 기대되는 투자실행에 대한 일정

9. 토지사용권한의 할당, 임대, 이전

10. 임대주택 등을 위한 부지

11. 기반시설이 국가에 이전된다는 내용

12. 건설관리, 운영, 판매 등에 관련된 당사
자를 위한 조항

13.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14.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투자자의 의무
사항

15.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

‘투자허가’라는 문언에서 알 수 있듯이, 베트남에서의 도시개발은 ‘투자’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주로 외국자본의 투자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도시

개발과 투자의 연관성으로 인해, 도시개발을 위한 투자허가 항목에는 ‘투자액’,
‘투자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는 점이 대한민국의 도시개발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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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국가 전반적으로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될때까지 계
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도시개발의 방식

(1) 토지확보의 방식

도시개발에 있어서 핵심은 토지확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베트남의

도시개발에서도 다르지 않는데, 국내와 다른 점이라면 베트남은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사용권 확보가 도시개발의 핵심이 된다는 점이다.

베트남에서 투자자가 개발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은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
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투자자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시

행령은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적정한 방식으로 기반시설투자를 해야 하며, 그
방식의 하나로 BT(Business Transfer)를 들고 있다(시행령 제35조 제3항).

시행령은 투자자가 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게 이전하면(Business Transfer),
그 이후 투자자가 토지를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그 동안 베트남에서 진행된 투자실무를 보면 베트남 정부는 투자자로부터 기
반시설을 이전 받아 그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에게 토지사용권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BT 방식의 토지사용권 확보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CT&D Company는 총 길이 17.8킬로미터, 폭 120미터에 달하는 도로, 기
Phu My Hung 개

타 전기, 수도 시설등을 건설하여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기부채납함.

발 사례

그에 대한 대가로 호치민시는 CT&D Company를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
자로 지정하고, 토지사용권을 부여

Thu Thiem 개
발 사례

Dai Quang Minh Real Estate Corporation은 4개의 주요도로, 2개의 다리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함. 그에 대한 대가로 Dai Quang Minh Real Estate
Corporation는 Sala Project에 대한 투자자가 되어 토지사용권을 부여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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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베트남에는 위와 같은 BT방식 외에 다른 방식의 토지사용권확보 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롯데그룹 컨소시엄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2,000 billion VND을

예치(deposit)하였고,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예치금은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대출금의 상환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예치금의 성격(자금대여인지, 반

환이 가능한지 등)을 포함하여 롯데그룹 컨소시엄과 호치민시간의 구체적 약정 내
용은 밝혀진바 없다.

다만, 예치금 방식에 대해 베트남 투자부(the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가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예치금 방식에 의한
토지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토지확보에 대한 보상

베트남에서 토지확보에 대한 보상은 수용방식만이 인정이 되고, 환지 방식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
가 모두 활용되고 있다.

수용방식의 경우 금전보상 방식 및 이주방식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전술한 Phu My Hung 개발 사례 및 Thu

Thiem 개발 사례에서 금전보상 및 이주방식이 모두 사용되었다.

마. 도시개발에 대한 환경법적 규제

환경보호법(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은 주기지역 프로젝트
에 관련된 투자자는 환경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제80조 제5항).

환경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데 대

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urban green tree 투자 및 개발계획은 토지이용계획, 도시
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DECREE
ON MANAGEMENT OF
URBAN GREEN TREES



urban green tree 계획은 도시계획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한지역에 허가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urban green tree를
허가 없이 제거(가지 제거 포함)하는 행위, urban green tree에
해를 끼치는 행위(못박기, 쓰레기 투여 등) 등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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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계획은 도시계획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만, 중앙집권
도시의 경우 배수계획은 별도의 프로젝트를 구성한다


DECREE
ON THE DRAINAGE AND

배수시설 설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토지대여, 국가보조
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TREATMENT OF

하수처리시스템은 배수시스템과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
성하여야 하며, 향후 배수시스템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WASTEWATER

설치되어야 한다


수요자가 배수관련 규제를 위반하면, 배수시스템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

4.

도시계획법제와 도시개발법제 평가 및 정비방향
가.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제의 평가 및 방향

베트남은 2009년에 이미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최근 2년
간 토지법(2013년 개정, 2014년 7월 발효), 건설법(2014년 개정, 2015년 1월 발효),
주택법(2014년 개정, 2015년 7월 발효), 부동산사업법(2014년 개정, 2015년 7월 발
효)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등 도시계획, 부동산 개발에 관한 법제수준이 동남아시
아 어느 국가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은 이미 1998년부터 체계적인 도시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최근 2009년에는 총리가 2025년까지의 도시체계 마스트플랜의 수정
과 2050년까지의 비전을 승인하는 등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도도 높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베트남은 외국자본과의 협조 등을 통하여 이미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

젝트(Phu My Hung, Linh Dam 등)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사례
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

다만, 베트남은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 법을 가지지 않고, 다른 법률의 시행령
등에 이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 도시정비, 산업단지 등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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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 채 관련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는 정도의 수
준이다.

또한, 베트남은 투자자(즉, 민간) 중심의 도시계획 및 개발 법제를 채택

하고 있는 바, 이는 점차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도시계획 및 개발 법제로 변
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의 경우 대한민국의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제도의 도입 보다는, 법체계적인 정비 위주의 정비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나. 국토계획에 관한 기본 법제 제정 및 국토계획법 일부 조항 도입

도시계획은 그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국토계획을 전제로 한다.

베트남의 경

우 국토계획에 관한 기본법률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따라서 전 국토를 아우
르는 국토계획에 관한 법제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민국의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 기본 법률의
도입을 고려할만하다.

국토계획에 대한 기본 법제가 없을 경우, 잦은 제도 수정에

의해 하위 도시계획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기본법제의 도입은 필
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도시계획 중 일반계획은 성급

이상 도시 2개에 걸친 광역계획을 인정하고 있고, 베트남은 1998년부터 총리가 도
시체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베트남도 어느 정
도는 국토에 관한 기본 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에 관

한 기본 법제 도입시 이러한 베트남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베트남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법제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는데, 국토계획법 중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예를 들면
앞서 II.3.에서 설명한 토지거래허가제도 47 의 도입도 고려할만하다.
47

전술한 바와

국토계획법 제118조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
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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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외국인의 경우 토지사용권 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제
는 내국인의 경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외 국토계획법 중 용도지역(도시․관

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구분 및 관리,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내용, 「개발제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발제한구역 제도도 난개발 방지
를 위해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있을 것이다.

한편,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여 주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어온 과거 국토계획법과 달리 현행의 국토계획법은 비도시지역
에 있어서도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하게 되어,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도종합
계획-시군종합계획(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일련의 계획적 구체화과정에 크게 기여
하고 있으므로, 베트남에서도 도시 외 지역을 아우르는 국토계획법제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투자자(즉, 민간) 중심의 도시계획 및 개발 법제
는 점차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도시계획 및 개발 법제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도시계획 및 개발 법제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도시개발, 도시정비, 산업단지에 관한 개별법률 제정

(1) 도시개발 기본 법제

전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에는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도시개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 투자관리에 관한 시행령을 두고 있을 뿐이다.

법

이 아닌 시행령으로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경우 그에 대한 변경 가능성
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고, 해당 시행령과 다른 법률 규정이 충돌될 경우 법률

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
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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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우선하게 되어 도시개발의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 법률의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2) 도시정비에 관한 기본 법제

베트남은 대한민국의 1970년와 같이 산업화와 도시와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상
황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은 도시계획법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일부 내용

을 언급하고 있으며, 도시개발 투자관리에 관한 시행령에서 도시개발투자 프로젝
재건축 프로젝트, 재개발 프로젝트, 수선 및 재개발 프로젝트를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법제화 된 상황은 아니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각 사업간 상호 연계성이 부
족해 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추진되어 도시교통이나 미관 등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은 대한민국의 사례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같은 도시정비에 관한 법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도시개발 법제와 도시정비 법제

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률로 통일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연혁적으로 도시개발과 도시정비를 법률상 구분하였으나, 이러한 구
분이 법률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고, 베트남의 법률체계상 통일적 법률
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산업단지에 관한 기본 법제

베트남은 현재 과거 대한민국의 개발시기에도 그랬듯이 산업단지에 대한 수
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비해 베트남은 토지법에서 공단

에 대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산업단지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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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이하 ‘산업집적화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입지법’)
을 두고 있다.

산업집적화법은 공장의 등록 및 공장용지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

정하고, 산업입지법은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베트

남에서 도입을 고려할만한 법률은 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산업입지법이다.

산

업입지법은 민간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제16조
제1항), 이는 민간 투자자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주로 수행하는 베트남의 현실에도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업집적법에는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기부에 관한 조항(산집법
제33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을 비롯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조항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들을 포괄하는 통합 산업입지에 관
한 법률의 도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대상지역 토지소유자 집단에 의한 도시개발 기법의 도입

베트남에서는 현재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서 수용방식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환지 방식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겠다.

알려진 바와 같이 환지방식의 경우 사업

시행자가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취득할 필요가 없고, 체비지
를 통하여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대부분 충당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필요
한 초기 투입자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베트남에서는 정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정부주도의 도시개발 사례가 부족한데, 장기적으로는 정부주도 개
발이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정부주도 개발을 위한 환지
방식 도입을 고려할만 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은 “토지사용권의 임대, 양도, 이전 등을 통해 투자에
참여하는 자”라는 “secondary 투자자”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데, “secondary 투자자” 개
념을 좀더 보완, 구체화 하여 조합&환지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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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합&환지 방식의 도입을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베트남의 특수성 하에서 어떻게 조합&환지 방식을 도입할 지에 대한 연구가 선
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할당과 임대차의 차이, 토지사용권에 있어서의 내국인

과 외국인의 차이, 토지사용권에는 기한 제한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합&
환지 방식의 도입가능 여부, 도입한다면 어떻게 이를 변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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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도네시아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법제의 현황
1.

개괄
인도네시아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은 SPATIAL

SPACE(Law No. 26 of 2007, 공간계획법),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SYSTEM(Law No. 25 of 2014, 국가개발계획법)이다. 도시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LAND

PROCUREMENT

FOR

PUBLIC

UTILITIES

CONSTRUCTION(Law No. 2 of 2012, 토지수용법)이 제정되어 있다.

공간계획법은 제목처럼 “SPATIAL SPACE”에 관한 내용(주체, 개발, 실행, 통지
등)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SPATIAL SPACE”는 “the system of the spatial space planning
process, utilization of space, and utilization space control”이라고 정의되는데(Art 1. 5), 도시
계획에 관한 기초 단위로서 대한민국 법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구단위(地區單位)”
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두 법은 모두 일정한 “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공간계획법은 토지
를 그 물리적ㆍ사회적 성격의 관점에서 “공간”으로 해석함을 전제로, 그와 같은 공
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계획을 담고 있다.

반면 국가개

발계획법은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국토를 바라보고 있다.

“계획”이라는 공통분모는 가지고 있지만, 두 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같
은 목표를 위해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간계획법은 주로 계획의 주체, 실행

및 통제와 같은 다루고 있는데, 국가개발계획법은 개발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
고 있지는 않고, 계획을 기간[장기(Long-Term), 중기(Medium-Term), 단기(annual)]과 실
행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서 계획의 기본 방향과 기한 등을 다루고 있다.

토지수용법은 도시 개발의 근간이 되는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
지를 수용하는 절차와 권한에 관한 법률이고, 시행령에 해당하는 대통령령 No. 71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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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 존재한다. 토지 수용 절차와 보상에 대해서는 위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으
며, 토지 수용의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토지 수용 및 시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토지
청(BNP)규정(No.5 of 2012)이 있다.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법률로

HIGH-RISE FLATS(Law No. 20 of 2011, 아

파트법)이 있으며, 위 법률에 따라 아파트는 서민 거주 목적 아파트(General
apartment), 특수목적 아파트(special purpose apartment), 국가 소유 아파트(state
apartment),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분양하는 아파트(commercial apartment)로 구분된
다.

서민거주 목적 아파트, 특수목적 아파트, 국가 소유 아파트 건설은 정부의

소관 사항이며 아파트 시공업자의 사업자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의 물품/서
비스 조달에 관한 규정인 Government Regulation(GR) No. 54/2010이 규율하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특별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다만 「미발전 지역의 개발,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이주와 관련한 정부 규정」
(Government Regulation No. 12 of 2015 regarding Development of rural, undeveloped area
transmigration)은 존재한다.

환경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Law

No. 32 of 2009) 및 「환경 허가에 관한 정부 규정」(Government Regulation No. 27 of
2012)이 있다.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회사의 경우 환경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공공사업개발, 도시개발계획, 토지용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국가, 중앙정
부, 지방정부, 정부기관 등에 한정된다.

계획에 근거하여 국가 및 정부가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되고 사업 업체 선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이다.

민간사업자가 복합도시(예를 들어 한 지역에 학교, 거주시설, 병원, 쇼

핑몰이 밀집된 형태)를 개발하는 사례도 있다(lippo karawaci, BSD city).
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주체는 민간사업자이다.

이러한 경

그러나 복합도시를 개발하는 지

역에 대한 국가 또는 정부의 계획 및 토지용도계획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필요
한 경우 용도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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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법제 및 도시개발 법제
가. 도시계획법제 연혁적 검토

(1) 주요 개념

공간계획(空間計劃)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Spatial Planning”이라는 개념은 1992
년에 제정된 법률(Law No. 24 of 1992, 이하 “구 공간계획법”)에서 도입되었다. 공간
계획의 세부 단계로 계획 수립(plan-making process), 계획 실행(plan implementation), 개
발 통제(development control)가 마련되었다.

구 공간계획법은 국가(national)와 지방

(provincial), 지역(local)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지침을 제공했다.

공간계획법과 국가개발계획법은 모두 일정한 “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
다.

공간계획법은 토지를 그 물리적ㆍ사회적 성격의 관점에서 “공간”으로 해석함을

전제로, 그와 같은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계획을 담고
있다. 반면 국가개발계획법은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국토를 바라보고 있다.

“계획”이라는 공통분모는 가지고 있지만, 두 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같
은 목표를 위해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간계획법은 주로 계획의 주체, 실행

및 통제와 같은 다루고 있는데, 국가개발계획법은 개발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
는 대신 계획을 기간[장기(Long-Term), 중기(Medium-Term), 단기(annual)]과 실행 주체
에 따라 구분하면서 계획의 기본 방향과 기한 등을 다루고 있다.

구 공간계획법에는 법 위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고, 구체적 내
용에서도 실효성이 부족했다.

2007년 4월 「The Spatial Planning Act, Law No. 26 of

2007」(이하 “공간계획법” 혹은 “신법”)이 통과되었다.

구법과 신법의 차이를 점

검함으로써 공간계획법의 대략적 내용을 살펴보고, 신법의 세부 내용을 확인한다.

(2) 구법과 신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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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provincial, district) 정부의 권한을 분명하게 규정
했다는 것이다.

이는 탈집중화(decentralization)의 추세를 따른 것으로, 지방 정부

는 자체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상위 공간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요소
를 명시할 수 있게 되었다.

구법에서는 유형별로 계획의 기간에 차이가 있었는데(national

planning 25년,

provincial planning 20년, district planning 10년), 신법에서는 20년으로 통일되었다.
각 단위별로 기간에 차이가 있으면 계획이 통일적으로 수립ㆍ실행되지 못할 우려
가 있으므로 각 기간을 통일한 것이다.

신법에서는 섬에 관한 계획(the spatial planning for islands, RTR Islands)도 명문화
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특히 자카르타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를 고

려하여, “metropolitan area(인구 백만명 이상의 도시 지역)”와 “megapolitan area”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Megapolitan area”는 기능적으로 연결된 둘 혹은 그

이상의 metropolitan area가 결합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도서(島嶼)

국가이므로, 섬의 특수성을 감안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은 도시 지역의 최소 30%를 열린 공간(open spaces)
으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열린 공간은 공공지역, 사유지역 모두 해당하나, 공공

지역은 최소 20%를 차지해야 한다.

또한 신법은 산림(forest) 면적이 강(river) 면

적의 최소 30%에 해당할 것을 명시했다.

인도네시아의 산림은 환경적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국가의 자원이다.

산림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대비가 필요하다.

신법에서는 “책임(accountability)”이라는 개념도 도입되었는데, 이는 보다 투명
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의 제도 운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서비스의 최소 기준(the minimal standard of service in spatial planning)”이라는
것도 명문화되었는데, 위 조항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
의 기본적 편익(a good quality of basic services of spatial planning)을 제공하기 위한 것
103

|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정비전략 |

이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부(富)를 증가시키기 위

한 것이지만, 재정 및 인력의 문제 등으로 순차적ㆍ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
다.

그 과정에서 기회와 재화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국가의 책

임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발 통제(Development control)를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 지역제(地域
制, zoning regulation), 계획 허가(planning permits), 장려정책(incentive)과 억제정책
(disincentive)의 실행, 제재 부과(sanction) 같은 것이 도입되었다.

장려정책으로는

세금 감면, 보상(compensation), 교차 보조(cross subsidy), 규제 완환(deregulation), 포
상이 있다.
있다.

억제정책(Disincentive)으로 높은 세금, 설비 제한, 보상과 벌금 부과가

개발은 단순한 계획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제재 조항도 신법의 중요한 특징이다.

행정제재로 서면경고, 일시적 활동 중

단 및 서비스 중단, 지역 폐쇄, 승인 철회, 건물 철거, 토지 사용 복구, 과태료 등
이 있다.

신법은 공간계획에서 대중의 참여 중요성도 언급하여, 권리, 의무, 참여

방식에 관하여 구법보다 상세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나. 공간계획법 개관

공간계획법(SPATIAL SPACE, Law No. 26 of 2007)은 국토 및 도시개발계획에 대
한 법률로서, 총 13개의 장(chapter)와 80개의 조문(provi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념 정의(제1장), 원칙과 목적(제2장), 건축공간의 구분(제3장), 분쟁해결(제9
장), 조사(제10장), 형벌조항(제11장), 경과규정(제12장) 등을 제외하면, 도시계획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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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조문

4장

의무와 권한 : 계획 주체의 의무와 세부 권한

7조~11조

5장

지구단위의 관리 및 개발

12, 13조

6장

지구단위 계획의 실행

14조~54조

7장

지구단위 계획의 통제

55~59조

8장

사회의 권리, 의무, 역할

60조~66조

제6장에서 설명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의 실행은, 다시 ① 계획(입안), ②
공간의 사용(The Use of Space), ③ 공간 사용의 통제(Control of the Use of Space), ④
도시 지구단위(City Spatial Space), ⑤ 시골지역의 지구단위(Countryside Spatial Space)
로 구분된다.

제7장에서는, 통제의 수단으로 지역제 48 법규에 대한 평가(the assessment of
zoning regulation), 허가(licensing), 장려 정책(incentive)와 억제 정책(disincentive)의
실행, 제재 조치 등이 언급되어 있다.

위 법에서는 “The spatial space”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 49 앞서 설명한 것
처럼 “지구단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위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번영 50 을 위한 제도적, 철학적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

위 법은 “통합(integration), 조화와 균형(harmony and balance), 지속가능

성(sustain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연대와 협력(togetherness and partnership), 공
익의 보호(protection of the public interest),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과 정의(justice),
책임(accountability)”과 같은 원칙에 기초해 spatial space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
48

지역제(地域制)란 토지의 이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권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49

“Spatial space shall means the system of the spatial space planning process, utilization of
space, and utilization space control.”

50

Article 7. (1) The state held the spatial space for the prosperity of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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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Article 2).

다만 “space”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 추

상적 관념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성과 국방의 관점에서도,
지구단위는 안전하고 편안하며,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 영토 공간을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계획법은 그 방법으로 자연과 인공 환경 사이의 조화

실현, 자연과 인공 자원의 결합, 공간 기능의 보호,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예방을 언급하고 있다(Article 3).

다만, 그 방법으로 열거된 내용들 역시 추상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지구단위는 제도, 주된 영역 기능, 행정 구역, 영토 활동, 영토의 전략적 가치
를 기준으로 구분된다(Article 4). 51

구체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Article 5).

순번

기준

내용

1

제도

2

주요 기능

보호 구역(protected area)과 경작지역(cultivation)

3

행정 구역

국가(national), 지방(provincial), 도시(city)

4

활동

5

전략적 가치

지방과 내부 도시 시스템

도시(urban)와 시골(countryside)
국가 전략, 지방 전략, 도시 전략

위와 같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나, 그 구분의 차이 및 실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Article 6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지구단위는 ① 재난에 영

향을 받을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물리적 조건, ② 잠재적 천연 자원, 인적 자원

51

Article 4 The spatial space shall be classified based on the system, main area function,
administrative area, territory activities, and territorial strategi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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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esources), 인공 자원(artificial resources), 경제적 조건, 사회, 문화, 정치,
법, 방위(防衛), 환경, 과학기술, ③ 전략지정학(戰略地政學, geostrategy), 지정학,
지리경제학의 관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 지방. 도시의 각 지구단위는 점

진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지구단위는 주권(영

유권), 사법권과 관련된 모든 곳으로, 토지, 바다,
한다.

영공 혹은 지구 내부를 포함

지방과 도시의 지구단위는 현행 법과 제한 규율에 따른 토지, 바다, 영공,

지구 내부를 포함한다.

해상과 영공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지구단위가 유지되어야 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그 내용이 추
상적이라 보완이 필요하다.

다. 공간계획 수립 주체 및 책임기관

지구단위의 유지는 사회의 번영을 위해 필요하므로, 국가는 이를 위해 정부
와 지방 정부에게 완전한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 52

물론 개인의 권리도 보호되

어야 한다.53

정부의 권한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Article 8 (1)-(3)].

구분

내용

일반

- 관리, 개발, 지구단위의 실행 통제(국가, 지방, 도시 각각), 또한
국가 전략 지역 실행까지 포함
- 국가 지구단위의 실행
- 국가 전략 지역 지구단위의 실행

52

Article 7 (2) In performing the duty as mentioned in paragraph (1), the state gives the
full authority to held the spatial space to the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

53

Article 7 (3) The held of the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paragraph (2) shall be
conducted by respecting the rights owned by the individual according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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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간, 지방 간 협력
국가 spatial space

- 국가 지구단위의 계획
- 사용, 통제

국가 전략 지역(the

- 국가 전략 지역에 대한 평가

national strategic

- 국가 전략 지역 spatial space의 계획

area) spatial space

- 국가 전략 지역의 사용
- 국가 전략 지역의 사용에 대한 통제

국가 전략 지역의 사용 및 이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는 지역 정부로 분권화하거
나 지역 정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Article 8 (4)]. 지구단위의 실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구단위의 가이드라인을 초안하고 확립할 권한이 있다[Article 8 (5)].

위임에 관한 근거는 마련해 두었으나,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 사이의 업무분
장이나 권한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

전술한 권한과 관련하여, 정부는 관련 정보를 공표하고 알릴 필요가 있고, 지
구단위의 최소 서비스에 관한 평가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공표할 정보는

① 지구단위에 관한 일반적 그리고 구체적 계획(국가 지구단위의 실행과 관련하
여), ② 국가 시스템을 위한 규제를 위탁하는 것, ③ 지구단위의 지침이다[Article
8 (6)].

공표의 구체적 대상이나 방법, 공표 주기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규정되

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지구단위의 실행은 장관(minister)에 의해 수행되는데, 이에 관한 장관의 의무
와 책임은 ① 지구단위의 관리, 개발, 통제, ② 국가 지구단위의 실행, ③ 교차 영
역, 교차 지역, 교차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동이다(Article 9).

인도네이사의 공간계

획은 계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방 정부의 권한도 비슷한 형식으로 규정되
어 있다(Article 10, 11).

108

|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정비전략 |

라. 공간계획 관리 및 실행

지구단위를 관리하는 것은, 지침을 포함한 법령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
진다(Article 12).

정부는 지방, 시 정부, 사회를 통해 지구단위를 개발해야 하고,

지방과 시 정부는 각각의 권한에 따라 지구단위를 개발해야 한다.

각 주체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 구체적 업무 분장 및 협력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각 단계별로 추진되는 개발 내용과 방향이 충돌할 경우에 자원의 중복 투
자, 비효율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공간계획 실행의 첫 단계는 계획 준비(planning)이다. Spatial space planning의 목
적은 spatial space plan을 만드는 것인데, 종류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Article 14).54

구분

내용
The National Spatial Space Plan

일반

The Provincial Spatial Space Plan
The City and Regency Spatial Space Plan
The island/islands spatial space plan and national 일반 계획이 ① 공간 사용(space
strategic area spatial space plan

use)의 실행과 통제의 기초로서

The provincial strategic area spatial space plan

사용되기 어려울 경우, ② 특정
한 지역(계획이 작동하기 전에
해당 지역과 지도가 상세하게

특별

특정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관
장하는 경우
The specific plan of city/regency spatial space and 지역제 규제(zoning regulation)의
city/regency strategic area spatial space plan

54

기초가 됨

법은 “Spatial space plan”을 “the result of the spatial space planning”이라고 정의하여
“plan”과 “planning”을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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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에 대한 특별 계획은 일반 계획에 대한 실행 지침으로서 규제된다.
Spatial space plan의 지도 정확성 수준(the map accuracy level)에 관한 추가 규정은 정부
규제로 규제될 사항이다. 각 단계별 계획(the national spatial space plan, provincial spatial
space plan, and city and regency spatial space plan)은 지구 내부 공간을 포함한 영토(領土),
영해(領海), 영공(領空)을 관장한다(Article 15).

계획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재고(再考)되어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기존
계획은 당초 유효 기간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되거나, 기존 계획이 수정되어야
한다.

기존 계획이 수정될 때에는 현재 법률과 규제에 따른 개인의 권리를 존중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정되어야 한다(Article 16).

계획 준비의 내용은 공간 구조와 일정한 양식에 관한 계획에 있다(Article
17). 55

공간 구조 계획(Space structure plan)은 중심 주거지와 중요 기반시설 계획

(infrastructure network plan)이다.
을 할당하는 문제이다.

일정한 양식에 관한 계획은 보호지역과 경작지역

보호지역(protected area)이란 천연과 인공 자원을 포함한

자연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도록 결정된 곳이고,
경작지역(cultivation area)이란 자원(천연, 인공, 인적 자원)의 상태와 가능성에 기초
를 두고 경작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곳을 말한다.

보호지역과 경작지역을 할당할 때는 환경 보존, 사회, 문화, 경제,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 보존과 관련해서는, 산림 지역(forest area)이 유역면적

(流域面積)의 최소 30%를 차지해야 한다.

계획은 지역 상호간의 관계, 기능, 활

동 등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공간의 사용(the use of space)이다.

공간의 사용은 자금조달을

통한 실행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주요 프로그램으로

55

Article 1. 13. Spatial space planning shall means a process to determine the space
structure and pattern, which covers the preparation and determination of the spatial
spac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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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부분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한다.

공간 활용은 수직적 혹은 지구 내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계획에 따라 결정된 대로 주요 프로그램의
기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간 활용에 관한 내용은 설비에 관

한 최소 서비스 기준을 고려하여 실행되어야 한다(Article 32).

공간 활용은 지구단위에서 공간의 기능으로 규정된 것과 관련이 있는데, 구
체적으로 토지 사용의 구조화(structuring), 물 사용의 구조화, 대기(大氣) 사용의
구조화, 그리고 다른 천연 자원 사용의 구조화라는 방법으로 실행된다.

전술한

구조화와 관련해서는, 구조화 활동(the structuring activities)과 각 구조화의 균형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토지 구조화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설비가 마련된다

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받은 정부나 지역 정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것
이다. 보호 지역의 취지에 반하는 공간 사용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단계는 공간 사용의 통제이다(Control of the use of space).

위 통제는 지

역제 규제, 허가, 장려정책과 억제 정책, 규제를 통해 수행된다.

지역제 규제(zoning regulation)는 공간 사용의 통제에 대한 지침이다. 위 규제는
각 공간 활용 지역의 특정한 계획에 기초를 두고 정리되어야 한다(Article 36).

허가를 통한 통제는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현행 법률과 규제에 따른 각각의 권
한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지구단위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절차에 따라 취

득된 허가는 효력이 없다.

적정한 절차에 따라 획득되었더라도, 지방의 지구단위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것도 정부와 지방 정부에 의해 무효화될 것이다.

계획의

수정 때문에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허가는 적당한 보상이 지급됨으로써 무효화
될 수 있다.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 공무원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허가도 발급해서는 안 된다(Article 37).

공간 활용의 실행을 지방의 지구단위계획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
방 정부가 장려정책과 억제정책을 제공할 수 있다(Article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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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정책

억제정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실행에 보상을 주기 지구단위계획에 배치되는 활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

위한 노력

- 세금 감면, 보상, 보조금, 보수(報酬), 공 - 높은 세금(공간 활용 때문에 발생한 영
간

대여(space

rent),

주식

분배(shares 향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맞게

contribution)

조정된)

- 기반 설비시설의 발전 및 취득

- 사회시설기반의 취득 제한, 보상과 제

- 간이한 허가 절차

재의 부과

마. 공간계획 통제 및 효력

지구단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의 실행, 개발, 관리에 대한
감독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감독은 관찰, 평가, 보고 활동으로 구성되며, 관

련 권한에 따라 정부와 지역 정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전체 사회 역시 보

고, 민원 제기를 통해 감독에 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Article 55).

감독과 평가는 지구단위의 실행과 현행 법령 조항 사이의 적합을 관찰하고
검토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감독과 평가의 결과 둘 사이에 행정적 편

차가 존재한다면, 장관, 시장 등이 각자의 권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
고(Article 56), 해당 당사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제재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Article 57).

지구단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의 기능과 장점, 최소 준수 기
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각 지방 지구단위에 대한 감독은 지구단위의 지침에

따라 지구단위의 관리, 개발, 실행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구단위와 관련하여, 개인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Article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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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를 알 권리

-

지구단위에 기인한 공간의 가치 증대를 향유할 권리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 활동의 실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지방의 지구단위계획에 일치하지 않는 개발에 대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지방의 지구단위계획에 일치하지 않는 개발을 중지시키고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발 행위가 지구단위에 부합하지 않거나 손실을 야기할 경우 정부와 허
가권자를 상대로 보상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

지구단위와 관련하여, 개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Article 61).

-

정해진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할 의무

-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 의해 부여된 공간 활용의 허가에 따라 공간을 사
용할 의무

-

공간 활용 허가에 정해진 내용을 준수할 의무

-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공 영역(the public area)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의무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서면 경고, 잠정적인 활동의 중단, 잠정적인 공
공 서비스의 중단, 허가의 폐지, 건물의 철거, 공간 기능의 회복, 과태료와 같은
행정제재가 부여될 수 있다(Article 63).

지구단위의 실행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

회는 법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피고가 지구
단위의 실행에 대한 이탈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Article 66).

위와 같은 조치들은 사회적 권리를 존중하면서 부여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

역 정부에게, 지역 정부는 다른 지역 정부에게, 정부가 사회에게 위와 같은 조치
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규정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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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바. 국가개발계획법 분석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SYSTEM(Law No. 25 of 2014, 국가개발계
획법)은 개발계획의 주체, 유형,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 국토계
획은 BAPPENAS(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 국가개발기획부)에서, 도시계획
은 공공사업부(Ministry of Public Works)에서, 토지관리는 토지청(BPN)에서 각각 수행
한다. 도시개발사업은 Ciptra, Lippo. BSD, Sinar Mas Land와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 회
사들이 정부허가를 받아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정부는 인프라 개발 등을 지원하는
정도이다. 외국건설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주 및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사
(R/O, Representative Office) 설치나 현지법인(PT, 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이 필수
적이며 이와 더불어 공공사업부(Ministry of Public Works)로부터 건설업 면허(등급)를
취득하여야 한다.

국가개발계획법은 장기(long-term), 중기(medium-term), 연단위(annual) 개발 계
획으로 구분하면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 계획 형태를 구분하고 있다.

RPJP

Long-Term Development plan (20년)

RPJM

Medium-Term Development plan (5년)

Reinstra-K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of Ministry/Institution

Reinstra-SKPD

Medium-Term Development Plan of Regional Apparatus Business Unit

RKP

National Annual Development Plan

RKPD

Regional Annual Development Plan

Renja-SKPD

Annual Development Plan of Regional Apparatus Business Unit

개발

계획의

단계를

구분(preparation,

stipulation,

implementation

control,

implementation evaluation)하고 각 단계별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데, 법률에는 상세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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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론 : 토지수용법 검토

(1) 토지수용법

LAND PROCUREMENT FOR PUBLIC UTILITIES CONSTRUCTION(Law No. 2 of
2012, 토지수용법)은 공공 개발 사업과 관련된 토지 수용에 대한 법률로서 총 8개
의 장(chapter)과 61개의 조문(provi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용어정의에

관한 일반 규정, 제2장은 토지수용의 원칙과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

토지수용의 기본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토지수용은 정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고, 56 개발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것을 요구하며, 충분
하고 공정한 보상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57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SYSTEM(Law No. 25 of 2014, 국가개발계
획법)은 개발계획의 주체, 유형, 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토지수용법의 구체적 내용

인도네시아 토지수용법의 핵심 내용은 토지수용의 실행(IMPLEMETATION OF
LAND PROCUREMENT)에 관한 4장이다.

하부 항목은 ① 일반원칙, ② 계획

(Planning), ③ 준비(Preparation), ④ 실행(Implementation), ⑤ 결과의 전달(The Delivery
of Land Procurement Result), ⑥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은 문서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개발 계획의 원칙과 목적, 다른 개발 계
획들과의 양립가능성, 토지의 위치 및 수용이 필요한 면적, 일반적 상태, 토지수용 및
56

Article 6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is conducted by Government.

57

Article 9
(1) The exercise of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must regard to the balance
between development interest and public interest.
(2)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is conducted by granting adequate and fair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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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의 대략적 기간, 토지의 예상 추정 가치, 예산 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Article 15 (1)].

위와 같은 계획은 현행법과 관련 규제에 따른 실행가능성에

기초하여 준비되어야 하고[Article 15 (2)], 토지를 필요로 하는 주체에 의해 결정되며
[Article 15 (3)], 그 내용은 지방정부에도 제출되어야 한다[Article 15 (4)].

문서로 계획이 세워지면, ① 건축 계획의 통지(notification of construction plan),
② 개발 계획을 위한 예비(초기) 자료의 수집(preliminary data collection of
development location plan), ③ 공공 협의(Public Consultation)의 단계로 준비 절차가
진행된다(Article 16).

건축 계획의 통지는 직ㆍ간접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위치에 관하여 공공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Article 17). 기초 자료 수집은 당사자의 초기 자료 수집 활
동과 수용 목적물로 구성되며, 위와 같은 자료 수집은 건축 계획 통지 후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수집 결과는 공공 협의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Article 18).

공공 협의를 하는 목적은 개발 계획이 진행되는 위치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
기 위해서이다.

당사자와 개발 계획에 영향을 받은 사회(society)가 참가하며, 개발

계획 장소 혹은 합의된 장소에서 진행된다.

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해 협의에 참여

할 수 있다. 합의는 각서 형태(in the form of minutes of agreement)로 발효되고, 위와
같은 합의가 행정청에 전달되면 14일 내에 행정청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협의는 60일 내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반대하는 당사자들이 있으면 협의 기
간이 30일 추가된다(Article 20).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와 법
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Article 21부터 26).

30일의 추가 논의를 거치

고도 여전히 반대의견이 있으면, 토지수용 주체는 그와 같은 반대를 해당 행정청
(respective governor)에게 보고하고, 행정청은 반대의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
한 팀을 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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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팀은 ① 반대의 원인이 된 문제들을 정리하고, ② 반대하는 집단을 만나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③ 계획안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관하여
권고(recommendation)한다.

연구 결과는 14일 이내에 권고안을 제안하는 방식(수

용 혹은 거절)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행정청은 계획안
반대에 관한 수용 혹은 거절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반대의견이 거부된다면 행정청이 당초 건축 입지를 결정해야 하며, 반대의견
을 수용한다면 행정청은 수용 주체에게 다른 지역의 계획안을 제시해야 한다
(Article 22).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도 여전히 반대의견이 있으면, 피수용자는 입지 결
정이

난

후

30

영업일

이내에

소송을

관할

주

행정법원(respective

State

Administrative Court)에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소 제기된 후 30일 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반대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해 14일 내에 대법원

에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3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Article 23).

위와 같이 계획,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이행 절차가 진행된다.
이행절차는 다시 세분되는데, ① 토지의 통제, 소유관계, 사용, 활용에 관한 목록
화 및 감정(inventory and identification of control, ownership, use, and utilization of land),
② 보상 규모 감정(Appraisal of Compensation), ③ 보상 분배(Distribution of
Compensation), ④ 토지 소유권 포기(양도)로 진행된다.

첫 단계는 ① 지역을 평가하여 토지를 지도화하며(Area measurement and mapping
per plot of land), ② 피수용자와 수용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Article 28).
위와 같은 결과는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사무소(The village administration office, subdistrict office, and in the location where the Land Procurement is exercised)에 보고되어야 한
다(Article 29). 보고 결과는 권리의 목적, 규모, 위치, 수용 목적물의 지도(map of land)
등으로 구성되고, 피수용자가 위와 같은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과 공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반대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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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cation)과 수정(correction)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검증 및 수정 결

과는 보상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Article 30).

두 번째 단계는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

된 감정인에 의해 실시되는데, 감정인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감정업무에 관한 허
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수용목적물의 가격과 가치를 계산하는 전문적이고 독립
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58

감정인은 결과물에 책임을 지고, 의무를 위반한 감정인

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적 제재 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Article 32).

감정목

적물에는 해당 토지만이 아니라 지상과 지하 공간, 건물, 토지와 관련된 목적물,
측정 가능한 다른 손실들도 포함된다(Article 33).

토지수용의 영향으로 잔여지(殘餘地, residual area)가 발생하면, 피수용자는 완
전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Article 35).

보상의 방법은 금전이 일반적이지만, 인도네시아 토지수용법은 토지 교체(Land
replacement), 재이주(Resettlement), 지분 공유(Share ownership) 등은 물론이고 양 당사
자가 합의한 다른 형태(Other form approved by both parties)의 보상도 허용하고 있다
(Article 36). 각각의 보상형태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형태

권리 포기

비고

금전보상 지급과 동시에 현금, 계좌가 있으면 은행 통해
금전보상
이루어짐
교체될
토지 교체

서도 가능함
토지의

위치가 보상 약정 후 6개월 내에 교체

양 당사자 사이에서 합 토지가 제공되어야 함
의되었을 때

58

Article 1. 11. Land Appraiser, hereinafter referred to Appraiser, means an individual
who perform an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valuation, which has obtained the license
of appraisal practices given by Minister of Finance and licensed by Land Agency to
calculate the price/value of the Land Procurement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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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주

2항과 동일

보상 약정 후 1년 이내에

공유에 대한 합의가 이 보상을 받기로 한 주체와 정부
루어지고, 공유에 필요한 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은 공
공유

자금이 은행에 입금되었 기업 사이에서 가능함
을 때
앞에서 언급한 1-4항 중

당사자 사이의 다른 형
태의 협의

둘 이상의 형태를 조합
하는 방식.

권리 포기도

각 정해진 것에 따라서

실제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보상결정에 관한 심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Deliberation on Compensation Determination). 결과가 나오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보
상의 방식과 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용 주체는 피수용자와 협의해야 하며, 위와
같은 결과는 문서화되어 피수용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기초가 된다(Article 37).

보상의 방식과 수량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수용자는 보상
규모 결정에 관한 논의가 끝난 후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Article 38).

법원은 이의가 제기된 때로부터 30일 내에 보상의 방법과 규

모를 결정해야 하고, 위 결정에 대해서는 14일 내에 대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의가 제기된 때로부터 3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피수용자가 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초 결정된 내용의 보상 방
법과 규모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된다(Article 39).

보상은 피수용자에게 직접 제공된다(Article 40). 구체적 보상 범위는 협의 결
과 또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기초한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보상이 이루어

지면, 피수용자는 수용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수용주체에게 목적물을 소유
ㆍ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증거자료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피수용자는 수용주체에게 전달된 자료의 유효성, 법적 효
력을 책임져야 한다(Articl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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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수용자가 결정된 보상 규모를 계속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은 관할 법
원에 공탁될 수 있다.

피수용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용목적물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공공기관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상금 공탁이
가능하다(Article 42).

보상금의 수령이나 공탁 절차가 끝나면, 피수용자의 종전 소유권은 효력을 상실
한다(Article 43). 보상금을 받은 피수용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Article 44).

피수용자와 수용목적 토지의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수용목적물은 국가의 통
제에 놓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위 소유권관계는 보상이 주어지고 지방 토지 사

무소(local land office)에서 토지 권리 포기 절차가 진행되면 종료된다.

보상이 법

원 공탁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에는, 보상금 공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인이 있은 후에 종료된다.

정부/지방정부/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해

서는, 국가 혹은 Regional asset을 규율하는 규정에 부합하는 포기가 있거나, 개발
지역에 관한 약정이 있은 후 60일이 지나야 법률관계가 종료된다.

수용목적물은 보상금 수령이나 공탁절차가 완료된 후에 인도되어 건축 활동
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인데(Article 48), 긴박한 상황(자연재해, 전쟁, 사회혼란, 질
병 등)에서는 건축부지가 결정된 후 즉시 공사가 시작될 수도 있다(Article 49).
결정되기 전에 피수용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나, 피수용자가 반대하더라도
수용에 따른 건축공사는 진행될 수 있다.

토지수용의 실행을 감시(monitoring)하고 평가(evaluation)하는 것은 정부가 수
행해야 하고, 수용된 토지의 이전 결과에 대한 감시와 평가는 Land Agency가 담
당해야 한다(Articl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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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법제와 도시개발법제 평가 및 정비방향
가.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제의 평가 및 방향

인도네시아에서는 공간계획법과 국가개발계획법이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기초 법률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법은 계

획의 절차나 형식적 구분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두 법 사이의 특
별한 유기적 관계도 없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의 기본적인 방향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의 법제 정비방향에서는 실제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개발을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하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별로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 그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현행 법률에서 보완할 부분을 살펴본다.

나. 도시집중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기법 도입

(1) 인도네시아 상황

인도네시아 수도는 자카르타인데, 면적(661㎢)과 인구[10,187,595명, 2011년 기준
(World Bank 집계)]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면적 605㎢, 2011년 기준 10,528,774명)과
비슷하다.

자카르타나 반둥과 같은 주요 도시의 발달 수준은 서울에 미치지 못하

지만,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는 인구 집중59으로 인한 여러 문제, 난개발로 인한 도시
외곽의 확장, 교통 문제 등을 안고 있다.

자카르타의 녹색도시지수는 아시아 주요

22개국 중 평균 수준인데, 쓰레기, 공중위생 및 물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59

2011년 월드뱅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도시인구 비율은 51%로, 2025년까지
6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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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같은 자원은 풍부하지만, 도서국가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체계적 계획
에 따른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위와 같은 상황은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난개발 및 지역불균형이 문제가

되었던 대한민국의 과거 상황과 유사하다.

(2) 대한민국 국토계획법상의 제도 차용

대한민국 법제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해 왔는
데, 2003년 1월 1일 국토계획법으로 통합ㆍ일원화했다.

도시의 난개발 문제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위 법의 제정으로 개발행위허가제, 지구단위계획제도,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기반시설연동제도, 토지적성평가 제도 등이 도입되었는데, 위와 같은 제도는 인도
네시아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ㆍ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상세한 내용은 Ⅱ항에

서 설명한 바와 같고, 기본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발행위허가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등을 할 때 행정청의
제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
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
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기반시설부담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그 구역 안에
구역제도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기반시설연동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그 용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용
제도

하거나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용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토지적성평가 토지의 토양ㆍ입지ㆍ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
제도

고, 그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
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기초조사로
실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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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정부와의 관한 분배 및 도시계획 용도구역 분류 개편

(1) 인도네시아 상황

인도네시아는 자바, 칼리만탄, 수마트라, 술라웨시, 파푸아와 같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島嶼國家)로, 행정구역도 섬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방행정기관은 33개 주(Province, 자카르타ㆍ족자카르

타ㆍ아체는 특별주), 95개 시, 370개 군(District 또는 Regency), 6,093개 읍(Subdistrict)으로 구성되어 있다[외교통상부 자료(2010년 12월 인도네시아 개황) 참조].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10월 지역대표협의회가 구성되었다.

33개

주에서 각 4명씩 선출하여 총 132명으로 구성되며, 미국의 상원(上院)과 유사한
기관이다.

개발계획 역시 중앙과 지방 사이의 계층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호 충돌 및 중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관계 정립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2002년 2월 4일 공포된 국토계획법

은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과 1972년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이원적으로 운영된 토지이용제도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것인데, 주요 국가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
획에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 등을 통한 개별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사업추진
이 가능함에 따라 시간적 긴급성을 요하는 국가정책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기본계획에 사업내용 반영을 지연 또는 거부하면 국가정책사업의 추진
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60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1월 19일 공포된 국토계획법(법률
제8250호)은 국가계획의 수립근거 및 절차와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 사이의 관

60

마상열, 「최근의 국토계획법 개정과 도시기본계획」, 경남발전,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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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제22조의2(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중 「국토기본법」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토
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
리 시장ㆍ군수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ㆍ도지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
를 준용한다.
④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국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과 다른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기본계획의 정비에 관한 규정도 개정되었는데, 일정한 기간마다 도시기
본계획의 내용을 재검토ㆍ반영하여 국가계획과 도시기본계획도시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방안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제23조(도시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
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
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
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제한

인도네시아 법에도 “보호지역(protected area)”과 “경작지역(cultivation area)”이라
는 개념이 있는데, 국토계획법은 좀더 세분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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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법률

개발제한구역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38조)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리에 관한 법률

-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국방부장관의 보안상 요청
도시자연공원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구역(38의2)

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

한 법률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ㅎ
-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 공간 제공
시가화조정구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

역(39조)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
가화를 방지
- 계획적ㆍ단계적 개발을 도모

수산자원보호

수잔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

구역(40조)

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
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입지규제최소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구역(40의2)

할 필요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

지역의 특성과 현안 문제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세분화된 구역 지정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ㆍ보호할 수 있다.

라. 토지소유자 집단에 의한 도시개발 기법의 도입 및 주민참여 확대

(1) 민간참여

도시개발에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정부 주도의 개발만으로는 한
계가 있다.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법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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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행되고 있는 조합 방식의 도시개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61

조합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사업대상지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가장 먼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
는 부지 확보 수단으로 수용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수용 방식은 토지개발에서

건축까지 일괄시행이 가능하므로 단기간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초기에 토지 취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
고, 수용 자체에 대한 반대 및 보상 문제로 피수용자와 사이에 여러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도시개발을 위한 재정이 풍부하지 않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

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환지(換地)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않

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새로 조
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62

(3) 세부 규제법률의 제정

도시개발사업도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이므로, 국토계획법과 상호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의 도시개발 법률 체계는 아래와 같이 세부 체계를 갖추고 있다.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61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권자가 지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62

전연규ㆍ김종보ㆍ강신은, 「도시개발법과 실무해설」,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7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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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구역

택지개발촉진법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택지개발촉진법 」 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宅難)을 해소하기 위하
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宅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
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법」과 구별된다.

사업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 도시개발법 」 은 전면매수ㆍ환지ㆍ혼용방식 중 선택하는 반면 「 택지개발촉진
법」은 원칙적으로 전면매수방식, 예외적으로 환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모두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전제로 그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63 도시화 및 도시 인구집중 현상이 발생하면 낙후 지역 발생은 필연적 현상이
므로 위와 같은 법률을 마련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목적으로 하
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인
도네시아에서도 위와 같은 법률을 마련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지수요에 맞추어 법률을 개정
하고, 산업단지의 미분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64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로 나누었으나, “지식산
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
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64

이원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 주요내용」, 국토 제238호(2001. 8.), 5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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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라고 하여 첨단산업단지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Ⅱ항에서 도시개발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관
해 검토하였는 바, 인도네시아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도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 기타 현행 법률의 정비방향 검토

공간계획법은 “The spatial space”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space”의 구체적 내용은 설명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공간계획법은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 영토 공간을 실현할 것을 목적으
로 하면서 그 방안으로 자연과 인공 환경 사이의 조화, 자연과 인공 자원의 결합,
공간 기능의 보호,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예방을 언급하고 있다.

모두 좋은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지구단위는 제도, 주된 영역 기능, 행정 구역, 영토 활동, 영토의 전략적 가치
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구분의 차이 및 실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
완이 필요하다.

또한 지구단위가 유지되어야 할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라 보완이 필요하다.

공간계획법은 국가 전략 지역의 사용 및 이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지역 정부
로 분권화하거나 지역 정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
다.

위임에 관한 근거는 마련된 것인데,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 사이의 업무 분

장이나 권한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

지구단위를 관리, 개발하는 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 시 정부가 규정되어 있
는데, 각 주체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 구체적 업무 분장 및 협력 방안에 관한 내
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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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단계별로 추진되는 개발 내용과 방향이 충돌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공간계획법은 지구단위와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규정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
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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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캄보디아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법제의 현황
1.

개괄
캄보디아는 1994년 캄보디아의 도시와 지방의 체계화와 미관을 향상하고 국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 관리, 도시계획 및 건설에 관한 법률(Law on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s, 04NS94/ 10Aug94))을 제정하였다. 동법
은 다음의 가치를 존중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익, 사익, 사적 권리의 존중, 법과
규제의 준수, 건설분야에 대한 감시를 하여야 하며, 개발의 진행을 통하여 지리적
조건 및 지역적 특색을 기초로 한 도시와 지방의 균형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적 문화적 자산의 가치를 보장하고, 경제 및 관광 산업의 발전과 환경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65

동 법률은 국토개발계획 등에 대한 법률로서 총 4개의 장

(chapter)과 23개의 조문(provis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장은 국토관리ㆍ도시
개발 및 건설의 목적, 국토관리ㆍ도시개발 및 건설에 관한 문서, 토지사용에 대한
기본계획, 실행과 건설을 내용으로 한다.

국토 관리, 도시계획 및 건설에 관한 법률은 총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기본적
인 도시계획의 기초를 마련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국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국왕 칙령(Royal decree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mmittee for land managrment
and urban planning)은 제정되어 있으나, 그 외 동 법의 구체적인 실행 및 세부적인 사
항을 정한 시행령 등은 정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법률을 비롯한 캄보디아의 도
시계획 전반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분석한 법률문헌도 특별히 공간되어 있지는 않다.
65

Article 1: The objective of the Law on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
ructions shall be to promote the organization and embellishment of the urban and the
rural areas throughout the Kingdom of Cambodia with the purpose of assuring devel
opment of this country in the spirits of :
- respecting both common and individual interests, private rights, observing laws and
regulations, and overseeing on the construction matters.
- assuring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an equilibrium between the cities/towns
and rural areas based on their geographical conditions and special characteristics.
- assuring the value of natural and cultural wealth, ensuring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and tourism sectors and maintaining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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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용법(Law on Expropriation)은 수용의 원칙, 방법, 절차와 캄보디아의 공익
또는 국가 이익을 위한 건설, 재건 혹은 건물 확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무엇인지
정의함으로써 캄보디아 내 수용에 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수용에

관한 법률로서 총 8개의 장(chapter)과 39개의 조문(provis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
개의 장은 총칙 및 통칙, 수용법 작용, 수용법 절차,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리, 분
쟁해결, 벌칙, 최종 조항을 내용으로 한다.

「국토 관리, 도시계획 및 건설에 관한

법률」에 비하여 다소 많은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에
비하여 규율 내용이 상세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도시개발법제와 관련된 법률로서 1992년 제정되고 2001년 개정된 토지법
(Land law)이 있다.

토지법은 부동산의 소유체계를 정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관련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토지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현대적인 등록제도를 두고 있다.

캄보디아 내전 기간 동안 많은 소유권 관

련 문서들이 소실되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토지법은
손상받은 토지소유권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부

동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장기간에 걸친 외세침략 등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외국인 내지 외국법인의 토지소유는 금지하고 있다.

캄보디아

헌법은 모든 자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국민 및 법적 주체에 한
하여 캄보디아 내 토지소유권을 보장하고 있다(제44조).

이에 따라 토지법도 캄

보디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혹은 캄보디아법에 인정된 법인은 캄보디아
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캄보디아 내 토지소유권에 대한 국가적 정체성
을 침해하는 외국인은 처벌받는다고 정하고 있다(제8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에는 적격투자프로젝트로 승인된 경우에도 양여권, 무제한 장기임대 및 갱신가능
한 단기임대를 포함한 토지 사용권이 인정될 뿐이다.66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하여, 2010년 외국인의 공동건물 전유부분 소유권취득
에 관한 법률(Land on providing foreigners with ownership rights in private units of co-

66

이행규, 「라오스 및 캄보디아의 외국인투자법제 연구」, 법제처(2010), 7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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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 buildings) 67 을 제정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등기와는 별도로 건물등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신축되기
시작한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위 법률은 토지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외국인이 민간 영역의 집합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와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외

국인 투자자의 사업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 확장 및 건설산업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2조).

위 법률은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국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원칙, 특별한 공동 소유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특별한 공동
소유로 보장받는 권리를 정하고 있을 뿐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아파트 내지 대

형상가와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국토 관리, 도시 개발 및 건설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도시계
획 및 도시개발 법제 현황을 검토한다.

67

"공동소유 건물의 민간 단위에서의 외국인 토지소유권 제공에 관한 법률"로 번역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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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법제 및 도시개발법제 분석
가. 캄보디아 도시계획 법제 개관

캄보디아의

국토

관리,

도시계획

및

건설에

관한

법률(Law

on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s, 이하 '국토관리법')은 캄보디아의 도시
및 지방의 체계화와 미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신 하
에서 국가의 발전을 보장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토관리법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주체를 국토단위와 지방단위로 나누
고 있다.

또한 계획의 유형과 관련하여, 국토 및 지방에 대한 국토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건축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토지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전체 발전 계획을 수립

하고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60년대 도시계획 수립
과정과 유사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포함한 도시개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
지는 아니하며, 개별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토지법의 경우, 국토관리법은 토지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소유권 귀속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토지법이 개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위 개

정 등에 따라 국토관리법의 내용도 변경되게 된다(제2조).
국토관리법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즉, 토지법에 의하여

다음으로 시간적 효력과 관련하여

국토 관리 및 도시계획에 관한 과거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이 법에 위반되는 한
도에서 효력을 상실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과거 국토 관리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
항을 정한 법률에 국토관리법은 우선하게 된다(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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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토관리계획의 수립 주체

국토관리계획의 수립주체는 크게 국가 단위에서 수립하는 위원회와 지방 단
위에서 수립하는 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으며, 수도 프놈펜에 대하여는 일반 지방
단위와는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국토 관리, 도시계획 및 건설을 위한 국가위원회(이하 '국토관리위원회')를 설
립하며, 위 조직의 구체적인 구성원 및 조직과 지명권 등은 하위 규정에 위임하
고 있다(제3조).

수도인 프놈펜의 경우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국토관

리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위원회의 장은 국토관리를 위
한 국가위원회의 의장이 맡게 되며, 위 위원회는 프놈펜 수도의 지방정부 장 또
는 정부대표, 부지사 및 주무관청의 관리가 포함하여야 한다.
적인 구성과 기능은 하위 규정에서 정하게 된다(제3조).

위 위원회의 구체

프놈펜의 경우, 다른 지

방정부 단위의 위원회와 구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놈펜 이외의 지방정부의 경우, 하위 국토관리위원회가 각각 설립되며, 해당
도, 시, 군의 장이 각 하위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주무관
청의 관리가 참여한다.

도, 시, 군의 구체적인 구성, 기능은 국가 국토관리위원회

의 승인을 받은 국가 국토관리위원장의 결정으로 정하게 된다.

다. 도시계획의 수립 및 내용

(1) 국토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

국토관리법 제2장(Documents related to the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은 국토 관리, 도시계획 및 건설을 위한 모든 문서는 개별 특수한 사정
과 각 도, 시, 군 및 지역의 고유한 조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유물과 환경을 보호하
고 경제 발전과 함께 자연 자원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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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 또는 각 지방의 하위 국토관리위원회는 그들 각자의 도, 시, 군의 발
전과 재조직을 위한 고유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5조).

위 전체 발전

계획은 국가 국토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 위원회의 하위 규정에 따
라야 한다.

유산과 환경을 보호하고, 장관회의(Council of Ministers)에 의하여 분류

된 특정 지역의 경제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국토관리위원회는 장관회의의
승인을 얻어 특정 지역의 기본 계획을 준비할 의무를 진다.

위 기본 계획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토지이용 기본계획에서는 캄보디아의 역
사적 유물 등에 대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전체 조문의 수가 23개에 불과

한 점을 고려할 때 그 비중이 적다고 할 수 없는데, 이는 캄보디아에 산재한 역
사적 유산 및 유물을 고려하고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산의 보호와 관련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 부분 문화재를 보호하

기 위한 법률에 그 규율을 맡기고 있어서, 국토관리법에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
지는 못하고 있다.

국토관리 기본 계획은 전체 국토를 기획하는 성격으로서, 아래에서 검토하는
토지이용 기본 계획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면에서 위 국토관리 기본 계획

은 우리의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등)
과 유사한 체계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토지이용 기본 계획

제3장(Land Use Master Plan)에서는 토지이용 기본 계획의 내용과 수립절차를
정하고 있다.

토지이용 기본 계획은 개별 지방정부 별로 수립되는데, 사인과 공공기관은
자신의 건축 행위에서 그와 같은 기본 계획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제6조).
토지이용 기본계획은 국가안보, 농사, 상업, 공업, 수공업, 문화, 관광, 종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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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용건물 및 공공시설로 할당된 지역을 명확하게 지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러한 계획들은 건설의 허용여부를 특정 짓게 된다(제7조). 이는 토지이용 기본계
획은 제5조에서 정한 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되어야 한다(제8조).

개별 지방 단위에 대한 토지이용 기본계획은 우선 수도 국토관리 위원회 또
는 해당 지역에 대한 하위 국토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 국토관리위원
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사인과 공공기관은 위 기본계획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야 한다(제9조).

위와 같은 기본적인 토지이용 기본계획 외에도 유물 등에 대한 특수한 규정
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고고학, 역사, 문화, 미학, 기

술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정물이나 휴양지의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
시키기 위한 특수한 규정 및 도시계획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10조).

이와 같은

부동산 및 리조트부지의 개선, 변경, 관리는 유물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여 적
용된다.

고고학, 역사, 문화, 미학,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정

물이나 휴양지의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특수한 규정과 도시 계획의
지원은 국토 관리, 도시계획 및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과 토지이용 계획 및 건설
에 반영되어야 한다.

캄보디아의 토지이용 기본계획 효력과 관련하여, 개별 건축 행위의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규범적인 효력의 성격이 있다.
따른 도시관리계획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국토계획법에
다만, 우리의 경우 도시기

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2단계로 분류되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캄보디아의
경우 위와 같은 분화의 전단계로 볼 수 있다.

또한 토지이용 기본계획은 도시를

특정한 방향으로 개발하거나 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개별 건축 행위에 대한 지역별 규제의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국토관리법 제18조는 위와 같은 토지이용 기본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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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캄보디아의 경우 국토

전역에 대하여 국토관리 기본계획이나 토지이용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로 보이지
는 않는다. 우리의 경우에도 1960년대 국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도시계획이
국토 전역에 수립되지는 못하였다.

서울 및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

시계획이 수립되고, 위 수립의 경험을 토대로 국토 전역으로 확산된 경험을 고려하
면, 캄보디아의 경우 도시개발 초창기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라. 건축 행위 및 건축 허가

(1) 건축행위의 조건

제4장(WORKS AND CONSTRUCTION)은 개별 건축행위와 도시계획과의 관계
등을 정하고 있다.

우선 건축행위의 조건과 관련하여,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기본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모든 건축 및 빌딩 외

관의 개보수는 주무관청에서 발급받은 건축 허가를 준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제13조).

건축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도 정하고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
는 모든 탐사 및 조사에 대한 권한은 중앙정부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모든

건축 과정에서, 건축책임자는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와 이점을 둘 수 있
는 물건이 발견되는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무관
청은 해당 건설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제11조).

또한 사인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건축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정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수원지, 댐, 광물 매립지, 산림 등 법률이 정한 공공용지

및 토지에서는 사인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건설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이

러한 지역에 대한 관리조건이나, 경미한 건설 및 소규모 건설의 조건은 하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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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위임함으로써,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68

철거의 경우에도 허가제가 적용된다.

현존하는 건물의 철거에 앞서 건축주

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전에 철거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물철거허가는 사회적,

기술적 문제와 지정된 문화재에 영향을 주는 경우 거부될 수 있다(제22조).

(2) 건축허가신청 절차

건축허가신청은 토지소유자 혹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며,
위 신청에서 토지소유자의 권한부여가 포함되어야 한다(제16조).

건설의 내

용과 기본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건축허가도
발급될 수 없다.

만일 해당 건축이 공공의 안전, 환경, 공공위생 및 고고학,

역사, 미학, 기술, 자연 자원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축 및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건축허가는 반려될 수 있다.

또한 해당 건축이 적절한 기반시

설 및 공공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건축허가는 반려될 수 있다(제17조).

만일 토지이용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방행정기관은 건설허가의 발급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제18조).

한편, 행정적 건설에 대한 특례도 정하고 있는데, 행정적 건설의 경우에는 해

68

Article 12: Any individuals and private institutions as well as public authority are ba
nned from conducting any constructions on the public yard-field or lands as defined
hereunder:
- water reservoir and water dams.
- the reserve mining fields and the forests zones.
- the archeological and historical resort sites.
- the gardens and public parks and development zones.
- the dirt roads reserved for the roads constructions or the lands reserved for the r
oad
- sides, and the lands kept for the construction of rail-roads projects.
- the rivers, seas, streams and their banks.
- Conditions of administration of those zones and conditions of light constructions an
d temporary small structures shall be determined in a Sub-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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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관은 주무관청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인이 받는 건축
허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권한 부여는 행정

작용의 성격을 가지는 건설에 한하여 발급될 수 있으며,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시키는 효력은 없다(제19조).

또한 개발자가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정부 자산에 건축하는 경우, 계약이 만
료될 경우 건축물은 정부로 이전된다고 정하고 있다(제20조). 이는 민간개발자가
정부와의 민간투자협약을 통하여 도시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건축물 등이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를 원
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처벌 및 실효성 확보

우선 정부관리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을 정하고 있다.

정부관리가 이 법에

근거를 둔 적절한 이유 없이 건축허가에 대한 심리를 45일 내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 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건설

허가신청을 심사 후 발급하는 정부관리도 처벌받게 된다.

이와 같은 관리에 대

하여 적용되는 행정처벌의 내용은 행정법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

위와 같이

처벌 대상을 정하고 있지만, 처벌 범위는 행정법에 따르도록 하고 처벌 수위를
동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음으로 사인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건축허가에 따르지 않는 건축물
의 경우, 건축주는 정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

부

정행위가 발생하는 동안 건축행위는 중단되어야 하며, 건축 장비 및 기타 물건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몰수될 수 있다.

건축주가 자신의 과실없이 피해를 입은 경

우, 법원에 대한 제소를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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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도시계획을 포함한 국토개발 정책 현황

정책적인

측면에서

캄보디아정부는

사각전략

3단계(RECTANGULAR

STRATEGY Phase Ⅲ), 국가개발계획 2014-2018(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PD 2014-2018)을 수립하여 국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사각전략은 성장, 고용,

공평, 능률 네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 정의 및 지속가능하고 공평
한 사회경제개발 달성을 위하여 굿거버넌스 확립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국

토의 관리, 조직화, 이용, 분배 등의 강화를 통하여 시장 경제 맥락 속에서 빈곤
감소, 식량 안보의 확보, 환경 및 자연자원 보호, 사회경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한다.69

NSPD 2014-2018은 다음 우선사항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70



국토백서에 따른 포괄적 국토정책 체계화 촉진



국토관리 및 도시계획과 건설에 관한 법률의 검토, 그리고 농지 관련 법
안 준비 촉진



토지소유권 명의 확보를 보장하고 토지소유권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쟁 없는 지역에서의 토지 등기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기 토지등록
프로세스 및 '구 정책-신 시행" 정책 실행 확대를 통하여 국유지, 사유지
및 토착 공동체 토지 등을 포함하는 토지 등록 및 등기권리증 발생 촉진



환경 및 사회경제적 개발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토 및 자연 자원
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관리, 보존, 이용의 지속보장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국가도시개발전략을 포함하는 국토 이용 및 도시개발
프레임워크의 발달의 일환으로 도시 기반시설의 개발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이와 함께 토지가 없거나 장애 군인, 사망군인의 가족들, 전직 전투원

69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4-2018, p.2

70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4-2018,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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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빈곤층에 대한 국토 무상불하 및 사회적 토지양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놈펜, 시아누크빌, 시엠레아프 및 그 외 주요 경제 중심지와 위
성도시 등 주변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도시와 주변 도시 주변
지역을 중요 경제 중심축으로 형성하여 경제 회랑 형성을 계획하고 있다.71

캄보

디아의 경우 40%이하의 영토에 인구의 90%가 집중되어 있으며, 남부 해안 및 강
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제회랑형성을 목적로 하는 지

역에는 북부서브 경제회랑, 남부해안 서부 경제회랑, 중앙서브 경제회랑이 있다.

캄보디아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련된 법률은 10~20년 사이에 제정되
어 비교적 역사가 길지 않으며, 위 법령이 정한 계획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책
적 흐름은 최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71

역사적으로 캄보디아는 장기간의 내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4-2018, p.79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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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거치면서 손상된 토지소유권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외세의 침략 등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원칙 하에서 예외적으로 도시개발을 위한 예외를 인정하려는 흐름에 있다.

캄보

디아의 도시계획법제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토개발 관
련 기본계획 등 원칙적인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개발에 관한 법제가 독
자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3.

도시계획법제와 도시개발법제 평가 및 정비방향
가. 도시계획법제 평가 및 착안지점

캄보디아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법제 정비단계에서 초기 개발 단계
로 평가된다. 정책적으로 국가개발전략계획 2014-2018(The Rectangular Stategy Phase
Ⅲ & The NSDP 2014-2018’)을 기초로 국토 전반의 발전 및 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
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사회-경제개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제 측면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
는 제도적 정비가 완비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계획
의 실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상이 제정한 콘도미니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Sub-decree on
the management and the use of condominium building) 존재하지만, 단지형 아파트 신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소유 건물의 민

간 단위에서의 외국인 토지소유권 제공에 관한 법률」(Land on providing foreigners
with ownership rights in private units of co-owner buildings)이 2010년 제정되었지만, 위
법률은 외국인의 토지소유권 인정요건 및 절차를 주된 내용으로 하며, 아파트와 같
은 집합건물의 개발에 대한 특례나 개발사업의 형태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도시재개발, 도시재생 등과 같은 광의의 도시개발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도 제정되
기 전이며, 국토관리법에서도 도시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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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시 토지소유권 확보방식(수용, 환지, 매매, 매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수용법(Law on Expropriation)에 따른 수용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환지, 매도청구
등의 기법에 관한 근거는 없다.

도시개발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도 관련 법률을 준수한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원칙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한계는 존재한
다. 그리고 개발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은 도
입되어 있지 않는데, 국가개발전략계획 2014-2018에서 빈곤층에 대한 토지 무상양
도까지 고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지 주민의 안정적 재정착에 중점을 두
는 도시개발에 대하여 캄보디아 정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토관리법에서 특정 사회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 및 설치사업 실
시에 대한 근거를 두고, 도시계획체계를 세분화하는 등의 법제 정비전략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방식에 있어서도,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초기 개발비용을 감소시
킬 수 있는 환지방식의 도입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특정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을 담보한 도시계획 기법 도입

(1)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적용가능성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상하위 계획 사이의 통일성을 기하고 건축법 등 관
련 법령과의 혼선을 피하는 일은 장기간 도시계획수립의 노하우를 가진 행정관료
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앞서 Ⅱ. 제2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1960년대 이후 국토계획제도
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지만, 유사한 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선과 조화롭지 못한
규제들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유사 도시계획(도시계획법 상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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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건축법 상의 도시설계제도)을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지구단위계획(district-unit plan)'이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은 기본계획을 실현시키는 도시관리계획 유형 중
의 하나로서, 특정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계획을 실현시키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1980년 도시계획법 개정과정에서, 도시계획체계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으로서의 도시기본계획과 '규제 및 사업'을 결정하는 도시
(재정비)계획이라는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였고, 위 구조는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의 경우 단일한 도시계획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는 등 도시계획제도의 도입초기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립된 도시계획의 규범성을 강화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법제 정비전략 제안

국토계획 초기 단계에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별 구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도시관리계획은 소유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 및 개발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규범적으로 1962년 「 도시계획법」 을 제정하고

1973년 「국토이용관리법」을 제정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서울 및 경기도 도시 지
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세부적인 토지 및 기반시
설의 배치, 건물의 배치와 용적율 및 교통대책까지 포괄하는 계획으로서 도시계
획 체계에서 실천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국토 및 도시계획 체계에서 높

은 강제력으로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대상 지역 주민의 토지이
용 방식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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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도시계획 발전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전체 국토에 대한 계획을 수
립한 상태이지만, 위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체 국토의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수립되어

있지만, 우리의 도시관리계획처럼 국토 전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도기적인 환경에서 특정 지역을 대

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계획 수립 지역의 확
장을 꾀하고 계획수립기법에 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캄보디아의 도시계획법제에 대한 분석 결과에 비추어, 도시계획이 수립된 영
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수립된 도시계획의 규범성을 강화할 제도의 마련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지구단위계획(district-unit plan)'와
취지를 같이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 개발행위자의 비용으로 기반시설구축 기법 도입

(1) 기반시설구축 기법의 필요성

캄보디아는 남부 해안 및 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40% 이하의 영토에 인구의
90%가 집중되어 있다.

2014-2018 국가개발전략계획은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남부해안 서브(Sub) 경제회랑 사이의 간선도로를 건축하고 경제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한계와 공평

한 분배의 관점에서 개발가치가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출
하는 것은 낙후된 내륙지방에 대한 기반시설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앞서 Ⅱ. 2. 다.에서 대한민국 현행 국토계획법이 정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기반시설연동제도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다.

우리의 '기반시설부담구역(Infrastructure-levy Areas)'은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도
로·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새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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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 등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령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
역 제도로 지정하여, 사업자 스스로의 비용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 확보와 균형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현재 캄보디아의 인구집중 및 지

역간 개발 현황에 비추어 볼 때, 개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증대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2) 기반시설구축 기법에 대한 연혁적 검토

대한민국의 경우, 연혁적으로 정책적 필요에 따라 2002년 임의지정을 전제로
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임의지정), 2006년 전국적으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2008년 의무지정을 전제로 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로 변화하였다.

우선 대한민국의 현행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 혹은 전국적으로 부과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와 같은 형태를 캄보디아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경우 도시개발상황에 따라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제도

를 조정하여 왔다.

가령 전국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확대하거나, 특정 요

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구역지정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운용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 과정을 고려할 때, 캄보디아의 경우,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의 초기 단
계로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을 의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축소하기 보다는
개발상황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
다.

즉, 전국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기반시설부담지역지정을 의무

화할 경우, 초기 단계에 있는 캄보디아의 도시개발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생시
키거나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기반시설구축 기법으로 초기 도입하였던 2002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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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3) 법제 정비전략 제안

2002년 당시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시장 등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개발행
위가 집중되거나 대규모 형질 변경이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구 국토계획법 67조).72

2002년 당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는 개발 대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캄보디아의 현재 도시계획법제 정비상황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 등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있을 경우, 위 구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
는 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구 국토계획법 제68조).

위 기반

시설부담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행위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에는 도로, 공원,
녹지, 초ㆍ중ㆍ고등학교 용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캄보디아의 현행 도시계획법제에 특정지역의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설치의무
를 부담하는 내용의 제도를 신설하더라도 현행 체계와의 모순은 없을 것으로 보
이며, 위와 같은 기법을 통하여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의 기반시설을 설치함
으로써 재정의 균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대상지역 토지소유자 집단에 기한 도시개발 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72

Article 67 (Designation as Infrastructure-levy Areas)(1) The Special Metropolitan C
ity Mayor, a Metropolitan City Mayor,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
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Gun shall desi
gnate any of the following areas as infrastructure-levy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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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소유자 집단에 의한 도시개발 가능성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도시개발사업 실행을 전담한다면, 개발의 공공성
과 공평한 사회경제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재정 지

출이 필요하며, 위 사업 실패로 인한 위험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풍부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개발행위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은 담보될 수 있지만, 민간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사적 개발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논란도 발
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Ⅱ장 제3항에서 '조합&환지방식'의 도시개발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본 바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도시개발 초기부터 정부 및 민간사

업자가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대상 지역의 토지소유
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기존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
여 사업비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70년대 강

남개발에 환지방식을 사용하였으며, 환지방식으로 마련된 공공시설 용지를 통하
여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였다.

(2) 법제 정비전략 제안

조합 및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제도 도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제 정비 방향
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최초 「도시계획법」에 근거를 두었다가 1966년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으로 분리되었고, 현재 관련 제도와 종합하여 「 도시개발법 」 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캄보디아 도시개발 단계를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로
서 제정하기 보다는 「도시계획법」의 내용에 포함하는 형태로 제도를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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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운영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현행 「도시개발법」이 정하고 있는 규
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촉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
적인 입법형태는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도입을 검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조합&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기법의 확장성과 관련하여, 캄보디아의 1차 산
업이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방식은 도시개발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농경지의 구획을 조정하여 기계화가 가능한 형태의 농경지를 조성하여 농
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 제도 도입에 있어서 유의할 지점이 있다.

조합 및 환지방식 도시개

발의 장점은 정부의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대규모 자본을 확보할 여건이 완비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초기 투입자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의 비전문성 및 조합의 비민주적인 운영 등으로 인
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사익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이 진행될 위험도 충
분하다. 초기 단계 행정청의 적절한 계획수립과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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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결어
올해로 대한민국은 광복 70주년을 맞았다.

일제 강점기에 자행된 수탈, 한국

전쟁을 거치며 국토는 황폐화되었으나, 온 국민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산업화와 함께 도시도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인구도 크게 늘어났다.

인구증가 및 도시의 성장과 함께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회적ㆍ정책
적 판단에 따라 특정 도시를 개발할 필요성도 증가했다.

산업화 및 도시화, 인구

의 증가로 종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제반 문제들도 생겨났고, 위와 같은 문
제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 정비도 필요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의 도시개발에 관한 법제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물론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처하느라 여러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위
와 같은 경험 역시 향후 도시개발 법제를 개선하고 정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대한민국과 지리적ㆍ역사적ㆍ정치적ㆍ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
에 있다.

모두 식민지 제국주의, 이념대립의 피해자였음에도, 폐허에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은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도

시개발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초석이므로, 대한민국의 도시개발 법제에 관한
경험이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문에서는 그 기초작업으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베트남, 인도
네시아, 캄보디아)의 도시개발 법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동남아시아 국가

들 사이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계 법률이 없거나 존재하더라도 원론적
차원에서 규정된 경우가 많았다.

장차 구체적 쟁점이나 제도에 대한 현황을 비

교ㆍ분석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향후 법률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도움
이 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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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도시개발 법제를 동남아시아 국가와 공유하는 것은 비단 동남아
시아 국가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도시개발 경험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보다 많이 축적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가능한 개발”
이라는 공통의 과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법제 역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
기 때문이다.

이상의 검토를 토대로 동남아시아 국가별로 주요 법제 정비전략 제안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2.

베트남 도시계획법제 및 도시개발법제 정비전략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이미 법제수준이 상당 수준에 다다랐

고, 도시계획 및 개발사례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

또한, 베트남은 타국가에 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주도가 아닌 투자자(민간) 위주의 도시계획 및 개발법제를 취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이 대한민국의 법제를 도입한다면 구체적이고 세분화
된 제도의 도입 보다는, 법체계 적인 정비 위주의 정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에 관핞 기본 법제 제정(도시계획의 상위

계획에 대한 법제 마련), 도시개발, 도시정비 및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기본법제
제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제도 중에서는 국토계획법상 난개발 방지를 위한 용도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제도, 도시개발방식 중 조합&환지 방식의 도입을 제안해 볼만하다.

베트남에 우리나라 도시계획 및 개발법제를 도입할 때에는 토지국유제도, 투
자자(사인) 위주의 법체계 등 베트남 법제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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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네시아 도시계획법제 및 도시개발법제 정비전략
인도네시아에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공간계획법과 국가개발계

획법이 마련되어 있다.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개발의 기본 체계는 마련되어 있으

나, 두 법 사이의 유기적 관계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도시와 지방의 차이, 도시
내에서도 각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개발을 진행할 정도로 세부적인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인도네시아에 대한민국의 법제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착안하여
해결책 및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도시개발에 관한 대

한민국의 법제사를 검토해 보더라도, 당시의 상황에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도시의 인구 집중화 문제이다.

대한민국 역시 위와

같은 문제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여 통합적인 도시
개발 정책을 진행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제, 지구

단위계획제도,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기반시설연동제도, 토지적성평가 제도는 인
도네시아의 도시 집중화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도시개발에 필요한 비용이나 인력 수급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면, 조합 방
식의 민간 참여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보다 충실한 도시개발이 진행되려면, 개발제한구역이나 주민참여와

같은 대한민국 법제를 인도네시아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간계획법과 국가개발계획법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 방향은 규정하고 있으나, 각 규정들이 대부분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
어 본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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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캄보디아 도시계획법제 및 도시개발법제 정비전략
캄보디아정부는 사각전략 3단계(RECTANGULAR STRATEGY Phase Ⅲ), 국가

개발계획 2014-2018(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PD 2014-2018) 등의 국토
개발전략에 기하여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 정비 차원에서 도시계획이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며 도시개발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초기 법제 정비단계에 있다.

전체 법체계의 관점에서 별도의 도시개발법의 신설을 검토할 수 있으나, 캄
보디아의 현행 도시계획법 체계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1971년 당시와 같이 도
시계획법제 내에 도시개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인 도시개발 기법과 관련하여,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

발과 더불어 '대상지역 토지소유자 집단에 의한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기법'
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는 내란 과정에서 침해된 부동산소

유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위
제도의 도입은 캄보디아의 현황에도 부합할 것이다.

캄보디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정책을 강화시키고 도시계획
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가령 특정 지역에 대한 구

체적이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도시계획 수립의 근거를 도입함으로써,
특정 지역 내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도시계획 수
립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현행 국토계획법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유사한 배경에서 도입되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캄보디아의 도시화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하
여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개발행위가 집중되거나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 정부는 국토 전반에 걸쳐 기반시설

153

|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정비전략 |

설치 비용을 형평에 따라 배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자로서도 기반시
설의 설치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고 개발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캄보디아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법제 정비단계에서 초기 개발 단계
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토관리법에서 특정 사회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 및

설치사업 실시에 대한 근거를 두고, 도시계획체계를 세분화하는 등의 법제 정비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방식에 있어서도,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

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 초기 개발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지방식의 도입
도 필요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캄보디아의 도시계획법제는 초기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도시계획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서 조차 발간되어 있지 않으며, 개별 규범은 형성
과정에 있거나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실무와의 운영과도 괴리가 존재한
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 도시계획법제 및 정부의 개발계획 등을 기반으로 진행

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지방정부 중

심으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 과정 및 도시계획 형태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는 거
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현지 실사 및 후속 연구가 진행된
다면 입체적인 도시개발 법제 정비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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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THE GOVERNMENT
-------No.: 11/2013/ND-CP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Independence - Freedom – Happiness
---------------Ha Noi, January 14, 2013
DECREE

ON INVESTMENT MANAGEMENT OF URBAN DEVELOPMENT
Pursuant to the Law on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dated December 25, 2001;
Pursuant to the Law on Construction dated November 26, 2003; Law No. 38/2009/QH12 of 2009
on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relating to the investment in
capital construction dated June 19, 2009;
Pursuant to the Law on Real Estate Business dated June 29, 2006;
Pursuant to the Law on urban planning dated June 17, 2009;
At the proposal of the Minister of Construction;
Government issued Decree on the investment management of urban development;
Chapter 1.
GENERAL REGULATION
Article 1. Scope of adjustment and subject of application
1. Scope of adjustment:
This Decree regulates activities related to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including: urban
planning; formulating and publishing plans to deploy the areas of urban development;
performing investment in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transfer of investment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2. Subjects of application
This Decree applies to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the country and abroad involving in
activities related to the investment in urban development.
Article 2. Explanation of terms
In this Decree, the terms are construed as follows:
1. Urban development area is an area identified for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in a certain
period. The urban development areas include: new urban development area, expanded urban
development area, renovation area, conservation area, urban reconstruction area and specific
functional area.
Urban development area may include one or more urban functional areas. The urban
development area may be within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of one or more provinces or cities.
The urban growth area may include one or more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s.

2. New urban development area is an area expected to be formed a new urban center in the future
under urban planning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nd invested in new construction
synchronizing with the urban infrastructure.
3. Expanded urban development area is the urban development area including the existing urban
area and new urban area with a synchronous connection with the urban infrastructure.
4. Urban improvement area is the urban development area which is invested in construc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existing urban center, but does not alter the basic urban structure.
5. Urban conservation area is the urban development area in order to preserve and refurbish
urban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6. Urban reconstruction area is the urban development area which is newly built on the floor of
the old buildings demolished of the existing urban center.
7. Specific functional area is an urban development area to form specific functional areas such as
economic, tourist and resort areas, college campuses, etc.
8.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 is the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of a building or a
complex of buildings in an urban development area decided and publish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 including project of urban center construction and
building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in urban centers.
9. Urban center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is a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of buildings
(which may include: housing, infrastructure, public buildings, etc.) on an assigned land area in
the urban development area under the planning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Urban center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includes the following types:
a) New urban center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is a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of a
new construction urban center on a land area converted from other land types to urban
construction land;
b) Urban reconstruction project is a project which shall build new architectural buildings and
infrastructure on the floor of current buildings demolished under the urban planning which
hectaress been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c) Urban renovation and refurbishment project is the upgrading and renovation of exterior side
or building structure in the existing urban areas without any Change of more than 10% of the
land use criteria of the area;
d) Urban preservation and refurbishment project is the preservation and refurbishment of cultural,
historical and architectural values of the buildings and landscape in the area of urban cultural
heritage;
e) Project construction is mixed urban construction projects in urban areas thectarest can include
newly-constructed building, renovated and refurbished buildings.
10. Building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in urban center is the new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either expanding or renovating and refurbishing of architectural buildings and
infrastructure.

11. Investor is organization or individual with capital or person assigned to manage and use
capital in order to invest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12. Level 1 investor is the person assigned by the State to implement the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 The level 1 investor may be:
a) Functional State management agencies;
b) Management Board of construction investment assigned by the competent state agencies
c) Enterprises of all economic sectors, cooperatives;
d) Political and socio-professional organizations qualified as prescribed by law.
13. Secondary investor is the level 2 investor or investor of subsequent levels involved in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 through the lease, assignment or transfer of land use right with
infrastructure under the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 for investment in building
construction.
14. Urban services are public services provided in urban areas such as: management,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system of technical infrastructure; hygien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park and tree management; urban lighting, water supply and drainage; condominium
management; funeral services, waste treatment; public transport; protection of order and security
in the urban development area; health, education, commerce, entertainment, sports and other
public services.
Article 3. Principle of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1. Ensuring the consistent master plan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localities and nation,
complying with construction planning, urban planning, urban development deployment plans,
law on construction investment and related laws.
2. Ensuring the uniform development of technical infrastructure, social infrastructure, urban
landscape and architecture in association with national security.
3. Ensuring the exploitation and use of resources economically and efficientl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ponse to climate Change, natural disasters aimed at sustainable development.
4. Making a good living environment for urban residents;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community in hectaresrmony with the interests of the State and the investors.
5. Preserving and promoting the national cultural identity, preserving and refurbishing cultural
and historical remains.
Article 4. Land reserved for urban development
1.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shall assign Service of Construction as the focal agency to
develop the urban development programs for the whole province and each urban center for
submission to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for approval.
2.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based on urban planning and urban development
programs, plans for urban development area implementation, land use plan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s responsible for directing organizations to provide land for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s in the urban development area which hectaress been published.

3. Provincial and district-level People's Committee as decentralized shall organize the
implementation or guide the investor to carry out the compensation, assistance and resettlement
upon land recovery as prescribed by regulations of the law on land.
4. The allocation or lease of land for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is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selection of investors via the forms of appointment, bidding, land allocation for construction
of public housing or auction as prescribed by law.
5. The recovery of the whole or part of the land allocated or leased for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s which hectaresve not been implemented or are due to slow progress is mad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law on the land.
6. Land for construction of public housing and resettlement housing must be identified as soon as
formulating and approving the subdivision planning scheme and detailed planning.
7.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s shall specify the areas permitted to execute the transfer
of land use right with the complete infrastructure investment for people to build their own houses
under detailed planning of the project which hectaress been approved, after having the written
consent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rticle 5. Investment capital for urban development
1. Investment capital for urban development areas include: the state budget, official development
aid (ODA) and capital from other economic sectors.
2.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s are entitled to use existing investment funds (including:
local development investment fund, land development fu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fund,
housing development funds, etc.) to create investment funds for urban development areas.
Article 6. Encouragement, supporting and incentive for investment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1. The State hectaress policies to encourage, support and favor the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s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riteria:
a) Investing in construction framework technical infrastructure, social infrastructure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without capital recovery and not in the list of the buildings in which the investors
are required to invest;
b) Investing in public housing, relocation housing and renovating and rebuilding residential areas,
old condominiums in accordance with the law;
c) Investing in housing construction for lease;
d) Investing in construction of buildings with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which are
environmentally friendly.
2. The State has supporting policies including:
a) Promptly publishing and providing free of charge information on the planning and deployment
plan of urban development area.
b) Supporting the investment in project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public services to the area.
3. Other incentive cases as prescribed by law.

Chapter 2.
URBAN DEVELOPMENT AREA
Article 7. Requirements for the preparation, appraisal and approval of urban planning
1. The formulation, appraisal and approval of construction planning, urban planning are
implemented as prescribed by the Law on Construction, Law on Urban Planning and related
guiding documents.
2. For urban areas are expected for expansion of the boundaries or urban development areas with
the anticipated population size equivalent to the level I urban center or more,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s shall hectaresve to submit tasks and general scheme to be apprais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submitted to the Prime Minister for approval.
3. Within 30 days after the general scheme is approved,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direct the subdivision planning for approval as prescribed.
4. For the subdivision scheme with the population size equivalent to grade IV or more at special
urban centers, level 1 urban centers and the centers with the scale determined in the master plan
approved equivalent to level-1 urban center,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consult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before the approval of the competent agency;
5. The time limit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shall consider and give opinion on subdivision
scheme specified in Clause 4 of this Article shall not exceed 15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written consultation and dossier of planning scheme.
Article 8. Responsibility for preparation of dossier to propose urban development areas
Based on the master plan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 regional construction planning,
general urban planning, subdivision planning, urban development program,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prepare proposal dossier of the urban development areas for
submission to the Prime Minister or make a decision on urban development areas under the
authority specified in Article 9 of this Decree.
Article 9. Authority to decide on urban development areas
1. The Prime Minister shall decide on the following urban development areas after obtaining the
appraisal opinion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on the contents specified in Clause 3 of this
Article:
a) Urban development areas in the urban centers with the general planning scheme under the
approval authority of the Prime Minister;
b) Urban development areas within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of two or more provinces;
c) Urban development areas in order to form a new urban center with the population size
equivalent to level IV or more under the approved plan;
d) Urban development areas hectaresve important implication on security and national defense.
2.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decide on the remaining urban development areas.
3. Appraisal contents to propose the urban development areas:

a) The conformity with the master plan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orientation of master
plan of national urban systems, planning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other sectors associated
with national security;
b) Conformity with the master plan, subdivision planning and urban development programs
which hectaresve been approved;
c) The feasibility of implementation plan for urban development area
4. The number of dossier proposing the urban development areas sent to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for appraisal is 10 sets.
5. The time for appraisal of proposal dossier shall not exceed 30 working days.
6. Content of the Draft of Decision on approval of the urban development area shall comply with
the form in the Appendix attached to this Decree.
Article 10. Content of proposal dossier of urban development areas
1. Report
2. Summary report on urban development area is expected to include
a) Name of urban development area
b) Location and boundaries of the urban development area (with schematic illustration);
c) Describing the current state of urban development area;
d) Explanation about the foundation of urban development areas;
e) Nature / main functions of the area
g) Introduction of the basic content of the approved urban master plan;
h) Implementation plan for urban development area;
i) Estimated time limit of implementation
k) Preliminary estimates and expected investment resources for urban development;
l) Proposal of the form of management or establishment of the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as prescribed in Article 13 of this Decree. New establishment or use of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available to manage each urban development
area;
Article 11. Content of implementation plan of urban development area;
1. Determining the list of projects in the urban development area on the basis of the subdivision
planning for level IV urban city or higher, the master plan for level V urban cities and specific
functional areas.
2. Determining the order of construction, implementation progress of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technical infrastructure
projects and some urgent social infrastructure works of the area before implementing the
component projects.
3. Relocation and resettlement.plan

4. Capital plan and capital mobilization model.
5. Organization of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under capital mobilization models.
Article 12. Publication of urban development area and implementation plan.
1. Within 30 days after the decision on approving the urban development areas,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s shall publicize the urban development areas and implementation
plans; providing information and creating favorable conditions for investors to invest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2. The publication of urban development areas and the implementation plans are carried out
through mass media and other means in accordance with local conditions.
3. The publication includes the main content of the Decision on approving the urban
development area and implementation plan for urban development area for the investors to know,
choose and make decision on investment in projects.
Article 13.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1. Location, function of the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a) Depending on local conditions, the Chectaresirman of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decide to set up the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lause 2 of this Article, the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is the
non-business unit under the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Having legal status and seal, subject
to the direction and managemen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subject to the direction, professional instruction of the Service of Construction and
the local Services of specialized management;
b) The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hectaress the functions to help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implement a number of tasks of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management in the area of urban development area including: Managing and
supervising the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as planned; ensuring synchronous
connection and managing the system of framework technical infrastructure, technical
infrastructure connection between projects in the construction investment phectaresse; directly
managing projects using state budget capital assigned by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s; performing some other tasks on implementing urban development areas assigned
by the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2. Cases of establishment or dissolution of the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a) The urban development areas must hectaresve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including: urban development area in the urban centers with the general planning scheme under
the planning authority of the Prime Minister; the urban development areas are specified in
Clauses 2, 5, 6, 7, Article 2 of this Decree;
b) Except for the urban development areas which must hectaresve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specified at Point a, Clause 2 of this Article, for the remaining urban
development areas, the Chectaresirman of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base on the
local urban development needs to decide on the establishment or non-establishment of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c) Depending on the needs of urban development, scale and importance of the urban
development area and the conditions for local socio-economic development, a province may
establish one or more of the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one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can also be assigned to manage one or more urban
development areas;
d) For urban development areas of the two provinces or more,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in
collaboration with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 concerned to establish a coordination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to direct and support the local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to synchronously implement the investment process of urban development;
e) Chectaresirman of the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shall decide to dissolve the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after the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hectaress completed its assigned task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r those tasks are transferred
to the another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3. Duties and power of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a) Assuming the prime responsibility and coordinating with relevant agencies to build the fiveyear and annual plan to implement urban development areas for the submission to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for approval and implementation;
b) Organizing activities to promote investment in the urban development area; studying and
suggesting preferential policies, specific mechectaresnism applied to the construction investment
activities in the urban development area;
c) Planning the selection of investor of projects of urban development for the submission to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for decision; guiding and assisting investors in the process
of investment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projects of urban development;
d) Organizing the management or implementing investor function for projects in the urban
development area with the use of state budget assigned by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e) Monitoring and supervising the implementation of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s to
ensure the conformity with the planning and progress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of project
approved; summarizing, proposing and coordinating with the competent agencies to hectaresndle
problems and difficulties arising in the course of investment implementation;
g) Assuming the prime responsibility and coordinating with other agencies, service providers,
investors to ensure the synchronous connection and management of framework technical
infrastructure, technical infrastructure connection between the projects in the construction
investment phectaresse until the completion of the hectaresndover to urban authorities;
h) Building the database system, providing information on urban development area; summarizing
and making report to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every 6 months, annually or irregularly on the implementation situation of investment projects
and deployment plan of urban development area assigned for management;
i) Performing other duties and powers on management of investment and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within the urban development area assigned or authorized by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as prescribed by law.

4. The operating expenses of the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are partially
guaranteed from the budget, the cost of management of projects assigned and from the service
revenue as prescribed by law.
Chapter 3.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
SECTION 1. URBAN AREA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Article 14. Detailed planning of project
1. The formulation, appraisal and approval of the detailed planning of urban area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shall comply with regulations of the law on urban planning.
2. The adjustment of the detailed planning of the project must comply with the regulations of the
law on urban planning and must not exceed the satisfaction ability of the urban infrastructure
system determined in the scheme of urban planning approved without adversely affecting the
urban landscape or reducing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the area.
3. The preparation and adjustment of the detailed planning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must
identify technic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space of common use to layout lines, technical
tanks, trenches and tunnels.
Article 15. Management of construction investment implementation
The formulation, appraisal, approval and management of implementation of the urban center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shall comply with the regulations of the law on construction, this
Decree and relevant laws.
Article 16. Conditions as being project investor.
1. For investor as state agency:
a) Having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b) Having rational proposal of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planning and urban development
area deployment plan.
2. For investor as enterprise:
a) Having registered busines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Enterprise Law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s and eligible under the provisions of the Law on real estate business
(if the project has business products);
b) Having investment capital in its own not less than 15% of the total investment of the project of
land use scale less than 20 hectares, not less than 20% of the total investment of the project of
land use scale from 20 hectares or more for urban area investment construction projects;
c) Having investment capital in its own not less than 20% of the total investment of project for
the remaining projects.
Investment capital owned by investors specified at Points b and c said above must be the real
capital of the investor as of the year preceding the year the investor hectaress implemented the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s and presen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investor

and must be certified by an independent auditor. Where enterprises and cooperatives are newly
established, there must be a written confirm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y as prescribed by law.
d) Having rational proposal of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planning and urban development
area implementation plan.
e) Having management staff and qualified and experienced human resources and committing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ent and progress of projects approved.
3. For investor as political, socio-political, professional-social organization;
a) Having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
b) Having rational proposal of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planning and urban development
area implementation plan.
c) Only implementing project within the scope of land use assigned by the competent state
agencies for management and use in service of activities under functions and tasks assigned.
Article 17. Obligations of level 1 investor.
1. Making detailed planning (if the project area does not hectaresve the approved detailed
planning), urban design and urban center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for the submiss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for approval and complying with the detailed planning which hectaress
been approved.
2. Implementing the construction investment of works in accordance with the detailed planning
and progress of the project which hectaress been approved.
3. Investing in construction of technical infrastructure works and social infrastructure to ensure
the synchronization with the infrastructure system of the surrounding area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ogress of project implementation approved.
4. Ensuring temporary connection between the technical infrastructure in the project area with
the technical infrastructure systems outside the scope of the project in the event the technical
infrastructure system outside the scope of the project hectaress not been invested in accordance
with the planning approved.
5. Implementing the requirements of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on the contribution
for the area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land area with the infrastructure to create
fund to build social housing under the provisions of the law on housing.
6. Organizing activities to provide housing management services, technical infrastructure system
and other urban services within the scope of the project pending the hectaresndover.
7. Managing the operation and ensuring the quality of the works which are not transferred or
haven’t been transferred to local authorities.
8.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truction investment of the secondary investors (if
any) in accordance with the detailed planning and progress of the project which hectaress been
approved.
9. Guiding procedures and coordinating with the secondary investors (if any) to perform the
procedures for the transfer of land with the technical infrastructure or other products of the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law.

10. Other obligations as prescribed by law.
Article 18. Obligations of secondary investor
Secondary iInvestor shall hectaresve the obligations stipulated in Clauses 1 through 8, Article 17
of this Decree.
2. Secondary investors shall be subject to the management of the level 1 investor in the
construction process, ensuring the compliance with the detailed planning which hectaress been
approved, carrying out the construction investment in accordance with contract signed between
the two parties, the regulations of the law on construction and related laws.
3. Other obligations as prescribed by law.
Article 19. Change of investor
1. Change of investor is the investor transfers the entire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 to
another investor.
2. The change of investor must not alter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 and must ensure the
interests of customers and other parties concerned, comply with the regulations of the law on the
management of budget-funded projects (if any), law on investment and real estate business and
other relevant laws.
3. The change of level 1 investor must be approved in writing by the competent state agency.
The competent agency making decision on selection or assigning the investor to carry out the
project is the agency having the authority to approve the Change of investor. The investor shall
send a report and the related legal documents (05 sets) on the Change of investor to the
competent state agency said above. The response time by competent state agency shall not
exceed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dossier from the investor.
4. The new investor must ensure to meet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in Article 16 of this Decree.
Article 20. Investment approval
1. The selection of investor is implemented in the form of land use right auction, project bidding
or application of form of direct appoint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e law on land, housing and
relavant laws.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make a decision on the selection of
investor based on the results of bidding, auction or on assignment to investor in case of direct
appointment.
2. As for the budget-funded projects, the person with the authority to make decision on
investment is the person with authority to select the investor.
3. Once selected, the project investor shall prepare dossier to propose the investment approval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6 of this Decree, present it to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for consideration of investment approval or submiss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to
decide on investment approval of the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21, 22,
23, 24 and 25 of this Decree.
4. The decision on investment approval by the competent authority is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investor to present it to the competent agencies for assessment, approval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

Article 21. Authority to approve investment for project of new urban center construction
investment
1. The Prime Minister shall decide on investment approval after obtaining the appraisal opinion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for the following cases:
a) Project with the scale of land use from 100 hectares or more;
b) Project within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of two or more provinces or area Having
important implications on security and national defense.
2.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decide on investment approval for the projects with
the land use scale from 20 hectares to less than 100 hectares after obtaining written consent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3.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decide on investment approval of the remaining
projects.
Article 22. Authority to approve investment for urban area reconstruction project.
1. The Prime Minister shall decide on investment approval after obtaining the appraisal opinion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for the projects with the land use scale of 50 hectares or more
and the projects located in the area with important implications security and national defence.
2.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decide on investment approval after obtaining the
written consent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for the projects with the scale of land use from
10 hectares to 50 hectares; projects in the area with restricted development or historical inner city
(identified in the general planning schemes) of special grade urban center; projects under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emains which are recognized as national, special national-level
heritage.
3.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decide on investment approval for the remaining
projects.
Article 23. Authority to approve investment for conservation and refurbishment project of
urban area.
1.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decide on investment approval after obtaining the
written consent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for the following cases:
a) Projects in the area having important implications on security and national defence, nationallevel and special national-level remains areas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urban
centers;
b) Project in the area with restricted development or historical inner city (identified in the general
planning scheme) of special grade urban center.
2.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decide on investment approval for the remaining
projects.
Article 24. Authority to approve investment for renovation and refurbishment project of
urban area.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decide on investment approval for the above projects
regardless of size under regulation of the law on construction, this Decree and relevant laws.

Article 25. Authority to approve investment for mixed urban area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s
1. Following the regulations applicable to urban reconstruction project if the project boundary
includes:
a) Area of reconstruction of project has scale of land use from 10 hectares or more.
b) Area of reconstruction of project is located in: area with important implication on security and
national defence; area with restricted development or historical inner city (identified in general
planning scheme) of special grade urban center, urban center with remains recognized as
national-level or special national-level heritage by the competent authority.
2. Implementing under regulations as for new urban area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for the
remaining projects.
3. Additionally implementing regulations as for conservation and refurbishement projects in
Article 40 of this Decree if in the project boundary includes works identified as cultural heritage
by competent authorities.
Article 26. Dossier to propose investment approval
Dossier includes:
1. Written proposal for investment approval of project implementation.
2. Decision on approving the result of the selection of investor or decision on investor
appointment or documents certifying the use land right in case the investor is the owner of the
land area of the project.
3. Project dossier is specified in Article 32 (excluding: miniature model of the project area as
specified in Clause 3 of Article 32).
4. Attached legal documents: Decision on approval of urban development area and
implementation plan for urban development area; dossier of detailed planning; dossier to prove
investor’s financial capacity, appropriate investment experience and management for project
implementation and other relevant legal documents.
Article 27. Time limit for appraisal of dossier to propose and decide on investment
approval
1. For projects under the authority to decide on investment approval of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without consulting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appraise and decide on investment approval, the time limit is 45
working days maximally from the date of receipt of valid 10 dossiers from investor as specified
in Article 26 of this Decree.
2. For projects under the authority to decide on investment approval of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with the consultation from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Within 07 days
from the date of full receipt of 16 sets of valid dossier as specified in Article 26 of this Decree,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send written consultation together with 01 dossier
to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Within 15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official
dispatch for consultation,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shall reply in writing to the provincial-

level People's Committee under the contents specified in Article 28 of this Decree. In case of
necessit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shall consult the Ministries, sectors concerned. For
projects in this case, the time limit for reply in writing from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shall
not exceed 30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official dispatch for consultation. The
time limit for decision of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is 15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written reply from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3. For projects under the decision authority of the Prime Minister,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send 10 sets of dossier to propose investment approval to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for appraisal.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shall receive, check the dossier and
send it for consultation to the Ministries and sectors concerned within 07 days from the date of
full receipt of valid dossier as specified in Article 26 of this Decree. Within 15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official dispatch for consultation, the Ministries and sectors
responsible shall give response. Within 20 working days of receipt of response dispatches from
the Ministries and sectors concerne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shall submit written appraisal
to the Prime Minister as specified in Article 29 of this Decree. The Prime Minister shall decide to
assign the investor to carry out the project within 30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written appraisal from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rticle 28. Content of consultation on proposal of investment approval for project
implementation.
1. The compliance with urban planning, urban development programs, urban development area
and implementation plan for urban development area have been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e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relevant laws.
2. The factors ensure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including: the need for
investment; project progress; social and economic efficiency of the projects associated with
security and national defence.
Article 29. Appraisal content of proposal for investment approval for project
implementation
1. Factors ensuring the compliance of the project with the urban planning, program for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development area and implementation plan for urban development area
have been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e consistency with limits on the size of the
population of the project area, the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s of relevant laws.
2. Factors ensuring the feasibility of project include: Demand for land use, natural resources (if
any); factors affecting projects such as national defense, security and environment.
3. Factors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include: the need for investment; project
progress; socio-economic efficiency of the project.
Article 30. Content of Decision on investment approval
Decision on investment approval has the main contents as follows:
1. Name of project and investor;
2. Location, boundaries, land area of the entire project;
3. Objectives of the project;

4. Investment form;
5. Preliminary content of the project (work, products, etc.);
6. Estimated total investment;
7. Investment capital;
8. Time and progress for expected implementation; investment phases (if any);
9. Method of allocation or lease of land, transfer of land use right (if any);
10. Land for construction of social housing, rental housing or financial contributions (if any);
11. Infrastructural works are transferred to the State;
12. Provisions for the parties involved in construction management, operations, sales and transfer
of works;
13. Decisions on support, incentives of the State for the project as prescribed;
14. Obligations of investors to the State and locality;
15. Estimated administrative unit for the project, regulations on coordination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administrative transfer, security and public services between investor and local
agencie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until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Article 31. Foundation to set up project
1. General planning, subdivision planning and detailed planning;
2. Implementation plan for urban development area.
3. Decision on approval for the result of the selection of investor or decision on investor
appointment, or documents certifying the land use right in case the investor is the owner the land
lot of the project.
4. Other relevant legal documents
Article 32. Dossier of project
1. Explanation about project with the main contents as follows:
a) Necessity and legal foundation of the project;
b) Form of investment and investor;
c) Size, area, surface boundary and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land lot;
d) Plan for site clearance and resettlement and vocational training support, job search for workers
in the site clearance area;
e) The number and percentage of different types of houses, apartments, plans for product
consumption; solutions and plans for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services and other urban
services;
g) Explanation about economic and technical investment, the business plans for capital recovery;
total investment; effectiveness of social and economic investment; Specifying the allocation and

transfer of land use right, land lease or use of land fund to generate capital to build infrastructure
to determine the source of capital for stages of investment and business;
g) Explanation about capacity and experience of investor about finance, investment and
appropriate management for project implementation;
h) Method of implementation
- Form of project management;
- Investment phase, progress and method of implementation.
2. Dossier of basic design of the project.
3. Dossier of urban design and miniature model of project area.
4. Dossier of component project in service of resettlement and site clearance (if any).
5. Coordinating contents between investor and local authority as follows:
a) Investment in building infrastructure projects outside the fence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of
the State through the project area;
b) Investment in building administrative offices and social infrastructure (if any);
c) Infrastructural items transferred without compensation (if any) and the progress of the
transfer;
d)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public services and other urban services;
e) Determination of the obligations, responsibilities and relationships between the investor of the
project with relevant subjects in the above coordination contents;
g) Proposals for support and incentives for the project;
g) Proposal for administrative management, new administrative units and plan to for transfer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to the local authorities (if any).
Article 33. Adjustment of project
1. Where investors have request for change and addition of one of the following contents:
objectives, scale, land-use functions, product structure, there must be a report together with 05
sets of dossier of project adjustment for submission to the competent agency for investment
approval.
2. The competent agency for investment approval of the project shall have the authority to
consider and give written reply to the change and addition of contents of the project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The time limit for consideration and reply in writing is within 30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dossier of project.
3. For projects subject to consultation or appraisal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before
submiss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for consideration and approval, the investor must submit
03 sets of dossier to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for consultation. The time limit for
consideration and reply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shall not exceed 15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documents and dossier of the project from the investor. In case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must consult the relevant Ministries and sectors, the total review time to answer

shall not to exceed 30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documents and dossier of the
project from the investor.
4. The adjustment, appraisal and approval of the project after adjustments are made under
regulations of the law on construction and relevant laws.
Article 34. Progress of project implementation.
1. The organization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shall ensure the progress of the project and
progress of the general implementation of the whole urban development area.
2. Where the investor has proposal to adjust the project progress leading to slowly put it into
operation, use, the investor must have a written explanation and be approved in writing by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The time limit for consideration and reply of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not exceed 30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written proposal and explanation of the investor.
3. The handling of the case of violation of the progress of the project shall comply with the
regulations of the law on construction, land and related laws.
Article 35. Investment in building social infrastructure
1. Investors must build comprehensive social infrastructure, with the schedule in line with the
housing building, ensuring quality of service to meet the needs of the people to live.
2. Where the local government directly invests in the construction of social infrastructure in
urban centers with funds from the State budget, the unit assigned by the State to be the investor
of works construction must implement the construction of these works in line with progress of
the approved project and ensure the consistency of the overall project as secondary investor.
3. Where the local government can not allocate budget to build this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plan of the project, the investor shall implement the construction construction
investment of these works in appropriate form (such as BT, BOO ...).
Article 36. Completing, transferring and putting works into operation and use
1. Procedures for works completion:
a) The acceptance of completed works shall comply with the regulations of the law on quali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works;
b) The filing of the work is done in accordance with the law for storage, law on construction law
and other relevant laws.
2. Investors must complete the procedures for recognition of land use right and ownership of the
works in accordance with the law for works completed to put it into operation and use.
3. Transferring and operating technical infrastructure and social infrastructure
a) For works of technical infrastructure and social infrastructure completed, the investor shall be
entitled to operate or transfer it to the receiving party to manage and 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objectives of the project.

The investor shall take responsiblity for the quality of works and must guarantee the transferred
works in accordance with the law. For works used, before the transfer, conduct assessment of the
quality, value and complete the necessary maintenance work.
b) For works of technical infrastructure and social infrastructure not transferred or not yet
transferred, the investor is responsible for management and ensure quality of operation.
c) The receiving party of transfer is responsible for managing and operating works in accordance
with the function and maintaining works under the regulations of the law on construction.
For works of which the receiving party of transfer has been identified in the content of project,
that party has the right and obligation to manage the quality and accept the works during the
construction until it is completed, transferred and put into operation.
d) The procedures for works transfer shall comply with regulations of law together with as-built
dossier and estimate of works construction investment.
4. For works which need the transfer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to the local authorities, the
investor must plan and implement the transfer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to the local
authorities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38 of this Decree. While it is not possible to make the
transfer of the entire project, the investor must coordinate with the local administrative
management units to deal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households moving in.
Article 37. Urban services
1. Investor of project shall organize the operation and supply of urban services, ensure to serve
the needs of moving-in resident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 until it is
transferred to the government or other organizations and enterprises managing professional
services.
2. Local authorities are responsible for preparing the necessary conditions and direct the transfer
of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urban services to organizations, business managing
professional services.
Article 38. Transfer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1. Based on the progress of the investment, construction and business of the project, the investor
shall coordinate with the local government to make plan to transfer administrative management
in the project area, submitting it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approval so that the parties
concerned can implement it, including:
a) The coordination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between the investor with administrative
management unit in the period of no transfer identified in the Decision on investment approval.
b) Transfer of management upon completion of works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use as
prescribed.
c) Transfer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upon completion of the entire project.
2. The Service of Home Affairs and the district-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direct the transfer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at the request of the investor and the approved plan. The order and
procedures for transfer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shall comply with the regulations of the
law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3. Transfer deadline is no later than 3 months after the end of the project by the investor as well
as completion of other responsibilities as prescribed by law.
4. Administrative management units must notify the head office and organize the structure
consistent with the transferred management scale to implement administrative management to
ensure the rights of moving-in residents.
Article 39. Capital mobilization and product business of project
1. Investors may mobilize capital as prescribed by law in order to implement the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and progress of the project approved.
2. Products of the project include: land with infrastructure, housing (villas, attached houses,
apartments), infrastructural works and other works.
3. The business of the project products mus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Decree, the law
on real estate business, law on housing and the relevant laws.
SECTION 2. URBAN WORKS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
Article 40.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of construction investment for urban works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s
1. The urban works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s are implemented as prescribed by law on
construction.
2. For special urban centers: the works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s in areas with restricted
development or historical inner city (identified in the general planning scheme), before the
approval of project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take the written consent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on the contents specified in Clause 3 of
this Article.
3. Consultation contents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 The compliance with urban planning, urban development area and implementation plan for
urban development area has been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e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s of relevant laws;
b) Factors ensuring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include: the need to invest;
objectives and progress of the project; socio-economic efficiency of the project.
4. For projects specified in Clause 2 of this Article, within 7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official dispatch from the investors and 15 sets of dossier of the project (specified by law on the
management of works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s),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send written consultation (accompanied by 01 set of dossier of the project), to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Within a maximum of 15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official dispatch for consultation,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has written reply to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s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s specified in Clause 3 of
this Article.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s shall have the written approval so that the
investor can carry out the project within a maximum of 15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written consent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5. For conservation and refurbishment project of cultural heritage works

a) The project implementation does not absolutely change or damage the value of cultural,
architectural and historical…values of original works;
b) The preparation, appraisal, approval and development of implementing conservation and
refurbishment projects in the urban development area shall comply with the regulations of the
law on cultural heritage, law on construction, this Decree and relevant laws;
c) For conservation and refurbishment projects for works ranked as national remains and special
national remains, within 7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port submission and 10 sets of
dossier of investor,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seek the written consent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before the agency with authority to approve the project. Within a
maximum of 15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official dispatch for consultation,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is responsible for response of the contents specified in Clause 3 of
this Article;
d) For conservation and refurbishment projects ranked as provincial-level remains, the investors
should consult the Services: Planning and Architecture, Construction, Culture, Sports and
Tourism for the submission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before approval of the project. Within a
maximum of 15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official dispatch for consultation
and the project dossier, the Services said above shall reply in writing.
Chapter 4.
RESPONSIBILITIES OF STATE MANAGEMENT AGENCY
Article 41. Ministry of Construction
1. Uniformly managing the urban development nation-wide.
2. Building orientation, strategies, master plans for development of national urban systems,
programs, national key projects of urban development, objectives in the field of urban
development in the task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in each period for the
submission to the Prime Minister for approval and implementation.
3. Developing and submitting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promulgation or promulgating
under the authority the mechanism, policies, legal documents on management of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olicies, management solution of urbanization process, urban
development management models and guidance and inspection of the implementation.
4. Assuming the prime responsibility and coordinating with relevant ministries and sectors and
localities to control the urban development process to ensure the compliance with the master plan
for development of national urban system, urban planning and urban development plans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5. Assuming the prime responsibility and coordinating with relevant ministries and sectors to
appraise the planning schemes under the approval authority of the Prime Minister specified in
Clause 2, Article 7 of this Decree.
6. Having the consent in writing for the approval of subdivision planning schemes from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as specified in Clause 4, Article 7 of this Decree.

7. Assuming the prime responsibility and coordinating with relevant ministries and sectors to
appraise the proposal for urban development areas under the decision authority of the Prime
Minister specified in Clause 1, Article 9 of this Decree.
8. Assuming the prime responsibility and coordinating with relevant ministries and sectors to
appraise the proposal for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s under the approval authority of
the Prime Minister in accordance with Clause 1 Article 21, Clause 1, Article 22 of this Decree;
have consent in writing for the investment approval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from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as specified in Clause 2, Article 21, Clause 2, Article 22 and
Clause 1, Article 23 of this Decree.
9. Having the consent in writing for the investment approval of urban works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s from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as specified in Clause 2,
Article 40 of this Decree.
10. Organizing the building and management of database system, providing information on
urban development nationwide.
11. Guiding, examining, inspecting, and settling complaints and denunciations and handling
violations in the field of urban development under the authority.
12. Performing other tasks on the management of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assigned or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or the Prime Minister.
Article 42.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1. Assuming the prime responsibility and coordinating with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the
Ministry of Finance to plan the allocation of capital for construction of investment projects of
urban development invested by the central budget; ODA mobilization for programs and projects
to support the urban development, renovation of upgrading.
2. Assuming the prime responsibility and coordinating with the ministries and sectors concerned
in guiding the localities to implement the investment incentives for the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s.
Article 43. Ministry of Finance
Assuming the prime responsibility and coordinating with the ministries and sectors concerned in
building and guiding the implementation of incentives relating to the policies of finance and tax
for the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s.
Article 44.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1. Inspecting, urging and guiding localities on the review, adjustment, addition of planning, land
use plan and preparing land for building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s.
2. Specifically guiding the use of land for urban development, minimum resettlement portion and
guiding the implementation of land incentives for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s.
Article 45. Ministries and sectors concerned
1. Preparing and managing sector planning by functions and tasks assigned by the Government
as a basis for urban development.

2. Implementing the State management function under the authority for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s.
Article 46.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1. Uniformly managing urban development in the area; building apparatus capable to meet state
management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actual urban development.
2. Directing the review and assessment and identifying urban development areas, planning the
implementation of urban development area, establishing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ensuring a reasonable and effective transition in the short term period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n the future; calling for investment for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s at localities.
3. Conducting the site clearance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establishing management
organization and developing urban land fund.
4. Setting up housing relocation and temporary housing fund for the clearance of the budgetfunded projects as well as projects using other funding sources.
5. Building technical infrastructure outside the project boundary to ensure synchronous link with
the urban framework technical infrastructure.
6. Directing the receipt of transfer and organizing the administrative apparatus upon receiving
the transfer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7. Building and managing information systems for urban development at locality, making report
on assessing the situation of local urban development, making biannual report on the results to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for summarizing and making report to the Prime Minister.
8. Assuming the prime responsibility and coordinating with the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inistry of Construction to review, adjust or supplement the planning and
land use plans to allocate land for urban development.
9. Specifying mechanism of encouragement and incentives to call for economic sectors to invest
in urban development.
10. Inspecting, examining and handling violations under the authority.
Chapter 5.
TRANSITIONAL PROCESSING
Article 47. General principle
The transitional processing of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is
implemented made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is Decree an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1. Re-establishing order in the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in constr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orientation of national urban development, general planning, subdivision planning
approved and ensuring the synchronous connection of the projects in each urban development
area;

2. Ensuring the implementation of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projects in according with the
plan for implementation of urban development area approved, overcoming the spontaneous and
redundant development causing waste of land and social resources;
3. Limiting the impacts to affect the progress and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arties concerned.
Article 48. Transitional processing of regulations on urban planning and identification of
urban development area
1. Where the urban cities have approved urban master plan but no subdivision planning, detailed
planning and urban design, urban development program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is Decree,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must direct the subdivision planning, detailed planning,
urban design, regulation on architectural planning management and urban development program
for approval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urban planning and as a basis for determining the
urban development area and making implementation plans as specified in Article 8 of this
Decree.
2. Where the urban centers already have general planning, subdivision planning and urban
development programs approved but not yet identifying the urban development area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is Decree,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s shall direct the
determination of urban development area; approving under the authority or submitting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9 and setting up
management Board of urban development are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13 of
this Decree.
Article 49. Transitional processing for projects assigned on the basis of compliance with
general planning and subdivision planning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1.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direct the review and addition of project to the list
of projects of urban development area, ensure the projects comply with the implementation plan
for urban development area and the provisions in this Decree.
2. For investment projects to build housing urban area: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s
shall direct the review and adjustment to ensure the projects comply with the rate of land area for
social housing under the regulations on housing and the relevant laws.
Article 50. Transitional processing for projects assigned prior to general planning,
subdivision planning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direct the review, class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transition processing for each case as follows:
1.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lanning and subdivision planning approved: Follow
the provisions of Article 49 of this Decree.
2. Projects not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lanning and subdivision planning approved:
a) Where the project without implementation of construction investment or with a portion of
technical infrastructure: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s shall direct review and
adjustment of the project to fit with the general planning, subdivision planning and manage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 invest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Decree and relevant laws;

b) Where the project has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echnical infrastructure: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s shall direct the review and inspection of the connection of
infrastructure; adjust the project to suit the general planning, subdivision planning and ensure the
connection to the common infrastructure of the area; adjust the project schedule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plan for urban development area;
c) Where the project has completed the construction of technical infrastructure and is
implementing the works construction investment: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s shall
direct the review and adjustment of the portions of area with unrealized implementation of
construction investment to fit with the general planning, subdivision planning; housing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projects according to market demand; adjust the progress of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plan for urban development area;
d) Where the project has been completed with the crude building: the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 shall direct the review and require the investors to focus on improving the social
infrastructure and other works to put the project into operation and use.
3. For projects in the urban centers with general planning under the approval authority of the
Prime Minister, when adjusting the projects specified at Points a, b and c, Clause 2 of this Article,
before submitting the project to the competent authority for approval, the investor must submit
03 sets of adjusted project dossier to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to have the consent in writing
of the following contents: the compatibility with urban planning, urban development area and
implementation plan for urban development area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e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of relevant laws. The time limit to review and reply in
writing shall not exceed 30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written consultation,
adjusted project dossier and relevant legal documents.
4. In case of projects of urban housing construction investment, the provisions in Clause 2,
Article 49 of this Decree shall be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Article 51. Transitional processing for projects under the provisions of Clause 1 and 2 of
Article 21, 22; Clause 1, Article 23; Clause 2, Article 40
For projects subject to the scope mentioned above whose investment has been approved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is Decree, in case the project is adjusted with the contents specified in
Clause 1, Article 33, prior to approval of adjust project, the investor shall submit 03 sets of
dossier of adjusted project to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to have the consent in writing of the
following contents: the compatibility with urban planning, urban development area and
implementation plan for urban development area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s of relevant law. The time limit for consideration and reply from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shall not exceed 15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written consultation, adjusted project dossier and relevant legal documents.
Chapter 6.
IMPLEMENTATION PROVISION
Article 52. Implementation organization
The Ministers, heads of ministerial-level agencies, the heads of the agencies under the
Government, Chairman of the People's Committees of centrally-affiliated provinces and cities,

heads of political, socio-political organizations, social-political-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hall implement this Decree.
Article 53. Effect
1. This Decree takes effect from March 1, 2013.
2. This Decree replaces Decree No. 02/2006/ND-CP dated January 05, 2006 of the Government.
3. The provisions of the Government on the investment activities of urban development have
been issued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is Decree, if they are different from the provisions of
this Decree, the provisions of this Decree shall apply./.

ON BEHALF OF THE GOVERNMENT
PRIME MINISTER

Nguyen Tan 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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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N URBAN PLANNING
(No. 30/2009/QH12)

Pursuant to the 1992 Constitution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which was amended and
supplemented under Resolution No. 51/2001/QH10;
The National Assembly promulgates the Law on Urban Planning.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Scope of regulation
This Law provides urban planning activities including elaborating, evaluating, approving and
adjusting urban planning; organizing the implementation of urban planning and managing urban
development according to approved urban planning.
Article 2. Subjects of application
This Law applies to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directly involved in or
related to urban planning activities in Vietnamese territory.
Article 3. Interpretation of terms
In this Law. the terms below are construed as follows:
1. Urban center is an area with a dense population mainly engaged in non-agricultural economic
activities, which is a political, administrative, economic, cultural or specialized center playing
the role of promoting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a country, a territorial region or a
locality, and consists of inner city and suburbs, for a city; inner town and outskirts, for a town;
and townships.
2. New urban center is an urban center expected to be formed in the future in line with the
orientation of the master plan on the national system of urban centers, which is invested and
constructed to step by step reach the criteria of urban centers as prescribed by law.
3. New urban quarter is an area within an urban center which is newly built with complete
techn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and houses.
4. Urban planning is the organization of the space, architecture, urban landscape and system of
techn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houses in order to create an appropriate living
environment for people living in an urban center, which is expressed on an urban plan.
5. Planning tasks are requirements on study and organization of implementation approved by
competent authorities as a basis for making an urban plan.

6. Urban plan is a document reflecting the contents of urban planning, including drawings,
mock-ups, explanations and regulations on management according to urban planning.
7. General planning is the organization of the space and system of techn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houses for an urban center suitable to its socio-economic
development, ensuring defense,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8. Zoning planning is the division and determination of functions and norms on the use of
planned urban land of land areas, networks of soci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within
an urban area in order to concretize a general plan.
9. Detailed planning is the division and determination of norms on the use of planned urban land,
requirements on management of architecture and landscape of each lot of land: arrangement of
technical and social infrastnicture facilities in order to concretize a zoning plan or general plan.
10. Urban planning period is a specified period used as a basis for forecasting and calculating
econo-technical norms for the making of an urban plan.
11. Validity period of urban planning is a specified period counting from the time when an urban
plan is approved to the time it is adjusted or cancelled under a decision.
12. Urban architecture is a combination of objects in an urban center, including architectural,
technical, art and advertisement works whose existence, image and shape dominate or directly
affect urban landscape.
13. Urban space is a space covering urban architectural objects, trees and water surface in an
urban center directly affecting urban landscape.
14. Urban landscape is a specific space with various observation directions in an urban center,
such as the space in front of an architectural complex, a square, a street, a pavement, a footpath,
a park, a greenery, a tree garden, a flower garden, a hill, a mountain, a hillock, an island, an islet,
a natural land slope, a coastal strip, lake surface, river surface, a canal or a trench in an urban
center and public-utility space in an urban center.
15. Norms on the use of planned urban land are norms for spatial and architectural development
management which are specified for an area or a lot of land, including construction density, land
use co-efficient and maximum and minimum construction heights of works.
16. Planning certificate is a document granted by a competent agency certifying the data and
information relating to an area or a lot of land according to the approved urban plan.
17. Planning license is a document granted by a competent agency to an investor for use as a
basis for making detailed planning or formulating work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s.
18. Framework technical infrastructure is a system of main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of
an urban center, including trunk roads, energy transmission lines, water supply lines, water
drainage lines,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lines and key technical works.
19. Underground space is a space under the ground planned for the construction of urban
underground works.
Article 4. Classification and levels of administration of urban centers

1. Urban centers are classified into 6 grades, including special grade and grades I, II, III, IV and
V, according to the following basic criteria:
a/ Location, function, role, structure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level of urban center;
b/ Population size;
c/ Population density;
d/ Non-agricultural labor proportion;
e/ Infrastructure development level.
2. The determination of urban administrative management levels is prescribed as follows:
a/ A city directly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centrally run city) must be an urban center of
special grade or grade I;
b/ Provincial city must be an urban center of grade I. II or III;
c/ Town must be an urban center or grade III or IV;
d/ Township must be an urban center of grade IV or V.
3. The Government shall specify the classification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levels of
urban centers as suitable to each period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Article 5. Principle of compliance with urban plann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hall comply with approved urban planning and the regulation on
management of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when implementing programs and plans on
investment in urban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specialized plans within urban centers, urban
land use plans, managing the implementation of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s in urban
centers, managing urban space, architecture and landscape or carrying out other activities related
to urban planning.
Article 6. Requirements on urban planning
1. To concretize the orientation of the master plan on the national system of urban centers and
related regional plans; to comply with the objectives of the strategy and master plan on socioeconomic development, defense and security; to ensure consistency with branch development
plans within urban centers; to ensure publicity and transparency and harmonious combination of
the interests of the nation, communities and individuals.
2. To make scientific forecasts, meet practical requirements and be in line with the urban
development trend; to observe urban planning regulations and other related ones.
3. To protect the environment, prevent catastrophes affecting the community, improve landscape,
conserve cultural and historical relics and local traits through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n the course of urban planning.
4. To rationally exploit and utilize natural resources, restrict the use of agricultural land,
economically and efficiently use urban land in order to create resources for urban development,
economic growth, assurance of social welfare, defense and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5. To ensure synchronism in architectural space, system of urban soci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and underground space; to harmoniously develop different areas in urban centers.
6. To meet the needs for houses, health, educational, cultural, sports and trade facilities, parks,
trees, water surface and other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7. To meet the needs for technical infrastructure including systems of roads, energy supply,
public lighting, water supply and drainage, waste treatm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other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ensure smooth connection of technical infrastructure
systems within urban centers and compatibility with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Article 7. Order of elaboration, evaluation and approval of urban planning
The elaboration, evaluation and approval of urban planning must follow the following order:
1. Elaboration of urban planning tasks;
2. Evaluation and approval of urban planning tasks;
3. Formulation of urban plans;
4. Evaluation and approval of urban plans.
Article 8.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agenci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commenting
on and supervising urban planning activities
1. Domestic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comment on and supervise urban
planning activities.
2.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have the duty to comment on issues related to their operations
in urban planning activities.
3. Agencies and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urban planning activities shall create conditions
for commenting on and supervising urban planning activities.
4. Comments of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on urban planning activities must be summed up,
studied and publicized.
Article 9. Archive and preservation of urban plan dossiers
1. Approved urban plan dossiers shall be archived under the archive law.
2. Urban planning management agencies and land management agencies at all levels shall
preserve urban plan dossiers and supply documents of urban plan dossiers to agenci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accordance with law.
Article 10. Conditions on consultanc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urban planning
1. Urban planning consultancy organizations must have the legal person status; and meet all
conditions on quantity and professional capacity of individuals involved in urban planning,
management capacity and technical conditions relevant to performed jobs.
2. Individuals involved in urban planning must possess practicing certificates granted by
competent agencies or organizations and capabilities relevant to performed jobs.

3. Foreign consultanc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urban planning in Vietnam
must, in addition to fully meeting the conditions stated in Clauses 1 and 2 of this Article, be
accredited by competent Vietnamese agencies.
4. The Government shall specify conditions and capabilities of consultanc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urban planning; and the competence and order for the grant of practicing
certificates.
Article 11. Selection of consultancy organizations for urban planning
1. Urban planning must be conducted by consultancy organizations, which shall be selected
through designation or competition.
2. The Government shall specify the forms of designation and competition to select urban
planning consultancy organizations.
Article 12. Funds for urban planning and realization of urban planning
1. The funds for urban planning and realization of urban planning include:
a/ State budget fund for the elaboration and realization of general planning, zoning planning and
detailed planning not belonging to investment projects on the construction of works for business
purposes;
b/ Funds of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for urban planning under investment projects on the
construction of works for business purposes.
2. The State encourages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o finance urban
planning.
3. State budget funds for urban planning and realization of urban planning shall be used for the
following jobs:
a/ Conducting topographical and geological surveys to serve urban planning;
b/ Elaborating, evaluating and approving urban planning;
c/ Managing urban planning operations;
d/ Publishing and disclosing urban planning;
e/ Placing boundary markers on the field according to urban planning;
f/ Elaborating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g/ Other jobs related to urban planning and realization of urban planning.
4. The Government shall specify the use of funds for urban planning and realization of urban
planning.
Article 13. Contents of state management of urban planning
1. Formulating, and directing the materialization of, urban development orientations and
strategies.
2. Promulgating, and organizing the implementation of, legal documents on management of
urban planning activities.

3. Issuing regulations and standards on urban planning, and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4. Managing urban planning activities.
5. Propagating, disseminating and educating in the law and information on urban planning.
6. Organizing and managing the training and retraining of human resources, research and
application of sciences and technologies in urban planning activities.
7. Conduc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urban planning activities.
8. Examining, inspecting and settling complaints and denunciations and handling violations in
urban planning activities.
Article 14. State management responsibilities for urban planning
1. The Government shall perform the unified state management of urban planning nationwide.
2.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the Government for performing the
state management of urban planning; assume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and coordinate with
state agencies in, performing the state management of urban planning.
3. Ministries and ministerial-level agencies shall, within the ambit of their tasks and powers and
according to the assignment of the Government, coordinate with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in
performing the state management of urban planning.
4. The People's Committees at all levels shall perform the state management of urban planning in
localities as decentralized by the Government.
Article 15. Inspection of urban planning
1. The construction inspectorate shall perform the function of inspecting urban planning.
2. The urban planning inspectorate has tasks and powers under the inspection law.
Article 16. Prohibited acts
1. Failing to perform the responsibility to organize urban planning.
2. Selecting incapable consultancy organizations for urban planning.
3. Elaborating, evaluating, approving and adjusting urban planning in violation of this Law.
4. Illegally intervening in urban planning activities.
5. Granting planning licenses in violation of this Law,
6. Granting planning certificates in areas without approved urban planning.
7. Refusing to provide information, except for information classified as state secret; providing
wrong information on urban planning.
8. Deliberately violating approved urban planning.
9. Destroying urban space, architecture and landscape.
10. Place boundary markers in wrong places; destroying and displacing urban planning boudary
markers.

11. Obstructing and causing difficulties to urban planning and the realization of urban planning.
Chapter II
URBAN PLANNING
Section 1. ORGANIZATION OF URBAN PLANNING
Article 17. Orientations of the master plan on the national system of urban centers
1. Orientations of the master plan on the national system of urban centers are formulated to
determine the national network of urban centers as a basis for urban planning.
2.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shall base itself on the strategy and master plan on
socio-economic development, defense and security to formulate orientations of the master plan
on the national system of urban centers and submit them to the Prime Minister for approval.
Article 18. Types of urban planning
1. Urban planning is of the following types:
a/ General planning, which is made for centrally run cities, provincial cities, towns, townships
and new urban centers;
b/ Zoning planning, which is made for areas within cities, towns and new urban centers;
c/ Detailed planning, which is made for areas to meet urban development and management
requirements or construction investment needs.
2.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ning constitutes part of general planning, zoning planning or
detailed planning; particularly for centrally run cities,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ning is made
separately as specialized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ning.
3.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shall prescribe dossiers for each type of urban planning.
Article 19. Urban planning responsibilities
1.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shall assume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and coordinate with
the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 and centrally run cities in, organizing general planning for
new urban centers of a planning scope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of two or more
provinces and centrally run cities, general planning for new urban centers with a projected
population equal to that of urban centers of grade III or higher, and other planning assigned by
the Prime Minister.
2. The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 and centrally run cities shall organize general planning
for centrally run cities, general planning for new urban centers, specialized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ning for centrally run cities, zoning planning and detailed planning for zones
of a scope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of two or more rural and/or urban districts,
areas in new urban centers and areas of importance, excluding urban planning stated in Clause 1
and Clause 7 of this Article.
3. The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ial cities and towns shall organize general planning for
provincial cities and towns, zoning planning and detailed planning within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under their management, excluding urban planning stated in Clauses 1, 2 and 7 of
this Article.

4. The People's Committees of urban districts shall organize zoning planning and detailed
planning within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under their management, excluding urban
planning stated in Clauses 1, 2 and 7 of this Article.
5. The People's Committees of rural districts of a centrally run city shall organize general
planning and detailed planning for townships, zoning planning and detailed planning within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under their management, excluding urban planning stated in Clauses 1,
2 and 7 of this Article.
6. The People's Committees of rural districts of a province shall organize general planning and
detailed planning for townships, excluding urban planning stated in Clauses 1, 2 and 7 of this
Article.
7. Investors of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s shall organize detailed planning for areas
assigned to them for investment.
Section 2. COLLECTION OF COMMENTS ON URBAN PLANNING
Article 20. Responsibility to collect comments on urban planning
1. Agencies organizing urban planning and investors of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s
specified in Clause 7, Article 19 of this Law shall collect comments of concerned agencies,
organizations, individuals and communities on urban planning tasks and urban plans.
Concerned People's Committees and planning consultancy organizations shall coordinate with
agencies organizing urban planning or investors of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s specified in
Clause 7, Article 19 of this Law in collecting comments.
2. For urban planning tasks and urban plans under the approving competence of the Prime
Minister,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shall collect comments of other concerned ministries,
agencies and organizations at the central level; concerned People's Committees shall collect
comments under Clause 1 of this Article.
3. Planning consultancy organizations shall collect comments of concerned agencies,
organizations, individuals and communities on urban plans.
4. Contributed comments must be fully synthesized, explained, assimilated and reported to
competent authorities for consideration before approval of urban planning.
Article 21. Forms and time of collecting comments
1. Concerned agenci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hall be consulted in the form of sending
dossiers and documents or holding conferences or workshops. Consulted agencies and
organizations shall give written replies.
2. The collection of comments of population communities on general planning tasks and plans
shall be conducted by consulting their representative in the form of distributing survey cards and
questionnaires. Population community representatives shall synthesize comments of their
communiti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grassroots democracy.
3. The collection of comments of population communities on zoning planning and detailed
planning tasks and plans shall be conducted by opinion polls through public display or
introduc-tion of planning options on the mass media.

4. The time limit for giving comments is at least 15 days for agencies, and 30 days for
organizations, individuals and communities.
Section 3. URBAN PLANNING TASKS
Article 22. Requirements on urban planning tasks
1. Urban planning tasks must determine development viewpoints and objectives in response to
the requirements of each urban center and each planned area as a basis for conducting studies to
make urban plans.
2. Urban planning tasks must be approved by competent agencies under Articles 44 and 45 of
this Law.
Article 23. Contents of urban planning tasks
1. General urban planning tasks must determine the nature and role of urban centers, basic
requirements on studies to exploit the deve-lopment potential, driving force and orientations,
urban expansion, arrangement of the systems of urban soci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inner areas and suburbs: and requirements o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2. Zoning planning tasks must determine the boundary, area and nature of the planned area, the
expected norms on population, land use and soci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requirements and
basic principles of zoning to ensure conformity in terms of architectural space and connection of
technical infrastructure with the approved general planning and suitability with adjacent areas;
and requirements o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3. Detailed planning tasks must determine the limits of land use and population: requirements
and principles of organization of architectural space, soci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in the
planned area, ensuring conformity with approved general planning and zoning planning and
suitability with adjacent areas; requirements on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4. In case of planning the renovation and refurbishment of urban centers, planning tasks must
identify requirements on studies to assure balanced and stable development of urban centers or
planned areas, preserve architectural space and characteristics of urban centers and improve the
people's living conditions.
5. In case of planning new urban centers or urban quarters, planning tasks must identify
requirements on studies to ensure synchronism and completeness of the systems of soci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urban centers and connection with technical infrastructure
outside urban centers, and modern architectural space and living environment.
Section 4. MAKING OF URBAN PLANS
Article 24. Bases for making urban plans
1. Strategies and master plans on socio-economic development, defense and security,
orientations of the master plan on the national system of urban centers, regional construction
planning and higher-level urban planning already approved.
2. Approved sector planning.
3. Approved urban planning tasks.
4. Urban planning standards and sectoral standards.

5. Topographic maps made by specialized survey and measurement agencies.
6. Socio-economic documents and data on related localities and sectors.
Article 25. General plans of centrally run cities
1. A general plan of a centrally run city must indicate the development objectives and driving
force, population size, land area and basic norms on soci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of the
city; development model, development structure of the space of the inner area and suburbs,
including underground space; orientation of the system of framework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priority investment programs and resources for
implementation.
2. Drawings of a general plan of a centrally run city shall be made on a 1:25,000 or 1:50,000
scale. The plan must clearly indicate the inner area and areas planned for development.
3. The period of a general plan of a centrally run city is between 20-25 years, with a vision for 50
years.
4. The approved general plan of a centrally run city serves as a basis for conducting specialized
urban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ning and zoning planning for the city.
Article 26. General plans of provincial cities, towns
1. A general plan of a provincial city or town must indicate the development objectives and
driving force, population size, land area and basic norms on soci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model, development orientation of the space of the inner area and suburbs,
political-administrative, service, trade, cultural, education, training and health centers, green
parks, physical training and sports facilities in the city or town; planning on the system of
framework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on the ground, overhead and undergrou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priority investment plans and resources for implementation.
2. Drawings of a general plan of a city or town shall be made on a 1:10.000 or 1:25,000 scale.
The dossier must clearly indicate the inner area and areas planned for development.
3. The period of a general plan of a provincial city or town is between 20-25 years.
4. The approved general plan of a city or town serves as a basis for conducting zoning planning
and detailed planning for areas and making investment projects on the construction of framework
technical infrastructure in the city.
Article 27. General plans of townships
1. A general plan of a township must indicate the development objectives and driving force,
population size, land area and norms on soci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in the township;
organization of urban space, planning on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the system of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priority investment plans
and resources for implementation.
2. Drawings of a general plan of a township shall be made on a 1:5,000 or 1:10,000 scale.
3. The period of a general plan of a township is between 10-15 years.

4. The approved general plan of a township serves as a basis for conducting detailed planning for
areas and making investment projects on the construction of technical infrastructure in the
township.
Article 28. General plans of new urban centers
1. A general plan of a new urban center contains an analysis and clarification of bases for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urban center; studies on the model of development of the
space,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suitable to the nature and functions of the urban center;
identifies development stages, implementation plans and projects to create a driving force for
forming and developing the new urban center and a model of urban development management;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2. Drawings of a general plan of a new urban center shall be made on a 1:10.000 or 1:25.000
scale.
3. The period of a general plan of a new urban center is between 20-25 years.
4. The approved general plan of a new urban center serves as a basis for conducting zoning
planning and detailed planning for areas and making investment projects on framework technical
infrastructure in the new urban center.
Article 29. Zoning plans
1. A zoning plan must indicate the use functions for each lot of land; principles of organization
of space, architecture and landscape for the entire planned area; norms on population, land use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for each street block; arrangement of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response to their use needs; arrangement of the network of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each street suitable to each development period of the urban center;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2. Drawings of a zoning plan shall be made on a 1:5.000 or 1:2.000 scale.
3. The period of a zoning plan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period of the general
planning and urban management and development requirements.
4. The approved zoning plan serves as a basis for identifying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s in
the urban center and conducting detailed planning.
Article 30. Detailed plans
1. A detailed plan must indicate the norms on population, soci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and
requirements on organization of space and architecture for the entire planned area; arrangement
of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response to their use needs; norms on land use and
requirements on work architecture for each lot of land; arrangement of the network of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up to the boundary of each lot of land;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2. Drawings of a detailed plan shall be made on a 1:500 scale.
3. The period of a detailed plan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period of the zoning
planning and urban management and development requirements.

4. The approved detailed plan serves as a basis for granting construction permits and formulating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s.
Article 31. Planning for renovation and refurbishment of urban centers; development of new
urban quarters and new trunk roads in urban centers
1. When planning renovation and refurbish-ment of an urban center,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current use of land, soci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cultural,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urban center and the planned area in order to come up with
appropriate supplementation and adjustment solutions to economically and efficiently exploit
and use urban land, ensure the needs for using soci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preserve and
promote the identity, space, architecture and landscape of the urban center.
2. When planning a new urban quarter, it is necessary to abide by the principles of economical
and efficient use of land, effective utilization of existing infrastructure systems, close connection
between to be-developed areas and existing urban center; ensure the synchronous and complete
system of soci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and services in the urban center and
harmony between to be-developed areas and existing residential areas; protect natural resources
and preserve the identity of the areas.
3. Detailed planning for new trunk roads in an urban center must ensure the following
requirements:
a/ The planned area must be at least 50 m outward from the red-line boundary of a planned road;
b/ To effectively exploit the land fund along both sides of a road; to study the space, architecture
and shape of construction works and the setback of each specific work, ensuring the integrity and
peculiarities of the area.
Article 32. Urban design
1. Urban design is part of an urban plan, which is made under Clauses 1, 2 and 3, Article 33 of
this Law.
2. In case an urban quarter has land lots with basically stable use functions, an urban plan is not
required to be made but a separate urban design plan must be made as a basis for managing
construction investment and granting construction permits. The details of a separate urban design
plan are provided in Clause 4, Article 33 of this Law.
3. The elaboration, evaluation and approval of separate urban design plans comply with Articles
19, 20, 21, 41, 42, 43, 44 and 45 of this Law applicable to detailed plans.
Article 33. Details of an urban design
1. The urban design in a general plan must indicate architectural and landscape areas in an urban
center; proposed organization of space in central areas and gateways, main spatial axis, big
squares, greenery space, water surface and prominent points in the urban center.
2. The urban design in a zoning plan must indicate control limits of norms on setback and urban
landscape along trunk roads and in central areas; areas with open space, prominent works and
street blocks in the designed area.

3. The urban design in a detailed plan must indicate prominent works in the planned area, visions
and construction heights of works in each lot of land and the whole area; setback of works along
each street and crossroad; dominant shapes, colors and forms of architecture of architectural
works; systems of trees, water surface and squares.
4. The urban design of a separate urban design plan must indicate the construction height for
each work; setback of works along each street and crossroad: colors, materials, forms and details
of architecture of works and other architectural objects; organization of public trees, garden
yards, street trees and water surface.
Article 34. Regulation on management according to urban plan or urban design
1. A regulation on management according to urban plan or urban design is a regulation on norms
on land use in each area or lot of land, technical parameters of the system of technical
infrastructure, organization of space, architecture and landscape in the planned urban area.
2. On the basis of drawings and explanations of urban plans, urban designs, recommendations
and measures to realizing urban planning, consultancy organizations compiling urban plans or
urban designs shall elaborate regulations on management according to urban plan or urban
design and submit them to agencies approving urban plans or urban designs.
3. Agencies approving urban plans or urban designs shall issue regulations on management
according to urban plan or urban design.
Article 35. Contents of a regulation on management according to urban plan or urban design
plan
1. A regulation on management according to the general plan contains the following principal
contents:
a/ Norms on area and density of construction, land use coefficient and maximum and minimum
heights of works in each functional quarter in an urban center;
b/ Control of space and architecture in areas in an urban center;
c/ Red-line boundary markers of main streets and the control construction ground floor level in
an urban center;
d/ Locations and scope of protection and safety corridors of underground works;
e/ No-construction areas; scope of protection and safety corridors of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f/ Areas of conservation and embellishment of architectural works, historical and cultural relics,
spots of beauty and scenic places and landscape areas in an urban center.
2. A regulation on management according to the zoning plan contains the following principal
contents:
a/ Boundary, scope and nature of the planned area;
b/ Locations, boundaries, nature and scopes of functional quarters in the planned area; norms on
density of construction, land use coefficients and maximum and minimum heights and standard
construction ground floor level of each street; red-line boundary markers, construction ground

floor level and specific technical requirements of each road; and scope of protection and safety
corridors of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c/ Major spatial axes, prominent points in an urban center;
d/ Locations and scopes of protection and safety corridors of underground works;
e/ Areas of conservation, renovation and embellishment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lics, spots of
beauty, scenic places and landscape area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3. A regulation on management according to the detailed plan contains the following principal
contents:
a/ Boundary and scope of the planned area; b/ Locations, boundaries, functions and sizes of land
lots in the planned area: norms on density of construction, land use coefficients and standard
construction ground floor level of each lot of land; heights, floor and ceiling levels of the ground
storey; forms of architecture and fences of works, building materials of works; red-line boundary
markers, construction markers, and specific technical requirements of each road, street and lane;
and scope of protection and safety corridors of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c/ Locations and scope of protection and safety corridors of underground works;
d/ Conservation, renovation and embellish-ment of architectural works, historical and cultural
relics, spots of beauty, scenic places and landscape area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4. A regulation on management according to the urban design plan contains the following
principal contents:
a/ Boundary and scope of the designed urban area;
b/ Functions, density of construction, standard construction ground floor level of each lot of land;
heights, forms of architecture and fences of works, building materials of works; floor and ceiling
levels of the ground storey, and setback of works;
c/ Public works, small architectural works; architecture covering urban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d/ Conservation, renovation and embellish-ment of architectural works, historical and cultural
relics, spots of beauty, scenic places and landscape area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Section 5. URBAN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NING
Article 36. Objects of urban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ning
Urban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ning shall be conducted for the following objects:
1. Urban transport:
2. Urban base heights and surface water drainage;
3. Urban water supply;
4. Urban wastewater drainage;
5. Energy supply and urban lighting;
6.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7. Cemeteries and solid waste treatment.
Article 37. Contents of urban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ning
1. Urban transport planning must indicate land funds reserved for transport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locations and sizes of key works; organization of the urban transport system on the
ground, overhead and underground; and the scope of protection and corridors for traffic safety.
2. Base height and urban surface water drainage planning must indicate areas favorable for
construction in each area and urban center: main basins for water drainage, and areas where
construction is banned and restricted; standard construction ground floor level, network of
surface water drainage and key works; and measures of preventing and mitigating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3. Urban water supply planning must indicate the need for and selection of water sources;
locations and sizes of water supply works, including the networks of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water plants, cleaning stations, scope of protection of water sources and protection
corridors of water supply facilities;
4. Urban wastewater drainage planning must indicate the total volume of wastewater, locations
and sizes of water drainage works, including networks of drainage pipelines, wastewater
drainage plants and stations, sanitation distance from and corridors of protection of urban
wastewater drainage works.
5. Energy supply and lighting planning must indicate energy use needs, supply sources,
requirements of locations and size of key works,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networks: safety
corridors and scopes of protection of works: and comprehensive solutions for urban lighting.
6.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lanning must indicate information transmission routes,
locations and sizes of satellite stations, switchboards and auxiliary works.
7. Solid waste treatment planning must indicate the total volume of solid waste, locations and
sizes of transfer depots,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ies, auxiliary works and sanitation distance
from solid waste treatment facilities.
8. Cemetery planning must indicate burial needs, locations, sizes and boundaries of cemeteries,
functional sub-zones, arrangement of technical infrastructure works and sanitation distance from
cemeteries.
Article 38. Specialized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s
1. A specialized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 stated in Clause 2. Article 18 of this Law shall be
made for each technical infrastructure object in the whole urban center.
2. A specialized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 must comply with Articles 37 and 39 of this Law
and the approved general plan of the centrally run city concerned.
3. The period of specialized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ning coincides with that of the general
plan.
4. An approved specialized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 serves as a basis for formulating an
investment project on the construction of a framework system of urban technical infrastructure.
Section 6.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N URBAN PLANNING

Article 39. Content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1.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is part of a general plan, zoning plan, detailed plan and
specialized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
2. The content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of an urban plan covers:
a/ Assessment of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urban environment regarding hydro-meteorolo-gical
conditions: quality of water, air and eco-system, geology; soil erosion; solid wastes, wastewater
and noise: exploitation and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climate change; social issues,
landscape, culture and heritage sites, as a basis for putting forward urban planning solutions:
b/ Forecasts about environmental develop-ment in the course of realizing urban planning:
c/ Comprehensive solutions to preventing, reducing and remedying environmental impacts and
making environmental monitoring plans.
3. The Government shall specify the content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of an urban
plan.
Article 40. Evaluation of the content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1. The evaluation of the content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hall be conducted in the
course of evaluating an urban plan.
2. The agency evaluating urban planning shall assume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and
coordinate with the environment state management agency in evaluating its content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Chapter III
EVALUATION AND APPROVAL OF URBAN PLANNING
Article 41. Agencies evaluating urban planning tasks and urban plans
1.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shall evaluate urban planning tasks and urban plans falling under
the approving competence of the Prime Minister.
2. Provincial-level urban planning management agencies shall evaluate urban planning tasks and
urban plans falling under the approving competence of provincial-level People's Committees,
except detailed planning tasks of areas under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s with planning
licenses.
3. District-level urban planning management agencies shall evaluate urban planning tasks and
urban plans falling under the approving competence of district-level People's Committees, except
detailed planning tasks of areas under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s with planning licenses.
Article 42. Evaluation councils
1.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shall decide to establish an evaluation council in the following
cases:
a/ Urban planning under the approving competence of the Prime Minister:
b/ Urban planning of special political, socio-economic, cultural and historical importance which
is assigned by the Prime Minister to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2. People's Committees competent to approve urban planning shall decide to set up evaluation
councils, except cases stat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3. An evaluation council i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concerned state management agencies
and socio-professional organizations.
Article 43. Contents of evaluation of urban planning tasks and urban plans
1. Evaluation of urban planning tasks covers:
a/ Compliance of urban planning tasks with socio-economic development, defense and security
requirements and higher-level urban planning;
b/ Content requirements for each type of urban planning tasks specified in Article 23 of this Law;
2. Evaluation of an urban plan covers:
a/ Eligibility of urban planning consultancy organizations as prescribed in Article 10 of this Law;
b/ Grounds for making urban plans prescribed in Article 24 of this Law;
c/ Compliance of urban plans with urban planning tasks and requirements prescribed in Article 6
of this Law and content requirements for each type of plan prescribed in Sections 3, 4 and 5,
Chapter II of this Law.
Article 44. Competence to approve urban planning tasks and urban plans
1. The Prime Minister shall approve the following urban planning tasks and urban plans:
a/ General planning of centrally run cities, general planning of provincial cities which are grade-I
urban centers, general planning of new urban centers with a forecast population equivalent to
that of grade-Ill urban centers and new urban centers with a planning scope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of two or more provinces;
b/ Specialized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ning of centrally run cities which are special-grade
urban centers;
c/ General planning, zoning planning and detailed planning of areas of special national political,
socio-economic, cultural, historical importance;
d/ Other types of planning assigned by the Prime Minister to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2. The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 and centrally run cities shall approve the following
urban planning tasks and urban plans:
a/ General planning of provincial cities, towns, townships and new urban centers, except those
specified at Point a. Clause 1 of this Article: for general plans of grade-II. grade-Ill and grade-IV
urban centers and new urban centers, written agreement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is
required before approval;
b/ Specialized technical infrastructure planning of centrally run cities, excluding planning
specified at Point b. Clause 1 of this Article, after obtaining written agreement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c/ Zoning planning of special-grade and grade-I urban centers; zoning planning and detailed
planning of areas in urban centers which are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of two or

more rural or urban districts, areas of important significance, and areas within new urban centers,
excluding planning specified at Point c. Clause 1 and planning tasks specified in Clause 5 of this
Article.
3.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ial cities, towns, urban districts and People's Committees of
rural districts of centrally run cities shall approve zoning planning and detailed planning tasks
and zoning plans and detailed plans within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under their respective
management, excluding types of urban planning specified in Clauses 1 and 2 and urban planning
tasks specified in Clause 5 of this Article, after obtaining written agreement of provincial-level
urban planning management agencies.
4. People's Committees of rural districts of provinces shall approve detailed planning tasks and
detailed plans of townships, excluding types of urban planning specified in Clauses 1 and 2 and
urban planning tasks specified in Clause 5 of this Article, after obtaining written agreement of
provincial-level urban planning management agencies.
5. Investors of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s shall approve detailed planning tasks of areas
with planning licenses.
6. People's Committees of cities, towns and townships shall report to the People's Councils of the
same level on general urban planning before such planning is approved by competent state
agencies.
Urban planning agencies shall coordinate with People's Committees of cities, towns and
townships in reporting to the People's Councils of the same level on general urban planning of
cities, towns and townships.
7. The Government shall specify the order and procedures for approving urban planning tasks
and urban plans.
Article 45. Forms and contents of approving urban planning tasks and urban plans
1. Urban planning tasks and urban plans shall be approved in writing.
2. A document approving an urban plan must contain the major details of the plan specified in
Articles 23, 25, 26, 27, 28, 29, 30, 33, 37 and 39 of this Law and attached list of approved
drawings.
Chapter IV
ADJUSTMENT OF URBAN PLANNING
Article 46. Review of urban planning
1. Urban planning shall be periodically reviewed and evaluated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so as to be promptly adjusted in response to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situation in each
period.
General planning and zoning planning shall be reviewed once every five years and detailed
planning once every 3 years, counting from the date they are approved.
2. People's Committees at all levels shall review approved urban planning.
3. Urban planning review results shall be reported in writing to agencies with urban planningapproving competence.

4. Based on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factors affecting the urban development
process, agencies with urban planning-approving competence shall decide to adjust urban
planning.
Article 47. Conditions on adjustment of urban planning
An urban planning may be adjust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There is an adjustment to the strategy or master plan on socio-economic development, defense
and security, orientations of the master plan on the national system of urban centers, regional
construction planning, higher-level urban planning and administrative boundaries greatly
affecting the nature, function and size of the urban center or planned area;
2. A key project of national importance is formed, which greatly affects urban land use,
environment and spatial and architectural layout;
3. The urban planning cannot be realized or its realization is adversely affecting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defense, security, social welfare, ecological environment,
historical or cultural relics according to review or evaluation results and community opinions;
4. There is a change in climate, geological or hydrological conditions;
5. Serving national and community interests.
Article 48. Principles of adjustment of urban planning
1. Focusing on contents to be adjusted while other contents already approved continue to be
legally valid.
2. Making adjustment based on analysis and assessment of the current conditions, clearly
indicating urban renovation and refurbishment requirements and proposing adjusted norms on
land use, solutions to organization of space, architecture and landscape in each area; and
solutions to renovating the network of techn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response to
development requirements.
Article 49. Types of adjustment of urban planning
1. Overall adjustment of urban planning is prescribed as follows:
a/ Overall adjustment of urban planning is made when the nature, functions and scope of an
urban center or an area with detailed planning are changed or the expected adjustment would
change the general structure and development orientation of an urban center; the nature, function,
scope and major planning solutions of an area with zoning and detailed planning:
b/ Overall adjustment of an urban plan must meet practical requirements, comply with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trend and urban development orientation in the future,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ving environment, infrastructure and landscape of the urban center; ensure
continuity and not greatly affect ongoing investment projects.
2. Partial adjustment of urban planning is prescribed as follows:
a/ Partial adjustment of urban planning is made when the expected adjustment will not greatly
affect the nature, boundary and general develop-ment orientation of an urban center; the nature,
function, scope and major planning solutions of an area with zoning and detailed planning;

b/ Partial adjustment must clearly identify the scope, extent and content of adjustment, ensure
continuity and uniformity of the existing general planning, zoning planning or detailed planning
of an urban center on the basis of analysis and clarification of reasons for adjustment,
socio-economic benefits of the adjustment; and solutions to problems caused by the adjustment.
Article 50. Order of overall adjustment of urban planning
1. Agencies responsible for urban planning shall report proposals for overall adjustment of urban
planning to agencies with urban planning-approving competence for approval.
2. After obtaining approval of agencies with urban planning-approving competence, the
elaboration, evaluation and approval of overall adjustment tasks and plans and publication of
adjusted urban planning comply with Articles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30, 33, 35,
37, 39, 41, 42, 43, 44, 48, 53 and 54 of this Law.
Article 51. Order of partial adjustment of urban planning
1. Agencies responsible for urban planning shall report on contents and plans on partial
adjustment of urban planning and organize meetings to collect opinions of population
communities in areas with planning to be adjusted and in adjacent areas to be directly affected,
then submit them to agencies with urban planning-approving competence for consideration.
2. Agencies with urban planning-approving competence shall consider and decide on partial
adjustment in writing on the basis of opinions of urban planning-evaluating agencies.
3. Urban planning agencies shall update and reflect adjusted contents in planning dossiers.
Adjusted contents of urban planning shall be publicized under Article 53 of this Law.
Article 52. Adjustment of a lot of land in the planned area
1. Whe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boundary or some norms on planned urban land use for
implementing investment projects to build concentrated or individual works in an area with
approved detailed planning, competent agencies shall base themselves on urban planning
standards, techn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conditions of urban centers or areas and the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to decide on the adjustment
through granting planning licenses under Article 71 of this Law.
2. The adjustment of the boundary or some norms of planned urban land use of a lot of land must
not affect the nature, architectural space, landscape, the environment and the techn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providing capacity of the urban center and area.
Chapter V
ORGANIZATION OF REALIZATION OF, AND MANAGEMENT OF URBAN
DEVELOPMENT ACCORDING TO, URBAN PLANNING
Section I. ORGANIZATION OF REALIZATION OF URBAN PLANNING
Article 53. Publicization of urban planning
1. Within 30 days after being approved, urban plans shall be publicized in the following forms:
a/ Constant display of drawings and mock-ups at offices of urban planning-related state
manage-ment agencies at all levels, urban planning exhibi-tion and information centers and
planned areas;

b/ Information on the mass media;
c/ Printing of publications for wide dissemination.
2. Contents to be publicized include basic details of the plan and the promulgated regulations on
management according to urban plans and urban designs, excluding contents related to defense,
security and national secrets.
3. Urban planning management agencies shall fully update the implementation of approved
urban plans for timely publicization by competent agencies to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for
information and supervision.
Article 54. Responsibility for publicizing urban planning
1. People's Committees of cities, towns and townships shall publicize general plans made for
their cities, towns and townships.
2. People's Committees of urban districts and rural districts of centrally run cities.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ial cities, towns and town-ships shall publicize zoning plans and detailed
plans made for areas within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under their management.
Article 55. Provision of information on urban planning
1. Urban planning management agencies at all levels shall provide information on approved
urban planning for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upon request.
2.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urban planning shall be conducted in the forms of direct
explanation, on the mass media and grant of planning certificates.
3. Provided information must be based on approved urban plans and urban designs and
promulgated regulations on management according to urban plan and urban design.
4. Agencies providing information on urban planning shall take responsibility for the accuracy of
documents and data provided by them.
Article 56. Grant of planning certificates
1. Urban planning management agencies at all levels shall base themselves on approved urban
plans and promulgated regulations on management according to urban plan and urban designs to
grant planning certificates to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upon request.
2. A planning certificate contains information on the boundary of the lot of land, land use
function, area, red-line boundary and construction markers, construction densify, land use coefficient, standard construction ground floor level and maximum and minimum heights of works;
information on architecture, technical infrastructure system,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other
regulations.
3. The validity duration of a planning certificate is the same as that of the approved urban plan.
Article 57. Placement of markers according to urban planning
1. Placement of markers under urban planning includes placement of markers of red-line
boundaries, standard construction ground floor levels and boundaries of no-construction areas in
the field according to approved marker placement dossiers.
2. After urban plans are approved by competent agencies. People's Committees at all levels shall:

a/ Organize the compilation and approval of marker placement dossiers according to approved
urban plans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approval of urban plans;
b/ Organize the placement of markers in the field according to approved marker placement
dossiers within 45 days from the date of approval of marker placement dossiers.
3. Marker placement dossiers shall be prepared by specialized units.
4. Urban planning management agencies at all levels shall preserve approved marker placement
dossiers and provide marker-related documents to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upon request.
5. When urban planning is adjusted, markers shall be also adjusted according to adjusted urban
planning.
6. Markers must be durable, easily noticeable, and safe for passing persons and vehicles and
suitable to the terrain and geomorphology of the marked areas.
7.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shall specify the placement and management of markers
according to urban planning.
Section 2. MANAGEMENT OF URBAN SPACE,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ticle 58. Principles of management of urban space, architecture and landscape
1. Owners of architectural objects affecting urban space, architecture and landscape shall protect
and maintain their objects in the course of exploitation and use to ensure their beauty, safety and
harmony with surrounding space.
2. The building, renovation, refurbishment, repair and dismantling of architectural objects and
trees in public areas and premises of works and houses which affect urban space,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e subject to permission of competent management agencies.
3. Before formulating investment projects on the construction of big works of important
significance and status in urban centers, architectural designs must be selected through contests.
4. The Government shall specify the manage-ment of urban space,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ticle 59. Responsibility for management of urban space, architecture and landscape
1. The People's Committees of cities, towns and townships shall comprehensively manage urban
space, architecture and landscape within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under their management.
2. Urban planning management agencies shall assist the People's Committees of cities, towns and
townships in managing urban space,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ticle 60.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1. The People's Committees of cities, towns and townships shall promulgate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applicable to all urban centers under their
management.
2.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must conform with
promulgated urban plans, regulations on management according to urban plan and urban design
as well as practical conditions of urban centers.

3.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must contain the following
principal contents:
a/ Regulations on organization of realization of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of urban
development, for areas with approved urban planning and urban designs and other areas in urban
centers;
b/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urban architecture and space and encouraging and restricting
measures;
c/ Specific regulations on management and control of urban development;
d/ Regulations on responsibilities of state agencie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organizing
the realization of urban planning and managing urban development.
Section 3. MANAGEMENT AND USE OF URBAN LAND ACCORDING TO PLANNING
Article 61. Principles of management and use of urban land
1. Land of all categories in urban centers must be used for proper purposes and functions
indicated in approved urban plans.
2. Urban land management must comply with this Law, the land law and other relevant laws.
Article 62. Preparation of land funds for urban development according to planning
1. People's Committees of competent levels shall organize ground clearance for areas already
planned for the construction of techn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to serve publicinterests in line with approved and publicized detailed planning.
2. The recovery of land funds and compensation for people whose land is recovered comply with
the land law. When land funds are recovered, land users are entitled to compensation for their
property lawfully created before approved detailed planning is publicized.
3. People's Committees at all levels shall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investors to properly
implement investment planning and plans.
4. When implementing projects to develop roads under approved planning, competent state
agencies shall concurrently organize recovery of land along both sides of roads according to
planning and hold auctions or bidding to select investors under law.
5. The scope of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s must be determined to ensure suitability with
the present status of land use and harmony between their objectives and urban refurbishment,
preventing the emergence of land areas failing to meet construction requirements or affecting
urban architecture and landscape.
6. In case an investment project uses only part of a lot of land, if the remaining area is too small
to meet use needs or affects urban architecture and landscape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regulations, the State shall recover it and pay compensation to its user.
7. After the detailed planning is approved and publicized, pending the recovery by the State,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 the planned area may continue using it and conducting
renovation, repair and temporary construction under the construction law.

Section 4. MANAGEMENT OF CONSTRUCTION OF SYSTEMS OF URBAN
INFRASTRUCTRE FACILITIES AND UNDERGROUND SPACE ACCORDING TO
PLANNING
Article 63. Management of land reserved for the construction of systems of urban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1. Land reserv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system of urban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includes land for the construction of key works, lines or networks of technical infrastructure and
land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and safety corridors.
2. Land funds reserv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system of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already indicated in urban planning shall be used for proper purposes and may neither be
encroached upon nor have their use purpose changed.
3. People's Committees at all levels shall manage land funds reserved for the construction of the
system of urban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Article 64. Management of the construction of systems of urban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old and renovated urban centers
1. People's Committees at all levels shall make plans to build technical tunnels and trenches for
laying underground technical wire lines.
2. When investing in building new streets, renovating and expanding old streets in urban centers,
it is necessary to concurrently build technical tunnels and trenches for installing underground
wire lines and pipelines.
Article 65. Management of construction of urban technical infrastructure systems in new urban
centers and urban quarters
1. The construction of roads under planning shall b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with building
technical tunnels and trenches.
2. Wire line works and technical pipelines shall be arranged and installed in technical tunnels and
trenches.
3.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of the system of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must ensure
synchronism under planning and the schedule of implementing urban development projects.
Article 66. Management of underground space
1. The exploitation and use of underground space for the construction of underground works
must comply with approved urban planning.
2. The management of the construction of works on the ground must not affect underground
space already determined in approved urban planning.
Article 67. Management of construction of underground works
1. The construction of underground works must comply with underground space planning
determined in approved urban planning; standards on underground works promulgat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planning licenses and construction permits.

2. The construction of underground works-must not affect works on the ground and underground
works and space already existing or determined in urban planning.
3. The construction of transport routes and the system of public underground works must ensure
safety and suitability with the exploitation and use of underground space and the ground; ensure
convenient connection with traffic works underground and on the ground.
4. The construction of technical tunnels and trenches must not affect the use of space on the
ground and must ensure safe exploitation, operation, repair and maintenance.
5. The Government shall specify the management of underground space.
Article 68. Management of trees, parks, natural landscape and water surface
1. Parks, flower gardens and trees in urban centers which are of cultural, historical, natural
landscape and urban landscape value and have been included in management lists or indicated in
urban planning must be assigned to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for management.
2. The building of parks and flower gardens and planting of trees under urban planning must
meet requirements on utility, beauty, safety and urban environment; and must not damage
infrastructure facilities on the ground, overhead and underground.
3. Lakes and natural water surface must not be encroached upon or other terrain characteristics
must not be altered to prevent bad impacts on urban natural conditions and landscape.
4.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hall protect parks, flower gardens, trees, water surface and
other natural areas in urban centers. The felling, destruction and relocation of trees on
management lists and the leveling and change of terrains in natural areas are subject to
permission of competent management agencies.
Section 5. MANAGEMENT OF CONSTRUCTION ACCORDING TO URBAN
PLANNING
Article 69. Principles of management of construction according to urban planning
1.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vesting in the construction, renovation and repair of
architectural works, techn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works and houses shall comply with
approved detailed urban planning and the construction law.
2. Existing construction works which are architecturally inappropriate but comply with urban
planning are allowed to exist in their original conditions; in case of renovation, upgrading or
repair, architectural requirements must be ensured under law.
3. Existing construction works which are no longer in line with urban planning shall be relocated
according to the plan and schedule of realizing urban planning. Pending relocation, if their
owners wish to renovate, upgrade and repair them, competent state agencies shalI consider and
grant temporary construction permits under the construction law.
Article 70. Introduction of sites
1. Urban planning management agencies shall introduce construction investment sites to
investors upon request.

2. Sites recommended for construction investment must be in line with urban planning and
suitable to the scope and nature of investment and save urban land, without affecting urba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Article 71. Planning licenses
1. Planning license is required in the following cases:
a/ Cases specified in Clause 1. Article 52 of this Law;
b/ Investment projects on the construction of concentrated works in urban areas without zoning
and detailed planning:
c/ Investment projects on the construction of individual works in urban areas without detailed
planning or urban design, except houses.
2. Planning license serves as a basis for investors to prepare detailed planning tasks and detailed
plans for investment projects on the construction of concentrated works or formulate investment
projects for the construction of individual works in urban centers: and serves as a basis for
competent state agencies to approve detailed planning and construction investment projects.
3. The grant of planning licenses must be based on actual development control and management
requirements of urban centers, standards on urban planning and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4. A planning license indicates the scope of the planned urban area, permitted norms on land use.
requirements on land use exploitation and use. organization of architectural space, urban soci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on the ground and underground, protection of landscape and
environment in the area in which the investor is assigned to invest, and its validity term.
5. The licensing competence is prescribed as follows:
a/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 and centrally run cities shall grant planning licenses to
projects in provincial urban centers in the cases stated at Points a and c and projects in urban
centers stated at Point b. Clause 1 of this Article:
b/ People's Committees of rural districts, urban districts, towns and provincial cities shall grant
planning licenses to projects not stated at Point a of this Clause.
6.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hall pay fees for the grant of planning licens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n charges and fees.
7. The Government shall specify planning licenses.
Article 72. Management of development of new urban centers and urban quarters
1.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 and centrally run cities shall manage according to planning
the development of new urban centers within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under their
management.
People's Committees of rural districts, urban districts, towns and provincial cities shall manage
according to planning the development of new urban centers within the administrative
boundaries under their management.

2. The investment in constructing new urban centers and new urban quarters must ensure
synchrony in soci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and public services and suit each period of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plans.
3. The scope of a new urban center must be determined on the principles of meeting actual urban
development requirements, investment purposes, investor's capability of organizing project
implementation and social benefits.
4. People's Committees of cities and towns shall organize the investment in the construction of
technical infrastructure facilities outside the fences of new urban quarter projects to ensure
convenient connection and transportation between new urban quarters and surrounding areas and
other functional zones within urban centers.
5. When implementing projects to construct new urban quarters, residential quarters and housing
quarters, People's Committees at all levels and investors stated in investment decisions of
competent authorities shall reserve appropriate land funds for developing social houses in
accordance with law.
6. Project investors identified in investment decisions shall manage technical infrastructure
systems, space and architecture according to approved urban planning within the boundaries of
their projects, except for cases in which such management is transferred to People's Committees.
Article 73. Management of renovation or urban centers according to planning
When renovating or re-constructing an area within an urban center, it is necessary to save land,
give priority to meeting on-spot resettlement needs of locals in the area; improve urban
architectural, landscape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comprehensively build and improve the
quality of soci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systems and public services on the basis of balance
and harmony with surrounding areas; protect cultural heritage, historical relics and traditional
traits of urban centers and areas.
Chapter VI
IMPLEMENTATION PROVISIONS
Article 74. Effect
1. This Law takes effect on January 1, 2010.
2.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is Law, the provisions of the Construction Law on planning the
construction of urban centers and areas within urban centers are replaced with the provisions of
this Law.
Article 75. Transitional provisions
Urban construction planning already approved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Law are not
required to be re-elaborated, re-evaluated and re-approved; the organization of realization,
development management and adjustment of such planning comply with this Law.
Article 76. Detailing and guidance of implementation
The Government shall detail and guide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s and clauses as assigned in
the Law; and guide other necessary contents of this Law to meet state management requirements.

This Law was passed on June 17, 2009, by the XIIth National Assembl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t its 5th session.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Nguyen Phu 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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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2 OF 2012
REGARDING
LAND PROCUREMENT FOR PUBLIC UTILITIES CONSTRUCTION
BY THE GRACE OF GOD ALMIGHT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sidering

: a. whereas in order to realize a just and prosperous society
that is based on Pancasila and the 1945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Republic of Indonesia,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implement the development;
b. whereas to ensure the construction of public utilities, it is
necessary to have a land procurement which put forward
the principle of humanity, democratic and fair;
c. whereas the laws and regulations in the field of land
procurement for public utilities construction have not
been able to ensure land procurement for development;
d. whereas having due regard to letter a, letter b, and letter c,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a Law regarding Land
Procurement for Public Utilities Construction.

Bearing in Mind

: 1. Article 5 paragraph (1), Article 18B paragraph (2),
Article 20, Article 28G paragraph (1), Article 28 H,
Article 28I paragraph (5), Article 28J paragraph (2), and
Article 33 paragraph (3 & 4), of the 1945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 Law Number 5 of 1960 regarding Basic Agrarian (State
Gazette of Republic of Indonesia of 1960 No. 104,
Supplement of State Gazette of Republic of Indonesia
No. 2034);

With Joint Consent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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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DECIDE
To
Stipulate

: LAW REGARDING LAND PROCUREMENT FOR PUBLIC
UTITLIES CONSTRUCTION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In this Law, definition of terms is as follows:
1. Agency means state agencies, ministry and non-ministry government agencies,
provincial government, regencies/municipalities government, and State-Owned
Legal Entity/ State-Owned Enterprises which received special delegation from the
Government.
2. Land Procurement means activities to provide land by giving an adequate and fair
compensation to the entitled party.
3. Entitled Party means a party who owned or possessed land procurement object.
4. Land Procurement Object means land, space above ground and underground,
building, plants, objects relating to land, or other that can be assessed.
5. Right of Land means right of land as mentioned in Law No. 5 of 1960 regarding
Basic Agrarian and other rights to be stipulated by laws.
6. Public Interest means interest of nation, state and society that must be realized by
government and used for the benefit of the greatest prosperity of the people.
7. Right to Manage means right to control by the state, in which the authority of
implementation partially delegated to the holder.
8. Public Consultation means dialogic communication process or discussion between
interested parties in order to achieve understanding and consensus in the planning
of land procurement for development for public interest.
9. Relinquishment of Right means termination of legal relationship from entitled
party to the state through Land Agency.
10. Compensation means an adequate and fair compensation to the entitled party in
the process of land procurement.
11. Land Appraiser, hereinafter referred to Appraiser, means an individual who
perform an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valuation, which has obtained th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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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ppraisal practices given by Minister of Finance and licensed by Land Agency
to calculate the price/value of the Land Procurement Object.
12. Central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Government, mean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with the power of Government of the State of Republic
of Indonesia vested in him as mentioned in the 1945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13. Regional Government means the governors, the regents or the mayors and
regional instrumentalities that form components to administer the regional
governments.
14. Land Agency means National Land Agenc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government agencies which conduct government affairs in the field of land.

CHAPTER II
PRINCIPLES AND OBJECTIVES
Article 2
The implementation of land procurement for public services is based under the
principles of:
a.
b.
c.
d.
e.
f.
g.
h.
i.
j.

humanity;
justice;
favorable;
certainty;
transparency;
consensus;
participation;
prosperity;
sustainability; and
harmony.

Article 3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aims to provide land for the construction in
order to enhance the welfare and prosperity of nation, state, and society while
ensuring the law interest of Entitled Party.

CHAPTER III
BASICS OF LAND PROCUREMENT
Artic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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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Government and/or Regional Government ensure the land availability for Public
Interest.
Government and/or Regional Government ensure the funding availability for
Public Interest.

Article 5
The Entitled Party is obliged to relinquish its land at the time of the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exercise after the granting compensation or based on
a final and binding on court decision.
Article 6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is conducted by Government.

(1)

(2)

(3)

Article 7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
Regional Spatial Layout Plan;
b.
National/Regional Development Plan;
c.
Strategic Plan; and
d.
Work Plan of each Agency which requires land.
In the event of Land Procurement is conducted for infrastructure of oil, gas, and
geothermal, the procurement is carried out in the basis of Strategic Plan and
Agency Work Plan who requires land as mentioned in paragraph (1) letter c and
letter d.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is conducted through planning which
involved all conservators and stakeholders.

Article 8
The Entitled Party and any party who controls the Land Procurement Object for
Public Interest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as mentioned in this Law.

(1)
(2)

Article 9
The exercise of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must regard to the balance
between development interest and public interest.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is conducted by granting adequate and fair
Compensation.

CHAPTER IV
IMPLEMENTATION OF LAND PROCUREMENT
First Section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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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Land for Public Interest as mentioned in Article 4 paragraph (1) is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a.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b.
public road, toll road, tunnel, railroad, railway station, and railway operational
facility;
c.
reservoirs, dams, weir, irrigation, drinking water channels, water and sanitary
sewer, and others irrigation buildings;
d.
ports, airports, and terminals;
e.
oil, gas and geothermal infrastructures;
f.
generators, transmitters, relay stations, network and power distribution;
g.
government’s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networks;
h.
landfills and waste treatment;
i.
Government/Regional Government’s hospital;
j.
public safety facilities;
k.
Government/Regional Government’s cemeteries;
l.
social facility, public facility and green open space;
m. nature reserve and cultural reserve;
n.
Government/Regional Government/village office;
o.
structuring urban slums and/or land consolidation, as well as housing for lowincome communities with lease status;
p.
education infrastructure or Government/Regional Government school;
q.
Government/ Regional Government sport infrastructure; and
r.
Public market and public parking lot.

(1)

(2)

(1)

(2)

Article 11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as mentioned in Article 10 shall be
conducted by Government and that land subsequently owned by Government or
Regional Government.
In the event of 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is State-Owned Enterprise, the land will be owned by the State-Owned
Enterprise.
Article 12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as mentioned in Article 10 letter b to letter
r shall be conducted by Government and may cooperate with State-Owned
Enterprises, Regional Government-Owned Enterprises, or Private-Owned
Enterprises.
In the event development of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as mentioned in
Article 10 letter a, the construction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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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will be held through following stages:
a.
planning;
b.
preparation;
c.
implementation; and
d.
delivery of result.
Second Section
Land Procurement Planning

(1)
(2)

(1)

(2)

(3)
(4)

Article 14
The 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shall prepare the plan of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according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plan as mentioned by paragraph (1) is
based on Regional Spatial Layout Plan and development priority as stated on
Medium-Term Development Plan, Strategic Plan, and respective Government
Agency Work Plan.
Article 15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plan as mentioned in Article 14 paragraph
(1) is prepared in the form of Land Procurement plan document consisting at
least as follows:
a.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development plan;
b. the compatibility with Regional Spatial Layout Plan and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
c. location of the land;
d. size of land required;
e. general description of the land status;
f. approximate time of Land Procurement implementation;
g. approximate period of construction;
h. approximated value of the land; and
i. budgeting plan.
Land Procurement document plan as mentioned in paragraph (1) is prepared
based on feasibility study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Land Procurement plan document as mentioned in paragraph (2) is determined
by respective 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Land Procurement plan document as mentioned in paragraph (3) is submitted to
provincial government.
Third Section
Land Procurement Preparation
Artic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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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pective 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jointly with provincial government
based on Land Procurement plan document, as mentioned in Article 15 shall perform:
a.
notification of construction plan;
b.
preliminary data collection of development location plan;
c.
Public Consultation of development plan.
Article 17
The notification of development plan as mentioned in Article 16 letter a shall be
presented to the public on development location plan for Public Interest, either direct
or indirectly.

(1)

(2)
(3)

(1)

(2)

(3)

(4)
(5)

(6)

(1)

Article 18
Initial data collection of development location plan as mentioned in Article 16
letter b comprises initial data collection activity of Entitled Party and Land
Procurement Object.
Initial data collect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be conducted at the
latest 30 (thirty) days since the date of development plan notification.
The result of initial data collection of development plan as mentioned in
paragraph (1) is used as data to conduct Public Consultation of development
plan as mentioned in Article 16 letter c.
Article 19
Public Consultation of development plan as mentioned in Article 18 paragraph
(3) is conducted in order to achieve an agreement regarding location of the
development plan from the Entitled Party.
Public Consultation of development plan as mentioned in paragraph (1) is
conducted by involving Entitled Party and affected society, and be performed at
development location plan of Public Interest or at the place agreed upon.
The involvement of Entitled Party as mentioned in paragraph (2) may be
conducted through representative with power of attorney from and by the
Entitled Party over construction location plan.
The agreement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et forth in the form of minutes of
agreement.
Based on the agreement as mentioned in paragraph (4), the respective 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shall submit an application of location determination to
governor.
Governor shall determine the locat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5) at the latest
of 14 (fourteen) working days since the application of location determination
received from the 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Article 20
Public Consultation of development plan as mentioned in Article 19 shall be
implemented not later than 60 (sixty) working day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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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3)

(4)

(5)

(6)

(1)

(2)

In the event after the 60 (sixty) working days period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Consultation of construction plan as mentioned in paragraph (1) there are
parties who object to the construction location plan, Public Consultation with
the objection party shall be repeated in the period of 30 (thirty) working days at
the latest.
Article 21
In the event of the repeated Public Consultation as mentioned in Article 20
paragraph (2) there are still parties who object to the construction location plan,
the 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shall report such objection to the respective
governor.
Governor shall form a team in order to conduct a study regarding the objection
of construction location plan as mentioned in paragraph (1).
Team as mentioned in paragraph (2) consists of:
a. provincial secretary or officer appointed as the leader and concurrently also
a member;
b. Head of Regional Office of National Land Agency as secretary and
concurrently also a member;
c. agency who handle in the field of regional development plan affair as a
member;
d. Head of Regional Office of Minister of Law and Human Rights as a
member;
e. regent/municipal or appointed officer as a member; and
f. academics as a member.
Team as mentioned in paragraph (3) will be in charge of:
a. inventory the problems which become the reason of objection;
b. conduct meeting and clarification with the objection party; and
c. provide a recommendation of acceptance or refusal of the construction
location plan.
The result of the study as mentioned in paragraph (2) is in the form of
recommendation of acceptance or refusal regarding the objection of
construction location plan shall be provided at the latest of 14 (fourteen) work
days since the application received by governor.
Based on the recommendat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4), Governor shall
issue a letter of acceptance or refusal regarding the objection of construction
location plan.
Article 22
In the event the objection of construction location plan is refused as mentioned
in Article 21 paragraph (6), the governor shall determine the location of
construction.
In the event of the objection of construction location plan is accepted as
mentioned in Article 21 paragraph (6), the governor shall announc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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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to submit the construction location plan in other
place.

(1)

(2)

(3)

(4)
(5)

Article 23
In the event after the development location is determined as mentioned in
Article 19 paragraph (6) and Article 22 paragraph (1) and there is still objection
exists, the Entitled Party of the determined location may submit a claim to a
respective State Administrative Court at the latest 30 (thirty) working days
period since the issuance of determined location;
State of Administrative Court shall decide whether to accept or refuse the claim
as mentioned in paragraph (1) at the latest of 30 (thirty) working days since the
claim received.
The objection party of the State Administrative Court’s decis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2) at the latest period of 14 (fourteen) working days may appeal to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upreme Court shall make the decision at the latest period of 30 (thirty)
working days since the cassation request received.
Court decision which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shall be the base of whether
to continue or discontinue the Land Procurement for Development for Public
Interest.

Article 24
Location determination of the construction for Public Interest as mentioned in Article
19 paragraph (6) and Article 22 paragraph (1) is granted within 2 (two) years and may
be extended in maximum 1 (one) year.
Article 25
In the event the period of location determination of construction for Public Interest as
mentioned in Article 24 is not fulfilled, the location determination of construction for
Public Interest shall be repeated for the remaining land site which the procurement
has not yet completed.

(1)
(2)

Article 26
Governor with the 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announce the location
determination of construction for Public Interest.
The announcement as mentioned in paragraph (1) is intended to notify the
respective society that the construction for Public Interest will be conducted on
such location.
Fourth Section
Land Procurement Implementation
Paragraph 1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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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Article 27
Based on location determination of development for Public Interest as
mentioned in Article 26 paragraph (1), the 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shall
submit the application of Land Procurement implementation to the Land
Agency.
Implementation of Land Procurement as mentioned in paragraph (1) consists of:
a.
b.
c.
d.
e.

Inventory and identification of control, ownership, use, and utilization of
land;
Appraisal of Compensation;
Deliberation on the Compensation determination;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and
Relinquishment of Agency’s land.

(3)

After the determination of construction location for Public Interest as mentioned
in Article 26 paragraph (1), the Entitled Party may only transfer the right of his
land to the 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through the Land Agency.

(4)

The transfer of right as mentioned in paragraph (3) is performed by granting
Compensation which value is determined on the announcement of location
determination.

Paragraph 2
Inventory and Identification of Control, Ownership, Use, and Utilization of Land
Article 28
(1)

(2)

Inventory and identification of control, ownership, use, and utilization of land
as mentioned in Article 27 paragraph (2) letter a including the activities of:
a. Area measurement and mapping per plot of land; and
b. Data collection of the Entitled Party and the Land Procurement Object.
Inventory and identification of control, ownership, use, and utilization of land as
mentioned in paragraph (1) is conducted in the latest period of 30 (thirty)
working days.
Article 29

(1)

(2)

The result of inventory and identification of control, ownership, use, and
utilization of land as mentioned in Article 28 must be announced in the village
administration office, sub-district office, and in the location where the Land
Procurement is exercised, at the latest of 14 (fourteen) working days.
The result of inventory and identification of control, ownership, use, and
utilization of land as mentioned in Article 28 must be announced gradually,
partial, or entir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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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Announcement of inventory and identification result as mentioned in paragraph
(2) consists of the subject of the right, size of area, location, and map of land of
the Land Procurement Object.
In the event of not accepting the inventory result as mentioned in paragraph (3),
the Entitled Party may submit objection to the Land Agency at the latest of 14
(fourteen) working days since the announcement of inventory result.
In the event of objection on the inventory result as mentioned in paragraph (4),
there will be a verification and correction at the latest of 14 (fourteen) working
days since the submission of objection on the inventory result is accepted.
The inventory and identification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30

The announcement result or verification and correction as mentioned in Article 29 are
determined by the Land Agency and further will become the basis to determine the
Entitled Party in granting Compensation.

Paragraph 3
Appraisal of Compensation
Article 31
(1)
(2)

The Land Agency determines the Appraiser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The Land Agency announces the determined Appraiser as mentioned in
paragraph (1) to conduct appraisal of Land Procurement Object.
Article 32

(1)
(2)

The determined Appraiser as mentioned in Article 31 paragraph (1) must be
responsible for appraisal that has been conducted.
Violation of Appraiser’s obligat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1) will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sanction and/or criminal sanction according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33

The Appraisal of compensation value by the Appraiser as mentioned in Article 32
paragraph (1) is conducted per land area, including:
a.
b.
c.
d.
e.
f.

Land;
Space above and under the ground;
Building;
Plants;
Objects related to land; and/or
Other losses that can be a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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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
(1)

(2)

(3)

Compensation value appraised by the Appraiser as mentioned in Article 33 is
the value which prevails on the announcement of determined location of
construction for Public Interest as mentioned in Article 26.
The amount of Compensation value based on the result of Appraiser’s
assessment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be delivered to the Land Agency
along with the minutes.
The Compensation value based on the Appraiser’s assessment as mentioned in
paragraph (2) will become the basis of deliberation on the Compensation
determination.
Article 35

In the event that in certain land area affected by the Land Procurement there is
residual area which cannot be functioned according to its use and utilization, the
Entitled Party may request for full compensation for his/her plot of land.
Article 36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may be granted in the form of:
a.
b.
c.
d.
e.

Money;
Land replacement;
Resettlement;
Share ownership; or
Other form approved by both parties.

Paragraph 4
Deliberation on Compensation Determination
Article 37
(1)

(2)

The Land Agency conducts deliberation with the Entitled Party at the latest
period of 30 (thirty) working days since the assessment result from the
Appraiser delivered to the Land Agency to determine the form and/or amount of
Compensation based on appraisal of Compensation as mentioned in Article 34.
The result of agreement in the deliberat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be the basis of granting Compensation to the Entitled Party which is stated in
the minutes of agreement.
Article 38

(1)

In the event of no agreement on the form and/or amount of Compensation, the
Entitled Party may submit objection to the relevant district court at the latest
period of 14 (fourteen) working days after the deliberation on determination of
Compensation as mentioned in Article 37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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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The District Court will decide the form and/or amount of Compensation at the
latest period of 30 (thirty) working days since the submission of objection.
Any party object with the district court’s decis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2), at the latest period of 14 (fourteen) working days may appeal to the
Supreme Court of Republic of Indonesia.
The Supreme Court oblige to provide decision at the latest period of 30 (thirty)
working days since the request of the appeal accepted.
The decision of district court/Supreme Court which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will be the basis of Compensation payment to the party who submitted
objection.

Article 39
In the event of the Entitled Party refuse the form and/or amount of Compensation, but
not submitting objection within the period as mentioned in Article 38 paragraph (1),
by law, the Entitled Party are considered accepted the form and amount of
Compensation as mentioned in Article 37 paragraph (1).

Paragraph 5
The Granting of Compensation
Article 40
The Granting of Compensation for the Land Procurement Object will be granted
directly to the Entitled Party.
Article 41
(1)

(2)

(3)
(4)

(5)

The Compensation is granted to the Entitled Party based on the appraisal result
which is determined in the deliberation as mentioned in Article 37 paragraph (2)
and/or the district court/Supreme Court’s decision as mentioned in Article 38
paragraph (5).
At the time of granting the Compensation, the Entitled Party who receive
Compensation must:
a. Conduct relinquishment of right; and
b. Provide the evidence of control or ownership of the Land Procurement
Object to the 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through the Land Agency
The evidence mentioned in paragraph (2) letter b is the only valid evidence
according to the law and inviolability in the later days.
The Entitled Party who receives Compensation is responsible for the validity
and legality of the evidence of possession and ownership which has been
delivered.
Any objection from other parties on the Land Procurement Object which has
been delivered to the 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as mentioned in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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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will become the responsibility of the Entitled Party who receives
Compensation.
Anyone violating the provision mentioned in paragraph (4) will be imposed
with criminal sanction according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42

(1)

(2)

In the event of the Entitled Party refuse the form and/or amount of
Compensation based on the deliberation result as mentioned in Article 37, or the
district court/Supreme Court’s decision as mentioned in Article 38, the
Compensation may be deposited in the relevant district court.
The deposit of Compensation other than as mentioned in paragraph (1), is also
conducted for:
a. The Entitled Party is not known on his/her location; or
b. The Land Procurement Object which will compensate:
1. Subject to pending dispute in the court;
2. The ownership is still in dispute;
3. Is being seized by the authorized official; or
4. Become a security for bank
Article 43

At the implementation of granting the Compensation and Relinquishment of Right as
mentioned in Article 41 paragraph (2) letter a have been conducted or the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has been deposited in the district court as mentioned in Article 42
paragraph (1), the ownership or Right of Land from the Entitled Party become null
and the evidence of right is no longer valid and the land is under direct of the state.
Article 44
(1)

(2)

The Entitled Party who receives Compensation or Agency which obtain the land
from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may be granted with the tax
incentives.
Further provisions related to the tax incentives will be regulated by the
Government or the Region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 authorization.

Paragraph 6
Relinquishment of Agency’s Land
Article 45
(1)

Relinquishment of Land Procurement Object for Public Interest which owned
by the Government is conducted according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management of state/regional properties.

Unofficial translation
(2)

(3)

Relinquishment of Land Procurement Object for Public Interest which owned
by the Government of possessed/owned by the State-Owned
Enterprise/Regional-Owned Enterprise, is conducted based on this Law.
Relinquishment of Land Procurement Object as mentioned in paragraph (1) and
paragraph (2) are conducted by the authorized officer or officer who obtain
delegation of authority.
Article 46

(1)

(2)

(3)
(4)

Relinquishment of Land Procurement Object as mentioned in Article 45
paragraph (1) and paragraph (2) will not receive compensation, unless:
a. The Land Procurement Object which have contained building thereon and
actively used for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duties;
b. The Land Procurement Object which owned/possessed by the State-Owned
Enterprise/Regional-Owned Enterprise; and/or
c. The Land Procurement Object village treasury.
Compensation of the Land Procurement Object as mentioned in paragraph (1)
letter a and letter c will be granted in the form of land and/or building or
relocation.
Compensation of Land Procurement Object as mentioned in paragraph (1) letter
b may be granted in the form stated in Article 36.
The Compensation value as mentioned in paragraph (2) and paragraph (3) are
based on the appraisal of Compensation result as mentioned in Article 34
paragraph (2).
Article 47

(1)

(2)

(3)

Relinquishment of Land Procurement Object as mentioned in Article 45 and
Article 46 are conducted at the latest period of 60 (sixty) working days since the
determination of development location for Public Interest.
If the relinquishment of Land Procurement Object has not been done within the
period mentioned in paragraph (1), the land will be stated as delivered and
become the state land and may directly used for development for Public
Interest.
The officer who violates provisions as mentioned in paragraph (1) will be
imposed with administrative sanction according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Fifth Section
The Delivery of Land Procurement Result
Article 48
(1)

The Land Agency deliver the Land Procurement result to the 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after:

Unofficial translation

(2)

a. The Granting of Compensation to the Entitled Party and Relinquishment of
Right as mentioned in Article 41 paragraph (2) letter a has been delivered;
b. The Granting of Compensation has been deposited in the district court as
mentioned in Article 42 paragraph (1).
The 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may start conducting the construction
activities after the delivery of Land Procurement result as mentioned in
paragraph (1).
Article 49

(1)

(2)
(3)

The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because of urgent situation as the
effect of natural disaster, war, expanded social conflict, and diseases, may
immediately be constructed after the determination of construction location for
Public Interest.
Before the determination of construction location for Public Interest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deliver a prior notice to the Entitled Party.
In the event of any objection or claim on the implementation of Land
Procurement, the 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may still conduct the
construct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1).
Article 50

The Agency which receives the land must register the land according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Sixth Sec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Article 51
(1)
(2)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of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as mentioned in Article 13 are conducted by the Governm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result of the delivery of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which has been received, as mentioned in Article 48 paragraph
(1) are conducted by the Land Agency.

CHAPTER V
LAND PROCUREMENT SOURCE OF FUND
First Section
Source of Fund
Article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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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fund is sourced from the State Budget
(APBN) and/or Regional Budget (APBD).
In the event of the 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is State-Owned Legal
Entity/State-Owned Enterprise which obtain special assignment, the fund is
sourced from the company’s internal or other sources according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The special assignment as mentioned in paragraph (2) is according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53

(1)

(2)

(3)

The Land Procurement fund as mentioned in Article 52, including the fund for:
a. Planning;
b. Preparation;
c. Implementation;
d. Delivery of result;
e.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and
f. Socialization.
The funding on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is conducted by the
Agency and stated in the budgeting document according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The provision on mechanism of funding on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is regulated in the Presidential Regulation.

Second Section
Availability and Usage of Fund
Article 54
Guarantee for the availability of fund for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is
allocated by the Agency according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CHAPTER VI
RIGHTS, OBLIGATIONS, AND PARTICIPATION OF THE SOCIETY
Article 55
In the implementation of Land Procurement, the Entitled Party has the rights to:
a.
b.

Know the implementation plan of Land Procurement; and
Obtain information on Land Procurement.
Article 56

Unofficial transl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every person obliges
to obey the Land Procurement provisions on Development for Public Interest.
Article 57
In the implementation of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the society may
participate, among others:
a.
b.

Contributing verbal or written suggestion related to Land Procurement;
Contributing sup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Land Procurement.

CHAPTER VII
TRANSITIONAL PROVISIONS
Article 58
By the time this Law comes into force:
a.

b.

c.

The Land Procurement process which is being conducted before the this Law
come into force, will be finished based on the provision before this Law come
into force;
The residual land which the procurement has not been finished in the process of
Land Procurement as mentioned in letter a, the procurement will be finished
based on the provisions in this Law; and
The Regulation on the procedures of Land Procurement is declared as still in
force to the extent it is not contradictory or has not being replaced based on this
Law.

CHAPTER VIII
CLOSING PROVISIONS
Article 59
Further provisions on implementation of Land Procurement for Development for
Public Interest are regulated in Presidential Regulation.
Article 60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of this Law shall be stipulated at the latest of 1 (one)
year after this Law is being promulgated.
Article 61
This Law shall be effective upon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For the public to recognize, orders the promulgation of this Law by having it place on
the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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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UCIDATION
OF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2 YEAR 2012
REGARDING
LAND PROCUREMENT FOR PUBLIC UTILITIES CONSTRUCTION

I.

GENERAL
In the event of realizing a just and prosperous society based on Pancasila and
the 1945 Constitution of Republic of Indonesia, the government is needed to
carry out the development.
One of the development efforts within the framework of national development
held by the Government is development for Public Interest. The construction for
Public Interest requires land that the procurement conducted with prioritizes the
principles consisted in the 1945 Constitution of Republic of Indonesia and the
national land law, among others the principle of humanity, justice, usefulness,
certainty, transparency, consensus, participation, prosperity, continuity, and
harmony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nation and state.
The national land law recognizes and honors the society rights of land and
objects related to the land, and also provide the public authority to the State in
the form of authority to arrange, regulate, manage, and supervise as stated in the
following basics of Land Procurement:
1. The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 guarantee the availability of
land for Public Interest and its fund.
2. The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is conducted with:
a. Regional Spatial Layout Plan;
b. National/Regional Development Plan;
c. Strategic Plan; and
d. Work Plan of each Agency that requires land.
3. The Land Procurement is conducted through the planning which involves all
stakeholders.
4. The implementation of Land Procurement shall concern the balance of
development interest and public interest.
5. The Land Procurement for Public Interest is conducted with granting proper
and fair Compensation.

II.

ARTICLE BY ARTICLE
Article 1
Sufficiently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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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Letter a
The means of “humanity principle” is the Land Procurement shall
provide protection and honor to the human rights, dignity, and prestige
of each citizen and resident of Indonesia proportionally.
Letter b
The means of “justice principle” is to provide guarantee of proper
compensation to the Entitled Party within the process of Land
Procurement to achieve the chance to continue a better life.
Letter c
The means of “usefulness principle” is the result of Land Procurement
will provide benefits for the interest of society, nation, and state.
Letter d
The means of “certainty principle” is to provide a legal certainty of
land availability in the process of Land Procurement for development
and guarantee the Entitled Party to obtain proper Compensation.
Letter e
The means of “transparency principle” is that the Land Procurement
for development is conducted with provides access for the society to
obtain information related to the Land Procurement.
Letter f
The means of “consensus principle” is that the Land Procurement
process is conducted with deliberation of each party without any
coercion to achieve mutual consensus.
Letter g
The means of “participation principle” is the support for Land
Procurement implementation through the society participation,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since the planning process until the construction
activity.
Letter h
The means of “prosperity principle” is that the Land Procurement for
development may provide added values for the life continuity of the
Entitled Party and society generally.
Letter i
The means of “sustainability principle” is the construction activity may
continuously conduct, simultaneously, to achieve the expected goals.
Letter j
The means of “harmony principle” is that the Land Procurement for
development may conduct in balance and harmonize with the society
and state interest.
Article 3
Sufficiently clear
Article 4
Sufficiently clear
Article 5
Sufficiently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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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Sufficiently clear
Article 7
Paragraph (1)
Sufficiently clear
Paragraph (2)
The means of “oil, gas, and geothermal infrastructure” is the
infrastructure related to the upstream business activities of oil and gas,
which including the exploration, exploitation, transmission, and/or
distribution activities.
The characteristic of oil, gas, and geothermal activities consist of high
level of uncertainty. The requirement of land for exploration,
exploitation, transmission, and/or distribution cannot be determined
certainty from the beginning which require flexibility of planning to
guarantee the effectivity of implementation in controlling the oil, gas
and geothermal as the strategic and vital natural resources and
development resources.
Paragraph (3)
The means of “conservators” among others are traditional leaders and
religious figures.
The means of “stakeholders” are people or parties which have interest
on the object of land relinquishment, such as the Entitled Party,
government, and society.
Article 8
Sufficiently clear
Article 9
Sufficiently clear
Article 10
Letter a
Sufficiently clear
Letter b
Sufficiently clear
Letter c
The means of “reservoirs” is buildings in the form of land overdraft,
stone overdraft, concrete, and/or masonry built in addition to detain
and accommodate water, also to detain and accommodate the mining
waste (tailing) or mud until it form a reservoir.

Unofficial translation
The means of “weir” is levees to detain water in the river, seaside, and
others.
Letter d
Sufficiently clear
Letter e
Sufficiently clear
Letter f
Sufficiently clear
Letter g
Sufficiently clear
Letter h
The means of “waste” is waste according to the prevailing regulations
related to waste management.
Letter i
Sufficiently clear
Letter j
The means of “public safety facilities” is all facilities required to
prevent the effects of disaster, among others emergency hospital,
emergency shelter, and mitigation levees on the risks of floods, lava,
and landslide.
Letter k
Sufficiently clear
Letter l
The means of “green open space” is a green open space according to
the prevailing regulations related to spatial arrangement.
Letter m
Sufficiently clear
Letter n
The means of “Government/Regional Government/village office” is a
facility and infrastructure to conduct the governmental functions,
including the penitentiary, state house arrest, and technical
implementer unit of other penitentiaries.
Letter o
The means of “housing for low-income communities” is public
housing built on the Government/Regional Government land and to the
occupant will be granted rent status.
Lette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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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iciently clear
Letter q
Sufficiently clear
Letter r
The means of “common market and public parking lot” is market and
parking lot which planned, conducted, managed, and owned by the
Government and/or Regional Government and the management may
be conducted by cooperation with State-Owned Enterprise, Regional
Government-Owned Enterprise, or private company.
Article 11
Sufficiently clear
Article 12
Sufficiently clear
Article 13
Sufficiently clear
Article 14
Sufficiently clear
Article 15
Paragraph (1)
Arrangement of Land Procurement planning document may be
conducted together by the 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with the
relevant technical institution or may be assisted by a professional
agency appointed by the 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Paragraph (2)
The feasibility study consists of:
a. Economical social survey;
b. Location feasibility;
c. Cost analysis and benefit of development for the area and society;
d. Approximate value of the land;
e.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social impact that probably raised
as the effect of the Land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and
f. Other studies required.
Article 16
Sufficiently clear
Article 17
Direct notification among others is through socialization, face to face, or
notification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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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rect notification among others is through printed media or electronic
media.
Article 18
Sufficiently clear
Article 19
Paragraph (1)
In the Public Consultation, the 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shall
explain among others; the development plan and calculation method of
Compensation which is conducted by the Appraiser.
Paragraph (2)
The means of “affected society” is such as the society which directly
adjacent with the Land Procurement location.
Paragraph (3)
The means of “power of attorney” is a power of attorney to represent
the public consultation according to the prevailing regulations.
The means of “from and by the Entitled Party” is the receiver and the
grantor of attorney are from the Entitled Party.
Paragraph (4)
Sufficiently clear
Paragraph (5)
Sufficiently clear
Paragraph (6)
Sufficiently clear
Article 20
Paragraph (1)
Sufficiently clear
Paragraph (2)
The objected party on the plan of development location shall deliver
the objection in written along with the reason of objection.
Article 21
Paragraph (1)
Sufficiently clear
Paragraph (2)
The means of “study regarding the objection on the development
location plan” is a study on the objection document submitted by the
Entitled Party.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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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iciently clear
Paragraph (4)
Sufficiently clear
Paragraph (5)
Sufficiently clear
Paragraph (6)
Sufficiently clear
Article 22
Sufficiently clear
Article 23
Sufficiently clear
Article 24
Sufficiently clear
Article 25
The means of “remaining land” is the land which right has not been
delivered yet from the Entitled Party until the period of location
determination ended.
Towards the remaining land, if the Agency which requires the land still
need the related land, the land procurement process shall be submitted from
the beginning. It is intended to guarantee the validity of the remaining land
procurement
Article 26
Sufficiently clear
Article 27
Paragraph (1)
Land Procurement basically conducted by the Land Agency, which in
the implementation may participate or coordinate with the provincial
government or regency/municipal government.
Paragraph (2)
Sufficiently clear
Paragraph (3)
Sufficiently clear
Paragraph (4)
The means of “value on the announcement of location determination”
is that the Appraiser in determine the Compensation is based on the
Land Procurement Object’s value on the announcement date of
location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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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Inventory and identification are conducted to discover the Entitled Party
and the Land Procurement Object. The result of inventory and
identification consists of the nomination list on the Entitled Party and Land
Procurement Object. The Entitled Party including name, address, and
occupation of the party possessed/owned the land. The Land Procurement
Object including location, area, status, and the usage type and land
utilization.
Article 29
Sufficiently clear
Article 30
Sufficiently clear
Article 31
Paragraph (1)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means provisions related to
goods/service procurement in government institution.
Paragraph (2)
Sufficiently clear
Article 32
Sufficiently clear
Article 33
Letter a
Sufficiently clear
Letter b
Sufficiently clear
Letter c
Sufficiently clear
Letter d
Sufficiently clear
Letter e
Sufficiently clear
Letter f
The means of “other losses that can be assessed” is non-physically
losses which can be equated with money, such as loss because of
losing business or job, resettlement costs, reoccupation costs, and the
value of the remaining properties.
Articl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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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iciently clear
Article 35
The means of “cannot be functioned” is the land area which cannot be used
according to its function and prior usage, such as a house which broke until
part of the house is no longer can used as house. Related to this matter, the
party possessed/owned the land may request Compensation for all of his
land.
Article 36
Letter a
Sufficiently clear
Letter b
Sufficiently clear
Letter c
The means of “resettlement” is the process in providing the land
replacement to the Entitled Party to other location according to the
consensus in the Land Procurement process.
Letter d
The means of “compensation in the form of share ownership” is share
investment in the development activity for relevant Public Interest
and/or the management which based 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Letter e
Other form approved by both parties such as combination of 2 (two) or
more Compensation form as mentioned in letter a, letter b, letter c, and
letter d.
Article 37
Sufficiently clear
Article 38
Paragraph (1)
Sufficiently clear
Paragraph (2)
As the consideration to determine a decision of Compensation amount,
the interested party may present expert witness in the appraisal field to
be listened as the comparison with the Compensation appraisal.
Paragraph (3)
Sufficiently clear
Paragraph (4)
Sufficiently clear
Paragrap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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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iciently clear
Article 39
Sufficiently clear
Article 40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basically shall directly grant to the Entitled
Party of the Compensation. However, in the event of the Entitled Party is
absence, the Entitled Party by law may provide authority to other party or
the heir. The authority receiver may only accept authority from one person
who entitled for the Compensation.
The entitled parties among others are:
a. The holder of land right;
b. The holder of management right;
c. Nadzir, for the waqf land;
d. the owner of land which before belonged to the indigenous;
e. indigenous society;
f. the party possessed the state land with good faith;
g. the basic holder of land possession; and/or
h. the owner of building, plants, or any objects related to the land.
On provisions, Compensation granted to the holder of land right. In
addition of right to use building or right to use upon the land which not
belong to them, Compensation shall be granted to the holder of right to use
building or right to use over building, plants, or other objects related to the
land whether owned or possessed by them, meanwhile Compensation for
the land shall be distributed to the holder of right of ownership or
management right.
Compensation for indigenous land shall be distributed in the form of
replacement land, resettlement, or other forms agreed by the respective
indigenous society.
The party that possessed the state land who may be granted Compensation
is the state land user according to or not violating the prevailing regulations.
Such as, the ex-land right holder which the period of right is already
expired, who still use or utilize the respective land, the party who possessed
the state land based on rent, or other party who use or utilize the state land
freely without violating the prevailing regulations.
The means of “the basic holder of land right possession” is the party who
owned evidence issued by the authorized officer to proof his right on the
relevant land, such as the holder of Sale and Purchase Deed of Land Right
which has not been renamed, the holder of Sale and Purchase Deed of
indigenous land which has not received certificate, and the holder of
occupy permit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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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plants, or other objects related to the land which have not or did
not owned by the Land Right, the Compensation shall be distributed to the
owner of building, plants, or other objects related to the land.
Article 41
Sufficiently clear
Article 42
Sufficiently clear
Article 43
Sufficiently clear
Article 44
Sufficiently clear
Article 45
Sufficiently clear
Article 46
Sufficiently clear
Article 47
Sufficiently clear
Article 48
Sufficiently clear
Article 49
Sufficiently clear
Article 50
Sufficiently clear
Article 51
Sufficiently clear
Article 52
Paragraph (1)
Sufficiently clear
Paragraph (2)
The means of “State-Owned Legal Entity” is such as Upstream Oil and
Gas Executive Agency (BP MIGAS).
The means of “State-Owned Enterprise” is such as National Electricity
Company (PLN).
Paragraph (3)
Sufficiently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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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4)
Sufficiently clear
Article 53
Sufficiently clear
Article 54
Sufficiently clear
Article 55
Sufficiently clear
Article 56
Sufficiently clear
Article 57
Letter a
Sufficiently clear
Letter b
The means of “support” is approving the program and accelerate the
Land Procurement process.
Article 58
Sufficiently clear
Article 59
Sufficiently clear
Article 60
Sufficiently clear
Article 61
Sufficiently clear
SUPPLEMENT OF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5280

1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26 OF 2007
REGARDING
SPATIAL SPACE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Under this Law, the following terms shall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Space shall means any space which covering land, sea and air space, including
any space in earth as a single territorial unit, where human and other living
creatures live, do their activities and maintain their viability.

2.

Spatial shall means the form of the space structure and pattern.

3.

Space structure shall means the structure of population centers and network
system of infrastructure and fascilities, in which such population centers and
network system shall have the function as the support of the society social
economic activities which has a functional relationship hierarchically.

4.

Space pattern shall means the distribution of spatial space within a territory,
which covers the spatial space for the protection and cultivication function.

5.

Spatial space shall means the system of the spatial space planning process,
utilization of space, and utilization space control.

6.

Execution of spatial space shall means any activities which including the
management,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supervision of the spatial space.

7.

Central Government, hereinafter shall be referred to as the Government, shall
means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who holds the authority of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f 1945.

8.

Regional Government shall means the Governour, Regent, or Major, along with
the regional apparatus as the element of the region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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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rrangement of spatial space shall means the an effort to establish the legal basis
for the Government, regional government, and the society in relation with the
spatial space.

10. Development of spatial space shall means an effort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spatial space which helds by the Government, regional government, and
the society.
11. Implementation of spatial space shall means any efforts to acchieve the objective
of the spatial space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spatial space, utilization of
space, and utilization of space control.
12. Supervision of spatial space shall means an effort to manage the execution of
spatial space, so that such spatial space shall be able to be realized according to
the laws and regulations.
13. Spatial space planning shall means a process to determine the space structure and
pattern, which covers the preparation and determination of the spatial space
planning.
14. Utilization of space shall means an effort to realize the space structure and pattern
according to the spatial space plan through the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along with the budget.
15. Utilization of space control shall means an effort to realize a good spatial.
16. Spatial space plan shall means the result of the spatial space planning.
17. Territory/Area shall means the space which is the geographical unit along with all
the related elements, in which its boundary and system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administrative and functional aspect.
18. Territorial system shall means the space structure and pattern which have the
range of service on a regional level.
19. Internal urban system shall means the space structure and pattern which have the
range of service on an urban level.
20. Area shall means the area which have the main function of protection or
cultiv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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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Protected area shall means the area which has been determined to have the main
function to protect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hich is including the natural
and artificial resources.
22. Cultivication area shall means the area which has been determined to have the
main function to be cultivated on the basis of the condition and potential of the
natural resources, human resources, and artificial resources.
23. Countryside area shall means the area which have the agriculture as its main
activity, including th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with the area function
composition as the countryside resident, government services, social services, and
economic activities.
24. Agropolitan area shall means the are which consists of one or more center of
activities on the countryside area as the agriculture production system and the
management of certain natural resources which shown by the existence of the
functional relation and spatial hierarchy system unit of residential and
agrobusiness system.
25. Urban area shall means the area which have the non-agriculture activities as its
main activity, with the area function composition as the urban resident,
centralisation and distribution of government services, social services, and
economic activities.
26. Metropolitan area shall means the urban area which consists of an independent
urban area or the center urban area surrounded by other urban area which have
the mutual functional relation, in which such mutual functional relation is related
by the integrated regional infrastructure network system, with the number of
society population is at least 1,000,000 (one million) population.
27. Megapolitan area shall means the area which is formed by 2 (two) or more
metropolitan area which have the functional relation, where such metropolitant
areas are establishing a system.
28. National strategic area shall means the area, in which its spatial space is
prioritized since it have the significant influence against the national sovereignty,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economic, social, culture, and/or environment,
including the area which have been determined as the world inheri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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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Provincial strategic area shall means the area, in which its spatial space is
prioritized since it have the significant influence against the provincial economic,
social, culture, and/or environment.
30. City strategic area shall means the area, in which its spatial space is prioritized
since it have the significant influence against the city economic, social, culture,
and/or environment.
31. Green open area shall means the lengthwise area/line and/or grouping, in which
the usage of such area is more open, where the plans grow, both of grow naturally
or deliberately planted.
32. Spatial space permit shall means permit as required to conduct the spatial space
activities according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33. Individual shall means individual and/or corporation.
34. Minister shall means the minister who held the government affairs in spatial
space.
CHAPTER II
PRINCIPLE AND OBJECTIVE
Article 2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itary Republic of Indonesia, the spatial space shall be
held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a.

integration;

b.

harmony and balance;

c.

sustainbility;

d.

empowerment and outcome on usage;

e.

transparancy;

f.

togetherness and partnership;

g.

protection of the public interest;

h.

legal certainty and justice; and

i.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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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The objective of the execution of the spatial space shall to realize the safe, comfortable,
productive, and sustainable national teritory space based on the Archipelagic Concept
and National Defence by:
a.

the realization of the harmony between the natural and artificial environment;

b.

the realization of the integration of the natural and artificial resources usage with
due regard to the human resources; and

c.

the realization of the space function protection and prevention of the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due to the spatial space.
CHAPTER III
SPATIAL SPACE CLASSIFICATION
Article 4

The spatial space shall be classified based on the system, main area function,
administrative area, territory activities, and territorial strategic value.
Article 5
(1)

Spatial space based on the system shall consists of the territorial system and
internal urban system.

(2)

Spatial space based on the territorial main function shall consists of the protected
and cultivation area.

(3)

Spatial space based on the administrative area shall consists of the national spatial
space, provincial spatial space, and city/regency spatial space.

(4)

Spatial space based on the territorial activities shall consists of the urban spatial
space and countryside spatial space.

(5)

Spatial space based on the territorial stragegic value shall consists of the national
strategic spatial space, privincial strategic spatial space, and city/regency strategic
spati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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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1)

Spatial space shall be held by concerning the following:
a. physical condition of the Unitary Republic of Indonesia which susceptible
to disaster;
b. potential of natural resources, human resources, and artificial resources;
economic condition, social, culture, politic, law, security-defence,
environment, also sciense and technology as a unity; and
c. geostrategy, geopolotic, and geoconomic.

(2)

National spatial space, provincial spatial space, and city/regency spatial space
shall be conducted gradually and complementary.

(3)

National spatial space shall includes the jurisdiction territory and national
sovereignty territory, which include the land space, sea space, and air space,
including any space inside the earth as a unity.

(4)

Provincial spatial space and city/regency spatial space shall include the land
space, sea space, and air space, including any space inside the earth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5)

The management of sea space and air space shall be regulated separately under
the separate law.
CHAPTER IV
DUTY AND AUTHORITY
Section One
Duty
Article 7

(1)

The state held the spatial space for the prosperity of the society.

(2)

In performing the duty as mentioned in paragraph (1), the state gives the full
authority to held the spatial space to the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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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held of the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paragraph (2) shall be conducted by
respecting the rights owned by the individual according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Section Two
Government Authority
Article 8

(1)

The Government authority to held the spatial space shall covers the following:
a. the management, development, and control of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provincial, and city/regency spatial space, also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strategic area spatial space, provincial, and
city/regency;
b.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spatial space;
c.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strategic area spatial space; and
d. the spatial space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s and to facilitates the
spatial space cooperation between the province.

(2)

The Government authority to held the national spatial space shall covers the
following:
a. the national spatial space planning;
b. the use of the national space; and
c. the control of the national space use.

(3)

The Government authority to held the national strategic area spatial space shall
covers the following:
a. to assessts the national strategic area;
b. to plan the national strategic area spatial space;
c. to use the national strategic area; and
d. to control the use of the national strategic area.

(4)

The implementation of the use of spatial space and control of national strategic
area as mentioned in paragraph (3) letter (c) and letter (d) can be conducted by
the regional government through the deconcentration and/or de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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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 relation with the execution of spatial space, the Government shall be
authorized to draft and establish the guideline of spatial space.

(6)

In performing the authorities as mentioned in paragraph (1), (2), (3), (4) and (5),
the Government shall:
a. disseminating the information related to:
1) the general and specific plan of spatial space in rela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spatial space;
2) the referral of zonation regulation for the national system which
regulated in order to control the use of the national space; and
3) the guideline of spatial space;
b. determining the assessment standard of the minimum service of the spatial
space.
Article 9

(1)

The execution of spatial space shall be performed by the Minister.

(2)

The duty and responsibility of the Minister related to the execution of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cover the following:
a. the management, development, and control of spatial space;
b.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spatial space; and
c. the coordination of the cross-sector, cross-area, and cross-stakeholder
execution of spatial space.
Section Three
Provincial Government Authority
Article 10

(1)

The povincial government authority to held the spatial space shall covers the
following:
a. the management, development, and control of the implementation of
provincial spatial space, and city/regency, also against the provincial and
city/regency strategic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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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implementation of provincial spatial space;
c. the implementation of provincial strategic area spatial space; and
d. the cross-province spatial space cooperation and to facilitates the crosscity/regency spatial space cooperation.
(2)

The provincial government authority to held the provincial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paragraph (1) letter (b) shall covers the following:
a. the provincial spatial space planning;
b. the use of the provincial space; and
c. the control of the provincial space use.

(3)

In implementing the provincial strategic area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paragraph (1) letter (c), the provincial government shall do the following:
a. to assessts the provincial strategic area;
b. to plan the provincial strategic area spatial space;
c. to use the provincial strategic area; and
d. to control the use of the provincial strategic area.

(4)

The implementation of the use of spatial space and control of provincial strategic
area as mentioned in paragraph (3) letter (c) and letter (d) can be conducted by
the regional government of the city/regency through the delegation.

(5)

In relation with the execution of provincial spatial space, the provincial
government shall be authorized to draft and establish the guideline of province
and city/regency spatial space.

(6)

In performing the authorities as mentioned in paragraph (1), (2), (3), (4) and (5),
the provincial government shall:
a. disseminating the information related to:
1) the general and specific plan of spatial space in rela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ncial spatial space;
2) the referral of zonation regulation for the provincial system which
regulated in order to control the use of the provincial space; and
3) the guideline of spatial space;
b. determining the assessment standard of the minimum service of the spati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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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 the event that the provincial government cannot meet the standard of the
minimum service of the spatial space, the Government shall takeover any
necessary action according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Section Four
City/Regency Government Authority
Article 11

(1)

The city/regency government authority to held the spatial space shall covers the
following:
a. the management, development, and control of the implementation of
city/regency spatial space, and city/regency strategic area;
b. the implementation of city/regency spatial space;
c. the implementation of city/regency strategic area spatial space; and
d. the cross-city/regency spatial space cooperation.

(2)

The city/regency government authority to held the city/regency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paragraph (1) letter (b) shall covers the following:
a. the city/regency spatial space planning;
b. the use of the city/regency space; and
c. the control of the city/regency space use.

(3)

In implementing the city/regency strategic area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paragraph (1) letter (c), the city/regency government shall do the following:
a. to assessts the city/regency strategic area;
b. to plan the city/regency strategic area spatial space;
c. to use the city/regency strategic area; and
d. to control the use of the city/regency strategic area.

(4)

In implementing the authorities as mentioned in paragraph (1) and (2), the
city/regency government shall referrs to the spatial space guidelines and
implementation guideline.

(5)

In performing the authorities as mentioned in paragraph (1), (2), (3), and (4), the
city/regency government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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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seminating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general and specific plan of
spatial space in rela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city/regency
spatial space;
b. performing the standard of the minimum service of the spatial space.
(6)

In the event that the city/regency government cannot meet the standard of the
minimum service of the spatial space, the provincial overnment may takeover any
necessary action according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CHAPTER V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SPATIAL SPACE
Article 12

The management of spatial space shall be conducted through the assessment of the
spatial space laws and regulation, including the guideline of spatial space.
Article 13
(1)

The Government shall develops the spatial space through the provincial
government, city/regency government, and society.

(2)

The development of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be carried
out through the following:

(3)

The provincial govenrment and city/regency governemnt shall develop the spatial
space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4)

Any further provision regarding the execution of spatial space development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be further regulated under the government
regulation.
CHAPTER VI
IMPLEMENTATION OF SPATIAL SPACE
Section One
Spatial Spac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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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1
General
Article 14
(1)

The spatial space planning shall be conducted in order to generate the following:
a. general plan of spatial space; and
b. specific plan of spatial space.

(2)

The general plan of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paragraph (1) letter (a) shall
hierarchically consists of:
a. the National Spatial Space Plan;
b. the provincial spatial space plan; and
c. the city and regency spatial space plan.

(3)

The specific plan of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paragraph (1) letter (b) shall
consists of:
a. the island/islands spatial space plan and national strategic area spatial
space plan;
b. the provincial strategic area spatial space plan; and
c. the specific plan of city/regency spatial space and city/regency strategic
area spatial space plan.

(4)

The specific plan of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paragraph (1) letter (b) shall be
regulated as the implementing guideline of the general plan of spatial space.

(5)

The specific plan of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paragraph (3) letter (a) and (b)
shall be regulated in the event of the following:
a. the general plan of spatial space has not been able to be used as the basis
of the implementation of space use and control of space use; and/or
b. the general plan of spatial space is covering the territory, in which the area
and the scala map of such territory shall need to be detailed before it is
operated.

(6)

The specific plan of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paragraph (3) letter (c) shall be
the basis of zonation regulation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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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ny further provision regarding the map accuracy level of the spatial space plan
shall be further regulated under the government regulation.
Article 15

The National Spatial Space Plan, provincial spatial space plan, and city and regency
spatial space plan shall cover the land space, sea space, and air space, including any
space inside the earth.
Article 16
(1)

The spatial space plan may be reconsidered trough the judicial review.

(2)

Reconsideration of the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paragraph (1) may generates
the recommendation as follow:
a. the existing spatial space plan shall remain valid according to its validity
period; or
b. the existing spatial space plan shall be ammended.

(3)

In the event that the reconsideration of the spatial space generates the
recommendat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2) letter (b), the revision of the
spatial space plan shall be executed by respecting the individual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s.

(4)

Any further provision regarding the chriteria and the procedure of the spatial
space plan judicial review as mentioned in paragraph (1) and (2) shall be further
regulated under the government regulation.
Article 17

(1)

The content of the spatial space plan shall covers the space structure and pattern
plan.

(2)

Space structure plan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covers the residental
central system plan and infrastructure network system plan.

(3)

Space pattern plan as mentioned in paragraph (2) shall covers the allotment of
protected and cultiv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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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allotment of protected and cultivation area as mentioned in paragraph (3)
shall covers the space allotment for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ivities,
social, culture, economic, security, and defence.

(5)

In relation with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4),
the territorial spatial space plan shall determines the foreign area at least 30%
(thirty percent) of the watersheds area.

(6)

The arrangement of spatial space plan shall considering the cross-territorial
relation, territorial cross-function, and territorial cross-activities.

(7)

Any further provision regarding the arrangement of the spatial space plan related
to the security and defence function as the sub-system of the territorial spatial
space plan shall be further regulated under the government regulation.
Article 18

(1)

The assessment of the draft of provincial regulation regarding the provincial
spatial space plan and the specific plan of spatial plan shall obtain prior substance
approval from the Minister.

(2)

The assessment of the draft of city/regency regulation regarding the city/regency
spatial space plan and the specific plan of spatial plan shall obtain prior substance
approval from the Minister upon the recommendation from the Governor.

(3)

Any provision regarding the content, guideline, and the procedure of the
provincial spatial space plan arrangement as mentioned in paragraph (1) and the
city/regency spatial space plan arrangement as mentioned in paragraph (2) shall
be regulated under the Ministry regulation.
Paragraph 2
National Spatial Space Planning
Article 20

(1)

The National Spatial Space Plan shall covers the following:
a. purpose and objective, also the strategy of the national spatial spac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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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ational space structure which covers the national urban system related to
the countryside area within its service area and the main infrastructure
network system;
c. national space pattern plan which covers the national protected and
cultivation area which have the national strategic value;
d. assessment of the national strategic area;
e. spatial space use directives which contain of the main program five-years
medium term; and
f. control of national spatial space directives which contain the directives of
the national zoning system indication, licensing, incentive and
disincentive, and sanction.
(2)

The National Spatial Space Plan shall be the guideline of the following:
a. arrangement of long-term national development plan;
b. arrangement of mid-term national development plan;
c. the space use and control of national space use;
d. unity of the cross-province integration, relefance, and balance
development, and cross-sector harmony;
e. assessment of location and space function for the investment;
f. arrangement of the national strategic area; and
g. arrangement of provincial and city/regency spatial space.

(3)

The period of the National Spatial Space Plan shall be 20 (twenty) years.

(4)

The National Spatial Space Plan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be
reconsidered 1(once) within 5 (five) years.

(5)

In the event that certain strategic area which is related to a huge scale of natural
disaster determinded by the laws and regulation and/or amendment of state
territorial boundary through the Law, the National Spatial Space Plan shall be
reconsidered for more than1(once) within 5 (five) years.

(6)

The National Spatial Space Plan shall be regulated under the governm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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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1)

The specific plan of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Article 14 paragraph (3) letter
(a) shall be regulated under the presidental decree.

(2)

Any provision regarding the content, guideline, and procedure of the specific plan
of spatial space arrangement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be regulated
under the Ministry regulation.
Paragraph 3
Provincial Spatial Space Planning
Article 22

(1)

The arrangement of provincial spatial space plan shall refers to:
a. National Spatial Space Plan;
b. spatial space guideline; and
c. the regional mid-term development plan.

(2)

The arrangement of provincial spatial space plan must consider the following:
a. development of national problem and the result of implication of
provincial spatial spcae review;
b. development equalization effort and provincial economic development;
c. harmony

of

provincial

development

aspiracy

and

city/regency

development;
d. supporting and bearing capacity of the environment;
e. regional long-term development plan;
f. provincial spatial space plan of the bordering province;
g. provincial strategic area spatial space plan; and
h. city/regency spatial space plan.
Article 23
(1)

The provincial spatial space plan shall covers the following:
a. purpose and objective, also the strategy of the provincial spatial spac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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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ovincial space structure which covers the urban system related to the
countryside area within its service area and the main provincial
infrastructure network system;
c. provincial space pattern plan which covers the provincial protected and
cultivation area which have the provincial strategic value;
d. assessment of the provincial strategic area;
e. spatial space use directives which contain of the main program five-years
medium term; and
f. control of provincial spatial space directives which contain the directives
of the provincial zoning system indication, licensing, incentive and
disincentive, and sanction.
(2)

The provincial spatial space plan shall be the guideline of the following:
a. arrangement of long-term regional development plan;
b. arrangement of mid-term regional development plan;
c. the space use and control of provincial space use;
d. unity of the cross-city/regency integration, relefance, and balance
development, and cross-sector harmony;
e. assessment of location and space function for the investment;
f. arrangement of the provincial strategic area; and
g. arrangement of city/regency spatial space.

(3)

The period of the provincial spatial space plan shall be 20 (twenty) years.

(4)

The provincial spatial space plan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be
reconsidered 1(once) within 5 (five) years.

(5)

In the event that certain strategic area which is related to a huge scale of natural
disaster determinded by the laws and regulation and/or amendment of state
territorial boundary through the Law, the provincial spatial space plan shall be
reconsidered for more than1(once) within 5 (five) years.

(6)

The provincial spatial space plan shall be regulated under the regional
governm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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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1)

The specific plan of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Article 14 paragraph (3) letter
(b) shall be regulated under the provincial regulation.

(2)

Any provision regarding the content, guideline, and procedure of the specific plan
of spatial space arrangement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be regulated
under the Ministry regulation.
Paragraph 4
Regency Spatial Space Planning
Article 25

(1)

The arrangement of regency spatial space plan shall refers to:
a. National Spatial Space Plan and provincial spatial space plan;
b. spatial space guideline; and
c. the regional long-term development plan.

(2)

The arrangement of regency spatial space plan must consider the following:
a. development of provincial problem and the result of implication of
regency spatial spcae review;
b. development equalization effort and regency economic development;
c. harmony of regency development aspiracy;
d. supporting and bearing capacity of the environment;
e. regional long-term development plan;
f. regency spatial space plan of the bordering regency; and
g. regency strategic area spatial space plan.
Article 26

(1)

The regency spatial space plan shall covers the following:
a. purpose and objective, also the strategy of the regency spatial spac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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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gency space structure which covers the urban system related to the
countryside area within its service area and the main regency
infrastructure network system;
c. regency space pattern plan which covers the regency protected and
cultivation area which have the regency strategic value;
d. assessment of the regency strategic area;
e. regency spatial space use directives which contain of the main program
five-years medium term; and
f. control of regency spatial space directives which contain the general
provisions of zoning, licensing, incentive and disincentive, and sanction.
(2)

The regency spatial space plan shall be the guideline of the following:
a. arrangement of long-term regional development plan;
b. arrangement of mid-term regional development plan;
c. the space use and control of regency space use;
d. unity of the cross-sector integration, relefance, and balance;
e. assessment of location and space function for the investment; and
f. arrangement of the regency strategic area.

(3)

The regency spatial space plan shall be the basis for the issuance of the location
permit for development and land administrative.

(4)

The period of the regency spatial space plan shall be 20 (twenty) years.

(5)

The regency spatial space plan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be
reconsidered 1(once) within 5 (five) years.

(6)

In the event that certain strategic area which is related to a huge scale of natural
disaster determinded by the laws and regulation and/or amendment of state
territorial boundary, province, and/or regency through the Law, the regency
spatial space plan shall be reconsidered for more than1(once) within 5 (five)
years.

(7)

The regency spatial space plan shall be regulated under the regional government
regulation of re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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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1)

The specific plan of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Article 14 paragraph (3) letter
(c) shall be regulated under the regional regulation of regency.

(2)

Any provision regarding the content, guideline, and procedure of the specific plan
of spatial space arrangement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be regulated
under the Ministry regulation.
Paragraph 5
City Spatial Space Planning
Article 28

Provisions regarding the regency spatial space palnning as mentioned in Article 25, 26,
and 2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ity spatial space planning, by the additional
provisions to the Article 26 paragraph (1) as follow:
a. provision plan and the use of the green open area;
b. provision plan and the use of the non-green open area; and
c. provision plan and the use of fascilities and infrastructure for the pedestrian,
public transportation, informal sector activities, and the evacuation room of
disaster, which are needed to run the city function as the center of social
economic services and the regional growth center.
Article 29
(1)

The green open space as mentioned in Article 28 letter (a) shall consists of public
green open area and private green open area.

(2)

The proportion of the green open area in the city must be at least 30% (thirty
percent) of the total city area.

(3)

The proportion of the public green open area in the city must be at least 20%
(twenty percent) of the total cit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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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0
The distribution of the public green open area as mentioned in Article 29 paragraph (1)
and (3) shall be adjusted to the distribution of population and the service hierarchy by
considering the structure plan and pattern.
Article 31
Any further stipulation regaring the provision and the use of the green open area and
non-green open area as mentioned in Article 28 letter (a) and (b) shall be regulated
under the Ministry regulation.
Section Two
The Use of Space
Paragraph 1
General
Article 32
(1)

The use of space shall be done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space use program
along with the financing.

(2)

The use of space as mentioned in paragraph (1) can be done by way of the space
utilization, either vertically or the utilization of space inside the earth.

(3)

The space use program along with the financing as mentioned in paragraph (1)
includiong the explanation of the main program indication as attached within the
regional spatial space plan.

(4)

The use of space shall be held gradually according to the period of the main
program indication of the use of space as determined under the spatial space plan.

(5)

The use of space implementation within the territory as mentioned in paragraph
(3) shall be synchroniz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f use of
space arou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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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use of space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be implemented by
considering the minimum service starndard of the fascilities and infrastructure
provision.
Article 33

(1)

The use of space shall refers to the space function as determined under the spatial
space, in which such use of space shall be implemented by the development of
land use-structuring, water use-structuring, air use-structuring, and other natural
resources use-structuring.

(2)

In rel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use-structuring as mentioned in paragraph
(1), there will be the structuring activities and assessment of land use-structuring
balance, water use-structuring balance, air use-structuring balance, and other
natural resources use-structuring balance.

(3)

The land use-structuring on a space which provided for the establishment of
fascilities and infrastructure for public interset shall give the first priority rights to
the Government and the regional government to accept any transfer of land rights
from the owner of such land rights.

(4)

For the use of space against the protected area, there will be the first priority for
the Government and the regional government to accept any transfer of land rights
from the owner as long as the owner is willing to release its land rights.

(5)

Any further provision regarding the use-structuring of land, water, air, and other
natural resources as mentioned in paragraph (1) and (2) shall be further regulated
under the government regulation.
Paragraph 2
The Use of Regional Space
Article 34

(1)

With regard to the use of the national, provincial, and regency/city space, the
following shall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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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rmularization of strategic policy of the regional spatial space operation
and strategic area spatial space plan;
b. formularization of sectoral program with regard to the spatial space
structure and pattern manifestation also the strategic area; and
c. implementation of the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regional space
utilization program and strategic area.
(2)

In rela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strategic policy of the regional spatial
space operation and strategic area spatial space plan as mentioned in paragraph
(1) letter (a) it is determined the controlled cultivication area and encouraged
cultivication area.

(3)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as mentioned in paragraph (1) letter (c) shall
be conducted through an integrated area development.

(4)

The use of space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a. standard of the minimum service of the spatial space;
b. standard of environment quality; and
c. supporting and bearing capacity of the environment.
Section Three
Control of the Use of Space
Article 35

The control of the use of space shall be done through the assessment of zoning
regulation, lincesing, granting of incentive and disincentive, also the sanction.
Article 36
(1)

The zoning regulation as mentioned under the Article 35 shall regulated as the
guideline of the control of the use of space.

(2)

The zoning regulation shall be arranged based on the specific plan of spatial
space for each of the space utilization zone.

(3)

The zoning regulation shall be assessted by virtue of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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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ovenrment regulation for the directives of national zoning system
regulation;
b. provincial government regulation for the directives of provincial zoning
system; and
c. city/regency regional government regulation for the zoning regulation.
Article 37
(1)

The licensing provision as mentioned in Aricle 35 shall be regulated by the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 pursuant to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according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

(2)

Any space utilization permit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reginal spatial
space plan shall be nulled by the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 pursuant
to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according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

(3)

Any space utilization permit issued and/or acquired by the improper procedure
shall be void by law.

(4)

Any space utilization permit acquired through the propoer procedure, however
proven not in accordance with the regional spatial space plan, shall be nulled by
the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 pursuant to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according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

(5)

Against any losses incurred due to the nullificat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4),
may be recovered eligible to the issuing institution.

(6)

Any space utilization permit which is no longer accordant due to amendment on
the regional spatial space plan may be nulled by providing a proper
compensation.

(7)

Any government official who authorize to issue the space utilization permit shall
be prohibited to issue any permit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spatial
space plan.

(8)

Any further provision regarding the procedure to acquire the permit and proper
reimbursement as mentioned in paragraph (4) and (5) shall be further regulated
under the governm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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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8
(1)

In order to make the implementation of space uti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ional spatial space plan, the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 may gives
the incentive and disincentive.

(2)

Incentive as mentioned in Article 35, in which the instrument or an effort to gives
the compensation to the in line implementers according to the spatial space plan,
shall be in the form of the following:
a. tax relief, compensation, coss subsidy, remuneration, space rent, and
shares contribution;
b. development and procurement of infrastructure;
c. ease licensing procedure; and/or
d. granting of appreciation to the society, private and/or regional
government.

(3)

Disincentive as mentioned in Article 35, which is the instrument to prevent,
restrict the growth, or to reduce the activities which on the contrary to the spatial
space plan, shall be in the form of the following:
a. higher taxes which will be adjusted to the required expenses to overcome
the impact incurre due to the utilization of space; and/or
b. infrastructure procurement restriction, imposition of the compensatioan
and penalty.

(4)

Incentive and disincentive shall be granted by respecting the society rights.

(5)

Incentive and disincentive may be granted by:
a. the Government to the regional government;
b. regional government to the other regional government; and
c. government to the society.

(6)

Any further provision regarding the form and procedure of incentive and
disincentive granting shall be further regulated under the governm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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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9
The imposition as mentioned in Article 35 is the enforcement action which is done
against the improper utilization of space pursuant to the spatial space plan and zoning
regulation.
Article 40
Any further provision regarding the control of utilization of space shall be further
regulated under the government regulation.
Section Four
City Spatial Space
Paragraph 1
General
Article 41
(1)

The city spatial space shall be conducted at:
a. city area(s) which is the part of the regency territory; or
b. the area which functionally characterized as an urban, which covers 2
(two) or more regency territory/city within one or more pronince territory.

(2)

Urban area as mentioned in paragraph (1) letter (a) and (b) according to the
magnitude can be in the form of the small urban area, medium urband area, huge
urban area, metropolitan area, or megapolitan area.

(3)

The crytheria of the urban area according to its magnitude as mentioned in
paragraph (2) shall be further regulated under the government regulation.
Paragraph 2
City Spatial Spac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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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2
(1)

The city spatial space plan which is the part of the regency territory is the specific
plan of regency spatial space.

(2)

Under the city spatial space planning shall apply the stipulation of Article 29 and
Article 30.
Article 43

(1)

The city spatial space plan which covers 2 (two) or more city/regency territories
within one or more province shall be in coordination instru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ross-area/territory development.

(2)

The spatial space plan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contains the crossadministrative area space structure and patter directives.
Article 44

(1)

The metropolitan spatial space plan shall be the coordination instrument of the
cross-area development.

(2)

The metropolitan and/or megapolitan spatial space plan shall consists of the
following:
a. purpose and objective, also the strategy of the metropolitan and/or
megapolitan spatial space planning;
b. metropolitan space pattern plan which covers the center of activities
system and metropolitan and/or megapolitan infrastructure network
system;
c. metropolitan and/or megapolitan space pattern plan which cover the
protected and cultivication area;
d. metropolitan and/or megapolitan spatial space use directives which
contain of the cross-area interdependend indication of main program; and
e. metropolitan and/or megapolitan utilization of space control which
contain the directives zoning regulation of metropolitan and/or
megapolitan area, licensing, incentive and disincentive, and sa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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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4
Utilization Control of City Spatial Space
Article 46
(1)

The utilization control of city spatial space which is the part of the regency
territory is the part of utilization control of regency spatial space.

(2)

The utilization control of city spatial space which covers 2 (two) or more
city/regency territory within one or more province shall be conducted by each of
city/regency.

(3)

For the city territory which covers 2 (two) or more city/regency territory which
have their own management institution, the control can be done by the said
institution.
Paragraph 5
Cooperation of City Spatial Space
Article 47

(1)

The city spatial space which covers 2 (two) or more city/regency territories shall
be conducted through the cross-territory cooperation.

(2)

Any further provision regarding the city spatial space shall be regulated under the
government regulation.
Section Five
Countryside Spatial Space
Paragraph 1
General
Article 48

(1)

The countryside spatial space shall be directed for the following:
a. empowerment of rur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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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efence of the local environment quality and its supported area;
c.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d. preservation of local cultural heritage;
e. defence of the perennial land area of agri-food for the food defence; and
f. to secure the balance of countryside-urban development.
(2)

Any further provision regarding the protection to the perennial land area of agrifood as mentioned in paragraph (1) letter (e) shall be further regulated under the
Law.

(3)

The countryside spatial space shall be conducted at:
a. countryside area which is the part of the regency area; or
b. any area which functionally characterized as countryside which covers 2
(two) or more regency area within one or more province.

(4)

The countryside area as mentioned in paragraph (1) can be the agropolitan area.

(5)

Any further provision regarding the agropolotan spatial space shall be further
regulated under the government regulation.

(6)

Any further provision regarding the countryside spatial space shall be further
regulated under the government regulation.
Paragraph 2
Countryside Spatial Space Planning
Article 49

The countryside spatial space plan which the part of the regency area is the part of the
regency spatial space plan.
Ativcle 50
(1)

The countryside spatial space within 1 (one) regency territory may be conducted
at the district level or several village area or other similar name which is equated
with village, which is the details form of the regency spatial space.

(2)

The countryside spatial space plan which covers 2 (two) or more regency territory
is the coordination instrument of the cross-area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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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patial space plan as mentioned in paragraph (2) shall contains the crossadministrative area space structure and pattern.
Article 51

(1)

The agropolitan spatial space plan is the specific plan of 1 (one) or more regency
spatial space.

(2)

The agropolitan spatial space plan shall consists of the following:
a. purpose and objective, also the strategy of the agropolitan spatial space;
b. agropolitan space pattern plan which covers the center of activities system
and agropolitan infrastructure network system;
c. agropolitan space pattern plan which cover the protected and cultivication
area;
d. agropolitan spatial space use directives which contain of the cross-village
interdependend indication of main program; and
e. agropolitan utilization of space control which contain the directives
zoning regulation of agropolitan area, licensing, incentive and
disincentive, and sanction.
Paragraph 3
The Utilization of Countryside Spatial Space
Article 52

(1)

The utilization of countryside spatial space plan which the part of the regency
area is the part of the regency spatial space plan.

(2)

The utilization of countryside spatial space which the part of 2 (two) or more
regency territory may be conducted trough the development program arrangement
along with its financing coordinately between the related regency territory.
Paragraph 4
Control Utilization of the Countryside Spati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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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3
(1)

The utilization control of countryside spatial space which is the part of the
regency territory is the part of utilization control of regency spatial space.

(2)

The utilization control of countryside spatial space which covers 2 (two) or
regency territories within one or more province shall be conducted by each of
regency.

(3)

For the city territory which covers 2 (two) or more regency territories which have
their own cross-area management institution, the control can be done by the said
institution.
Paragraph 5
Cooperation of the Countryside Spatial Space
Article 54

(1)

The countryside spatial space which covers 2 (two) or more regency territories
shall be conducted through the cross-territory cooperation.

(2)

Any further provision regarding the countryside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paragraph (1) for the agropolitan territory which located within 1 (one) regency
territory shall be regulated under the regional government regulation of regency,
for the agropolitan territory which located within 2 (two) or more regency
territories shall be regulated under the provincial government regulation, and
agropolitan territory which located within 2 (two) or more province territories
shall be regulated under the government regulation.

(3)

Countryside spatial space shall be coundected in integrated manner with the
urban area as an integral utilization of city/regency spatial space.

(4)

Agropolitan spatial space shall be conducted in integrated manner of the urban
area and national.

(5)

Integrat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4) shall includes the integration of
resident, infrastructure, open air system, either green open area or non-green ope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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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I
CONTROL OF SPATIAL SPACE
Article 55
(1)

To ensure the achievement of the execution of spatial space purpose as mentioned
in Article 3, there will be supervision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patial space.

(2)

The supervis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consists of the monitoring,
evaluation, and report action.

(3)

The supervis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2) shall performed by the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4)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 supervis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3)
shall involve the society.

(5)

Society role as mentioned in paragraph (4) shall be performed by delivering the
report and/or complain to the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
Article 56

(1)

Supervision and evaluation as mentioned in Article 55 paragraph (2) shall be
performed by monitoring and reviewing the suitability between the execution of
spatial space and provisions under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

(2)

In the event that the supervision result and evaluat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1) is proving the existance of the administrative deviation within the execution
of spatial space, the Minister, Governor, and Regent/Major shall take any
necessary action with regards to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3)

In the event that the Regent/Major is not taking any necessary act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2), the Governor shall take such action.

(4)

In the event that the Governor is not taking any necessary act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2), the Ministry shall take such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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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7
In the event that there is an existancy of the administrative deviation within the
execution of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Article 56 paragraph (2), the deviated party
shall be borne by the sanction as regulated under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
Article 58
(1)

To ensure the achievement of the execution of spatial space purpose as mentioned
in Article 3, there will be supervision on the function and benefits execution of
spatial space and the minimum standard of spatial space services complience.

(2)

In order to increase the function and benefits of the execution of national spatial
space performance there will be the national standard of spatial space services.

(3)

The standard of spatial space services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covers
the services on the spatial space, the use of space, and control utilization of space.

(4)

The standard of spatial space services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covers
the minimum standard of provincial and city/regency spatial space services.

(5)

Any further provision regarding the minimum standard of spatial space services
as mentioned in paragraph (3) and (4) shall be further regulated under the
Ministry regulation.
Article 59

(1)

Supervision on the each reginaol spatial space shall be performed by referring to
the guideline of spatial space.

(2)

Supervis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be intended to the managemen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patial space.

(3)

Any further regulation regarding the supervision procedure on the managemen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patial space shall be further regulated under
the Ministry regulation.
CHAPTER VIII
RIGHTS, OBLIGATION AND ROLE OF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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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0
In spatial space, each of individual shall have the rights as follow:
a. to know the spatial space plan;
b. to enjoy the increase of space value due to the spatial space;
c. to acquires any proper compensation against any loses incurre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evelopment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spatial
space plan;
d. to apply the objection to the authorized government official against the
development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ir regional spatial space plan;
e. to apply the demands cancellation of permit and stop the development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ir regional spatial space plan to the authorized
government official; and
f. to apply claim of compensation to the governemnt and/or permit holder in terms
that the development activities conducted by them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eir spatial space plan and causing losses.
Article 61
In spatial space, each of individual shall have the obligations as follow:
a. to obey the determined spatial space plan;
b. to use the space in accordance with the space utilization permit issued by the
authorized government officia;
c. to obey the requirements as state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 of the space
utilization permit; and
d. to provides access to the area which have been determined by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 as the public area.
Article 62
Any individuals who violates the provisions as mentioned in Article 62, shall be borne
by the administrative sa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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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3
The administrative sanction as mentioned in Article 63 can be in the form of:
a. written warning;
b. temporary activities suspension;
c. temporary suspension of public services;
d. site closere;
e. revocation of permit;
f. cancellation of permit;
g. demolition of building;
h. recovery of space function; and
i. administrative fines.
Article 64
Any further provision regarding the criteria and procedure of the administrative
sanction imposition as mentioned in Article 63 shall be further regulated under the
government regulation.
Article 65
(1)

Implementation of spatial space shall be performed by the government by
involving the society role.

(2)

The role of the society in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be
done, among others, through the following:
a. participation on the spatial space plan arrangement;
b. participation on the space utilizationl and
c. participation on the control utilization of space.

(3)

Any further provision regarding the procedure and society role within the spatial
space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be further regulated under the
governm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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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6
(1)

Any society who harmed due to the implemation of spatial space can apply the
claim through the court.

(2)

In the event the the society apply claim as mentioned in paragraph (1), the
defendant may prove that there is no devi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spatial
space.
CHAPTER IX
DISPUTE SETTLEMENT
Article 67

(1)

The dispute settlement of spatial space dispute at the first level shall be pursued
based on the deliberation principle.

(2)

In the event that the dispute settlement as mentioned in paragraph (1) is failed, the
parties may take the dispute settlement through the court or outside the court
according to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
CHAPTER X
INVESTIGATION
Article 68

(1)

Other than the official police investigator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certain civil servant investigator within the government institution which have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spatial space shall be authorized to act as the
investigator to assist the official police investigator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as stated under the Indonesia Criminal Code.

(2)

The civil servant investigator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be authorized
to:
a. verify a report or information related to criminal offenses in the field of
spati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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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vestigate individuals suspected of committing criminal offenses in the
field of spatial space;
c. ask for information and evidence from the criminal acts in connection
with the events in the field of spatial space;
d. conduct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relating to criminal offenses in the
field of spatial space;
e. carry out the investigation at certain places which allegedly contained
material evidence and other documents and to carry out seizure and
sealing of materials and goods resulting from violations which can be
used as evidence in criminal cases in the field of spatial space; and
f. ask for the assistance of experts in the framework of the implementation
of tasks in the field of criminal investigations of spatial space.
(3)

The civil servant investigator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inform the
commencement of investigation to the official police investigator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4)

In the event that the authorization implementat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2)
requires any arrests and detention, the civil servant investigator shall coordinates
with the official police investigator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

(5)

The civil servant investigator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renders the
investigation result to the public prosecutor through the official police
investigator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6)

The appointment of the civil servant investigator and the procedure of
implementation shall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
CHAPTER XI
PEN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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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9
(1)

Any individual who violates the spatial space plan as determined pursuant to the
Article 61 letter (a) which causing the change of space function shall be punished
by the inprisonment for the maximum period of 3 (three) years and fines in the
maximum ammount of IDR 500,000,000 (five hundred milion Indonesian
Rupiah).

(2)

In the event that the criminal offense as mentioned in paragraph (1) causing any
losses against the assets or damage to goods, the performer of such action shall be
punished by the inprisonment for the maximum period of 8 (eight) years and fines
in the maximum ammount of IDR 1,500,000,000 (one billion and five hundred
milion Indonesian Rupiah).

(3)

In the event that the criminal offense as mentioned in paragraph (1) causeing
death, the performer shall by punished by the inprisonment for the maximum
period of 15 (fifteen) years and fines in the maximum ammount of
IDR 5,000,000,000 (five bilion Indonesian Rupiah).
Article 70

(1)

Any individual who utilizes the space improperly according to the utilization
space permit issued by the authorized government as mentioned in Article 61
shall be punished by the inprisonment for the maximum period of 3 (three) years
and fines in the maximum ammount of IDR 500,000,000 (five hundred milion
Indonesian Rupiah).

(2)

In the event that the criminal offense causing the change of space function shall
be punished by the inprisonment for the maximum period of 5 (five) years and
fines in the maximum ammount of IDR 1,000,000,000 (one billion Indonesian
Rupiah).

(3)

In the event that the criminal offense as mentioned in paragraph (1) causing any
losses against the assets or damage to goods, the performer of such action shall be
punished by the inprisonment for the maximum period of 5 (five) years and fines
in the maximum ammount of IDR 1,500,000,000 (one billion and five hundred
milion Indonesian Rup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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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the event that the criminal offense as mentioned in paragraph (1) causeing
death, the performer shall by punished by the inprisonment for the maximum
period of 15 (fifteen) years and fines in the maximum ammount of
IDR 5,000,000,000 (five bilion Indonesian Rupiah).
Article 71

Any individual who violates the spatial space plan as determined pursuant to the space
utilization permit as mentione in Article 61 letter (c) shall be punished by the
inprisonment for the maximum period of 3 (three) years and fines in the maximum
ammount of IDR 500,000,000 (five hundred milion Indonesian Rupiah).
Article 72
Any individual who does not provide any access to the public area as determined as the
public area based on the prevailing laws and regulation as mentioned in Article 61 letter
(d) shall be punished by the inprisonment for the maximum period of 1 (one) years and
fines in the maximum ammount of IDR 100,000,000 (one hundred milion Indonesian
Rupiah).
Article 73
(1)

Any governemnt authority which has the rights to issue the space utilization
permit, issues the improper permit according to the spatial space plan as
mentioned in Article 37 paragraph (7), shall be punished by the inprisonment for
the maximum period of 5 (five) years and fines in the maximum ammount of IDR
500,000,000 (five hundred milion Indonesian Rupiah).

(2)

Other than the criminal sanctions as mentioned in paragraph (1), the performer
may be subject to the additional punishment of the dishonorable dismissal from
the office.
Article 74

(1)

In the event that the criminal offense as mentioned in Article 69, Article 70,
Article 71, and Article 72 performed by a corporation, other th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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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resonment and fines against the director, the punishment which can be also
imposed against the corporation shall be the fines with the 3 (three) times
weighting of the fines as mentioned in Article 69, Article 70, Article 71, and
Article 72.
(2)

Other than the fines as mentioned in paragraph (1), the corporation may be
imposed by the additional punishment of the following:
a. business permit revocation; and/or
b. legal status revocation.
Article 75

(1)

Any individual harms any losses due to the criminal offense as mentioned in
Article 69, Article 70, Article 71, and Article 72, may sue the criminal for the
compensation in civil.

(2)

The civil suit of compensation a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performed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al law.
CHAPTER XII
TRANSITIONAL PROVISION
Article 76

By the time this Law prevails, all the existing implementing regulation related to the
spatial space shall remain valid as long as not inconsistent and have not been amended
based on this Law.
Article 77
(1)

By the time the spatial space plan has been determined, all the utilization of space
which not in accordance with the spatial space plan must be adjusted to the
spatial space plan through the adjustment activities to the utilization of space.

(2)

The privious legal utilization of space pursuant to the spatial space plan shall be
granted the transition period for 3 (three) year to adjust.

(3)

The utilization of space, in which the permit has been issued prior to the
determination of the spatial space plan and can be proven that such permit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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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ac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per procedure, there will be a proper
compensation for the permit holder.
CHAPTER XIII
CLOSING PROVISIONS
Article 78
(1)

The government regulations mandated by this Law shall be completed no later
than 2 (two)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this Law.

(2)

The presidential decree mandated by this Law shall be completed no later than
five (5) years from the enactment of this Law.

(3)

The Ministry regulation mandated by this Law shall be completed no later than
three (3) years from the enactment of this Law.

(4)

By the enforcement of this Law:
a. the Government Regulation regarding the Natioanal Spatial Space shall be
adjusted no later that 1 (one) year and 6 (six) months from the enactment
of this Law;
b. all the provincial government regulation regarding the provincial spatial
space plan shall be drafted or adjusted no later that 2 (two) years from the
enactment of this Law;
c. all the regional government regulation of city/regency regarding the
city/regency spatial space plan shall be drafted or adjusted no later that 3
(three) years from the enactment of this Law.
Article 79

By the time this Law prevails, the Law Number 24 of 1992 regarding the Spatial Space
(State Gaze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f 1992 Number 115, Additional of the State
Gazate Number 3501) revoked and declared invalid.
Article 80
This Law shall prevails commencing on the date of the ena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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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ublic cognizance, ordering the promulgation of this Law shall be promulgated in
the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Ratified in Jakarta
on the 26 April 2007

sgn.
DR. H. SUSILO BAMBANG YUDHOYONO
Enacted in Jakarta
on the date of 26 April 2007
MINISTER OF LAW AND HUMAN RIGHTS
REPUBLIC OF INDONESIA
sgn.
HAMID AWALUDIN
STATE GAZA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F 2007 NUMBER 68
Certified true copy
STATE SECRETARIAT OF RI
Bureau Chief of Laws and Regulation
Politic and Public Welfare,
sgn.
Wisnu Setiawan

[National Cre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25 OF 2004
REGARDING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SYSTEM

BY THE GRACE OF THE ONE SUPREME GOD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sidering:

a.

whereas on the Grace of God the Almighty,
Independence

proclamation

has

brought

the

state of Indonesia toward the state ideas
which are free, united, dignified, just and
prosperous;
b.

whereas the government of Indonesia has been
established

to

protect

all

of

Indonesian

nation and people, accelerate public wealth,
educate

people,

and

participate

in

materializing world orderliness;
c.

whereas the subsequent main task of state is
improving and maintaining the independence
and

fill

it

development

with

just

performed

sustainably;

1

and

democratic

gradually

and

d.

whereas

for

targeted

effective,

development

necessary

to

efficient

activities

and

it

is

establish

the

National

preparation

of

National

development plan;
e.

whereas

for

development

plan

that

can

attainment

of

state

necessary

to

establish

secure

objectives
the

the

it

is

National

development plan;
f.

whereas based on consideration as referred
to in item a, item b, item c, item d, item 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aw on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System;

In view of:

1.

Article

18,

Article

18A,

Article

18B,

Article 20, Article 20A, Article 21, Article
23, Article 23C, Article 33, Article 34 of
1945 Constitution;
2.

Law

Number

17

of

2003

regarding

State

Finance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f 2003 Number 47, Supplement to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Indonesia Number 4287);

Under Joint Approval of
THE PEOPLE’S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

of

and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HAS DECIDED:

To stipulate

: LAW ON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SYSTEM.

CHAPTER I
GENERAL
Article 1
In this Law, by:
1.

Planning

we

mean

a

process

to

determine

appropriate

future acts, through sequence of choices, by taking into
account the available human resources.
2.

National Development we mean any efforts performed by all
state components in the framework of attaining the state
objectives.

3.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System

we

mean

an

integrated procedure for development planning to result
in long-term, medium-term, and annual development plans
which

are

performed

by

state

administrator

and

people

both in Central and Regional levels.
4.

Long-Term Development Plan, which is further abbreviated
to RPJP, we mean planning documents for period of 20
(twenty) years.

5.

Medium-Term
abbreviated

Development
to

RPJM,

Plan,

we

period of 5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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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which
planning

is

further

documents

for

6.

Medium-Term
which

is

Development
further

Plan

of

abbreviated

Ministry/Institution

Ministry/Institution,

to

Strategic

(Reinstra-KL),

we

mean

Plan

of

planning

documents of Ministry/Institution for period of 5 (five)
years.
7.

Medium-Term

Development

Plan

of

Regional

Apparatus

Business Unit, which is further abbreviated to ReinstraSKPD, we mean planning documents of Regional Apparatus
Business Unit for period of 5 (five) years.
8.

National

Annual

abbreviated

to

Development
Government

Plan,

Action

which

Plan

is

(RKP),

further
we

mean

National planning documents for period of 1 (one) year.
9.

Regional Annual Development Plan, which i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onal Government Action Plan (RKPD), we
mean Regional planning documents for period of 1 (one)
year.

10.

Annual Development Plan of Ministry/Institution, which i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ion

Plan

of

the

Ministry/Institution for period of 1 (one) year.
11.

Annual Development Plan of Regional Apparatus Business
Unit,

which

i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onal

Apparatus Business Unit Action Plan (Renja-SKPD), we mean
Regional Apparatus Business Unit Planning documents for
period of 1 (one) year.
12.

Vision we mean general formulation regarding condition as
desired in the end of plann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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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Mission we mean general formulation regarding efforts to
be performed to materialize the vision.

14.

Strategy we mean efforts containing indicative programs
to materialize the vision and mission.

15.

Policy we mean direction/action taken by Central/Regional
Government to attain the objectives.

16.

Program we mean policy instruments containing one or more
activity(ies) performed by government agency/institution
to attain the targets and objectives and obtain budget
allocation,

or

people’s

activities

coordinated

by

government agency.
17.

Institution

we

mean

Non-State

Ministerial

Organization

and any other agencies of budget user duly established to
perform a certain task based on 1945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r any other prevailing legislation.
18.

Programs

of

Ministry/Institution/Business

Unit

of

Regional Apparatus we mean a group of business plan of a
certain

Ministry/Institution

or

Regional

Apparatus

Business Unit.
19.

Inter-Ministry/Institution/Regional

Apparatus

Business

Unit Programs we mean a group of business plan of several
Ministries/Institutions

or

some

Regional

Apparatus

Business Units.
20

Territorial and Inter-Territorial Program we mean a group
of

inter-Ministry/Institution

5

and

Regional

Apparatus

Business Unit integrated action plans regarding a certain
or some territories, Regions, or areas.
21.

Development

Planning

Deliberation

which

is

further

abbreviated to Musrembang we mean inter-actors forum in
the framework of preparing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
22.

Minister we mean head of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Head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Board.

23.

Head

of

Regional

Apparatus

Business

Unit

which

is

in

charge of the implementation of tasks and functions of
development

plan

in

provincial,

District

or

Municipal

areas we mean Head of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Board
which is hereinafter referred to as Head of Bappeda.

CHAPTER II
PRINCIPLES AND OBJECTIVES
Article 2
(1)

National Development is organized by virtue of democracy
with principles of togetherness, fairness,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insight,

and

independence

by

maintaining

equilibrium between National Progress and Unity.
(2)

National

Development

Plan

shall

be

prepared

systematically, directed, integrated, comprehensive, and
responsive toward any change.
(3)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System shall be organized
based on General Principle of Stat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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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objectives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System
shall be as follows:
a.

supporting

the

inter

development

actors

coordination;
b.

securing the creation of integrity, synchronization,
and

synergy

either

inter-Regions,

inter-spaces,

inter-time, inter-functions of government or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c.

securing

the

planning,

relation

and

budgeting,

consistency

among

implementation,

the
and

supervision;
d.

optimizing the people participation;

e.

securing

the

attainment

of

use

of

resources

efficiently, effectively, fairly, and sustainably.

CHAPTER III
SCOPE
NATIONAL DEVELOPMENT PLAN
Article 3
(1)

National Development Plan shall cover establishment of
macro planning of all governmental function consisting of
all

life

sectors

in

integrated

manner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

National Development Plan shall consist of development
planning

prepared

in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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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er

by

the

Ministry/Institution and development plan by the Regional
Government pursuant to its authority.
(3)

National Development Pla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result in:
a.

long-term development plan;

b.

medium-term development plan; and

c.

annual development plan.

Article 4
(1)

National

RPJP

objective

of

Indonesia

shall
the

as

serve

as

full

establishment

contained

in

description

of

the

the

of

the

government

Preamble

of

of

1945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n the form of
vision, mission and direction of National Development.
(2)

National RPJB shall serve as full description of vision,
mission, and program of President which preparation shall
refer to National RPJP, containing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public policy, programs of Ministry/Institution
and

Inter-Ministry/Institution,

Territory

and

inter-

territory, as well as macro-economic framework covering
comprehensive
policy

economic

direction

regulation

in

framework

description
the

and

action
funding

including
plan

in

framework

fiscal

terms
which

of
are

indicative in nature.
(3)

RKP

shall

development

be

description

priority,

of

National

macro-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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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JM,

containing

framework

design

covering

comprehensive

fiscal

policy

economic

description

direction,

Ministry/Institution,

as

well

including
as

the

Inter-ministry/Institution,

territorial programs in the form of regulation framework
and funding framework which is indicative in nature.

Article 5
(1)

Regional RPJP contains vision, mission and direction of
Regional Development in reference to National RPJP.

(2)

Regional

RPJM

is

description

of

vision,

mission,

and

programs of Head of Region which preparation refers to
Regional

RPJP

containing
Regional

and

takes

direction
development

of

into
policy

strategy,

account
on

National

Regional

public

RPJM,

finance,

policy,

and

Regional Apparatus Business Unit Program, inter-Regional
Apparatus

Business

Unit,

and

territorial

programs

followed by business plans in the regulation framework
and funding framework which is indicative in nature.
(3)

RKPD shall be description of Regional RPJM and refer to
RKP,

containing

Regional
funding,

regional

development
either

economic

priority,

those

framework

action

performed

plan,

directly

design,
and

its

by

the

government or by encouraging people participation.

Article 6
(1)

Renstra-KL contains vision, mission, objective, strategy,
policy, program, and activity of development according to
9

tasks and functions of the Ministry/Institution prepared
in reference to National RPJM and indicative in nature.
(2)

Renja-KL

is

prepared

in

reference

to

Renstra-KL

and

refers to National development priority and indicative
standard,

as

well

as

contains

policy,

program,

and

activity of development either those perform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or by encouraging people participation.

Article 7
(1)

Renstra-SKPD

contains

vision,

mission,

objective,

strategy, policy, program, and activity of development
prepared

according

Apparatus

to

Business

tasks

Unit

and

as

well

functions
as

in

of

Regional

reference

to

Regional RPJM and indicative in nature.
(2)

Renja-SKPD is prepared by referring to Renstra-SKPD and
RKP,

containing

development
Regional

policy,

either

those

Government

program,

and

performed

or

by

activity

directly

encouraging

participation.

CHAPTER IV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PHASE

Article 8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Phase shall consist of:
a.

plan preparation;

b.

plan stipulation;

10

by

of
the

people

c.

plan implementation control; and

d.

plan implementation evaluation

Article 9
(1)

Preparation

of

RPJP

shall

be

made

according

to

the

following order:

(2)

a.

Preparation of development plan preliminary design;

b.

development plan distribution; and

c.

development plan final design preparation

Preparation of National/Regional RPJM and RKP/RKPD shall
be made according to the following order:
a.

preparation of development plan preliminary design;

b.

action plan design preparation;

c.

development plan deliberation; and

d.

development plan final design preparation.

CHAPTER V
PREPARATION AND STIPULATION OF PLAN

Part One
Long Term Development Plan

Article 10
(1)

The Minister prepares the National RPJP design.

(2)

Head of Bappeda prepares the Regional RPJP design.

(3)

National RPJP Desig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Regional

RPJP

design

as

referred

to

in

shall be the main materials for Musren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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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graph

(2)

Article 11
(1)

Musrenbang shall be held in the framework of preparing
RPJP and attended by State Administration components by
engaging people participation.

(2) The Minister shall hold the National Long Term Musrenbang.
(3)

Head

of

Bappeda

shall

hold

the

regional

Long

Term

Musrenbang.
(4)

The

National

paragraph

(2)

Long

Term

and

Musrenbang

Regional

as

referred

Long-Term

to

in

Musrenbang

as

referred to in paragraph (3) shall be held within not
later than 1 (one) year prior to expiry of the current
RPJP.

Article 12
(1)

The Minister shall prepare the final design of National
RPJP based on National Long Term Musrenbang resolutions
as referred to in Article 11 paragraph (4).

(2)

Head

of

Regional

Bappeda
RPJP

shall

based

on

prepare
Regional

the

final

Long

Term

design

of

Musrenbang

resolutions as referred to in Article 11 paragraph (4).

Article 13
(1)

National RPJP shall be stipulated by Law.

(2)

Regional RPJP shall be stipulated by Regional Regulation.

Part Two
Medium Term 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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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1)

The Minister shall prepare the initial design of National
RPJM as description of the vision, mission and program of
President into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public
policy, priority program of President, and macro-economic
framework

covering

the

description

of

economy

comprehensively including the fiscal policy direction.
(2)

The Head of Bappeda shall prepare the initial design of
Regional RPJM as description of the vision, mission and
program of Head of Region into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public

policy,

priority

program

of

Head

of

Region, and Regional financial policy direction.

Article 15
(1)

Head of Ministry/Institution shall prepare the design of
Renstra-KL according to main tasks and its function in
reference to initial design of National RPJM as referred
to in Article 14 paragraph (1).

(2)

The Minister shall prepare the National RPJM design using
the Renstra-KL desig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in reference to National RPJP.

(3)

Head of Regional Apparatus Business Unit shall prepare
the Renstra-SKPD design according to the main task and
its function in reference to initial design of Regional
RPJM as referred to in Article 14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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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Head

design

of

Bappeda

using

the

shall

prepare

Renstra-SKPD

plan

the
as

Regional
referred

RPJM
to

in

Article

15

paragraph (3) and in reference to Regional RPJP.

Article 16
(1)

National

RPJM

design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nd Regional RPJM design as referred to in
Article 15 paragraph (4) shall become the materials for
Medium Term Musrenbang.
(2)

Medium Term Musrenbang shall be held in the framework of
preparting

RPJM

attended

by

State

Administrator

components and engaging people participation.
(3)

the Minister shall hold National Medium Term Musrenbang.

(4)

The

Head

of

Bappeda

shall

hold

Regional

Medium

Term

Musrenbang.

Article 17
(1)

National Medium Term Musrenbang as referred to in Article
16 paragraph (3) shall be held within not later than 2
(two) months after inauguration of President.

(2)

Regional Medium Term Musrenbang as referred to in Article
16 paragraph (4), shall be made within not later than 2
(two) months after inauguration of the Regional Head.
Article 18

(1)

The Minister shall prepare the final design of National
RPJM based on National Medium Term Musrenbang resolutions
as referred to in Article 17 paragraph (1).
14

(2)

The Head of Bappeda shall prepare the final design of
Regional RPJM based on Regional Medium Term Musrenbang
resolutions as referred to in Article 17 paragraph (2).

Article 19
(1)

National RPJM shall be stipulated by President Regulation
within not later than 3 (three) months after inauguration
of President.

(2)

Renstra-KL shall be stipulated by regulation of the head
of Ministry/Institution after adjustment to National RPJM
as referred to in paragraph (1).

(3)

Regional RPJM shall be stipulated regulation of Regional
Head

within

not

later

than

3

(three)

months

after

inauguration of Regional Head.
(4)

Renstra-SKPD

shall

be

stipulated

by

regulation

of

the

head of Regional Apparatus Business Unit after adjustment
to Regional RPJM as referred to in paragraph (3).

Part Three
Annual Development Plan

Article 20
(1)

The Minister shall prepare the initial design of RKP as
description

of

National

RPJM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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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suant

to

Article

19

(2)

The Head of Bappeda shall prepare the initial design of
RKPD

as

description

of

Local

RPJM

as

referred

to

in

Article 19 paragraph (3).

Article 21
(1)

Head of Ministry/Agency shall prepare the Renja-KL plan
in line with its main duty and function by referring to
the

RKP

initial

design

as

referred

to

in

Article

20

paragraph (1) and subject to the Renstra-KL as referred
to in Article 19 paragraph (2).
(2)

The

Minister

design

shall

using

the

coordinate
Renja-KL

the

plan

preparation
as

of

referred

to

RKP
in

paragraph (1).
(3)

The

Head

prepare
function

of

Regional

Renja-SKPD
in

Apparatus

according

reference

to

to

initial

Business
main

Unit

task

design

of

shall

and
RKPD

its
as

referred to in Article 20 paragraph (2) and in reference
to Renstra-SKPD as referred to in Article 19 paragraph
(4).
(4)

The Head of Bappeda shall coordinate the preparation of
RKPD design using Renja-SKPD as referred to in paragraph
(3).

Article 22
(1)

RKP design as referred to in Article 21 paragraph (2) and
RKPD design as referred to in Article 21 paragraph (4)
shall become the materials for Musren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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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usrenbang in the framework of RKP and RKPD preparation
shall be attended by government administrator components.

(3)

The Minister shall hold Musrenbang for RKP preparation.

(4)

The

Head

of

Bappeda

shall

hold

Musrenbang

for

RKPD

preparation.

Article 23
(1)

Musrenbang for RKP prepara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22 paragraph (3) shall be held within not later than
April.

(2)

Musrenbang for RKPD prepara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22 paragraph (4) shall be held within not later than
March.

Article 24
(1)

The Minister shall prepare the final design of RKP based
on Musrenbang resolutions as referred to in Article 23
paragraph (1).

(2)

The Head of Bappeda shall prepare the final design of
RKPD based on Musrenbang resolutions as referred to in
Article 23 paragraph (2).

Article 25
(1)

RKP shall become reference in the preparation of RAPBN.

(2)

RKPD shall become the reference in the preparation of
RAPBD.

Article 26
17

(1)

RKP shall be stipulated by President Regulation.

(2)

RKPD shall be stipulated by the Regional Head Regulation.

Article 27
(1)

Further provisions regarding procedure for preparation of
National RPJP, National RPJM, Renstra-KL, RKP, Renja-KL,
and

implementation

of

Musrenbang

shall

be

set

out

by

Government Regulation.
(2)

Further

provisions

on

procedure

for

preparation

of

Regional RPJP, Regional RPJM, Renstra-SKPD, RKPD, RenjaSKPD and implementation of Regional Musrenbang shall be
set out by Regional Regulation.

CHAPTER VI
CONTROL AND EVALUATION OF PLAN IMPLEMENTATION

Article 28
(1)

Control over the development plan implementation shall be
performed

by

the

respective

head

of

Ministry/Institution/Business Unit of Regional Apparatus.
(2)

Minister/Head of Bappeda shall collect and analyze the
monitoring result of the development plan implementation
from the respective head of Ministry/Institution/Business
Unit of Regional Apparatus according to its tasks and
authorities.

Articl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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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Head of Ministry/Institution shall make performance
evaluation on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lan of the
Ministry/Institution of the previous period.

(2)

The Head of Regional Apparatus Business Unit shall make
performance

evalu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gional Apparatus Business Unit Development Plan of the
previous period.
(3)

The Minister/Head of Bappeda shall prepare the evaluation
of the development plan based on evaluation findings of
the

head

of

paragraph

Ministry/Institution

(1)

and

evaluation

as

of

referred

Regional

to

in

Apparatus

Business Unit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4)

Evaluation finding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3) shall
become

the

materials

for

preparation

of

the

National/Regional development plan for the next period.

Article 30
Further provision on procedure for control and evalu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lan shall be set out by
Government Regulation.

CHAPTER VII
DATA AND INFORMATION

Article 31
The

development

plan

shall

be

information and accountable.

19

based

on

accurate

data

and

CHAPTER VIII
INSTITUTION

Article 32
(1)

The President shall establish and be responsible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2)

The

President

shall,

in

establishing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be assisted by the Minister.
(3)

the

Head

of

development

Ministry/Institution
plan

according

shall

to

establish

his/her

tasks

the
and

authorities.
(4)

The

Governor

shall

as

coordinate

representative
the

of

implementation

Central
of

Government

tasks

of

De-

concentration and Secondment Tasks.

Article 33
(1)

The Regional Head shall establish and be responsible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plan in his/her area.

(2)

The

Regional

Head

shall,

in

establishing

the

Regional

Development plan, be assisted by the Head of Bappeda.
(3)

The

Head

establish

of
the

Regional
Regional

Apparatus

Business

Development

Plan

Unit

shall

according

to

his/her tasks and authorities.
(4)

The

Governor

shall

synchronization,

establish
and

coordination,

synergy

district/municipal 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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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integrity,
inter-

CHAPTER IX
TRANSITIONAL PROVISION

Article 34
(1)

Prior

to

stipulation

provisions

as

of

referred

National

to

in

RPJP

this

pursuant

legislation,

to
the

preparation of National RPJM shall remain following the
provision of Article 4 paragraph (2) by waiving National
RPJP as guidelines, unless stipulated otherwise in the
legislation.
(2)

Prior

to

stipulation

of

National

RPJP

pursuant

to

provisions as referred to in this Law, the preparation of
Regional

RPJP

shall

remain

following

the

Article

5

paragraph (1) by waiving the National RPJP as guidelines,
unless stipulated otherwise in legislation.
(3)

Prior to stipulation of Regional RPJP pursuant to this
Law,

the

following

preparation

of

the

5

Article

Regional
paragraph

RPJM
(2)

by

shall

remain

waiving

the

Regional RPJP as guidelines, unless stipulated otherwise
in legislation.

CHAPTER X
CLOSING

Article 35
The National Long Term Development Plan and National Medium
Term Development Plan pursuant to this Law shall be stip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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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not later than 6 (six) months after enactment of this
law.

Article 36
Legislation regulation as implementation of this Law shall be
stipulated

within

not

later

than

1

(one)

year

as

of

the

enactment of this law.

Article 37
This law shall become effective as of the date of enactment.

For

public

cognizance,

it

is

instructed

to

contain

the

enactment of this law in the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Ratified in Jakarta
On October 5, 2004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igned]
MEGAWATI SOEKARNO PUTRI
Enacted in Jakarta
On October 5, 2004
STATE SECRETARY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igned]
BAMBANG KESOWO

STATE GAZETT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OF 2004 NUMBER 104

For true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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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uty of Cabinet Secretary of
Legal and Legislation Division

Lambock V.
Nahattands

<<<<Eluc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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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n
Expropriation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This law aims to define an expropriation in the Kingdom of Cambodia by defining the
principles, mechanisms, and procedures of expropriation, and defining fair and just
compensation for any construction, rehabilitation, and public physical infrastructure
expansion project for the public and national interests and development of Cambodia.
Article 2:
This law primarily aims to:
-

Ensure just and fair deprivation of legal rights to private property,

-

Ensure a fair and just compensation in advance,

-

Serve the national and public interest, and

-

Develop public physical infrastructures.

Article 3:
This law shall be applied to expropriations involving public physical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 Kingdom of Cambodia.
This law does not govern any issues on expropriation in any agreement or memorandum on
supporting investment between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and partner countries.
In case there is no such agreement or in case the agreement or the memorandum does not
deal with expropriation, any expropriation shall be governed by this law.
Article 4:
Key terms used in this law are:
Expropriation refers to confiscation of ownership of, with fair and just compensation in
advance, immovable property or the real right to immovable property of a physical person
or legal entity or legal public entity, which includes land, buildings, and cultivated plants,
and for construction, for rehabilitation or for expansion of public physical infrastructure
which is in the national and public interests.
Owner of immovable property and/or rightful owner refers to a physical person, private
legal person, or public legal entity including a proprietor, possessor and all persons who
have rights to land and are affected by the expropriation project.
Public or common interests refers to use of land or property by the public or agents or
public institutions.
The requirement for national interests refers to activities or projects which are primarily:

-

the construction, rehabilitation, preservation or expansion of buildings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or security; and
the occupation of land or property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of a policy on
defending territorial integrity;

A project implementer refers to a state enterprise or public establishment, contractor or
investor.
A lessee refers to a physical person or legal entity that receives a right to occupation and a
right to use of the immoveable property of the owner.
A hinderer refers to a physical person or legal entity that is a mastermind, an accomplice,
or an inciter who does a direct or indirect activity with bad faith, with the intention of
blocking the process of implementing a decision on expropriation.
Article 5:

Public physical infrastructure primarily refers to:
a. construction or expansion of railroads, roads, bridges, airports, ports and
accompanying structures and equipment;
b. construction or expansion of power stations, structures, equipment and lines fo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ical energy;
c. construction or expansion of buildings and equipment for post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d. construction or expansion of roads, city space, vehicle parking lots, markets, parks,
and public squares;
e. construction or expansion of irrigation systems, clean water supply systems, sewage
systems, and public interest spaces;
f. construction or expansion of buildings for education, training, science, culture,
health care, social security, and stadiums for performances to public audiences;
g. construction or expansion of refineries, purification stations, buildings and
equipment for protection of nature and the environment;
h. construction or expansion of buildings and equipment for research and exploiting
min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i. construction or expansion of gas systems, fuel pipes, oil refineries, oil rigs, and
other systems;
j. construction or expansion of buildings/residences which are seriously destroyed by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floods, fires, and landslides etc., and for
preparation for resettlement;
k. construction or expansion of buildings for protecting and supporting residents;

l. construction or expansion of border crossing posts;
m. construction or expansion of or preparation for necessary construction for national
defense or security;
n. establishment of new sites for protection of natural resources, forests, cultural and
archeological sites or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o. the implementation as required by the 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etermination
made by the government;

Chapter 2
General Principles
Article 6:
Expropriation can apply to part or all of an immovable property or to a real right to
immovable property.
Article 7:
The state is the only party that carries out expropriation for public and national interest
purposes.
The expropriation can be carried out only if it is for implementing a project as set out in
Article 5 of this law.
Article 8:
The state shall buy any part of the immovable property remaining after the expropriation
for a fair and just price as proposed by the immovable property’s owner and/or the rightful
owner who cannot live near the project or cannot build a house or cannot practice other
businesses as a result of the expropriation.
Article 9:
The expropriated immovable property shall be used for the anticipated purposes as declared
on expropriation for public interest or for the requirements for national interests only, and
shall not be left unused without appropriate reasons or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for
private interest purposes.
The owner or rightful owner shall be given priority to buy the leftover of the required
immovable property at the compensation rate. If the owner or rightful owner refuses to buy
back the rest of the required immovable property, it shall be kept as state property.

Article 10:
In a special and emergency case in which public security is involved, such as fighting fires,
floods, forest fires, earthquakes, wars which are about to break out or terrorist attacks, or
other situations as determined by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might temporarily
confiscate immovable property or real rights to property without any consultation. The
owner of the immovable property and/or the rightful owner to the property shall be given
the property back after the mission is completed.
In an emergency and necessary case in which the national interest is involved, the
government has the discretion to carry out the expropriation without arrangement of
consultation in respect to procedures as set out in Chapter 4 of this law.
Article 11:
Before exercising any expropriation,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sufficient annual
budgets and grant credit fully and timely to the Expropriation Committee in accordance
with the proposal submitted by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for payment of
compensation to the immovable property’s owners or rightful owners affected by the
expropriation.

Chapter 3
Expropriation Mechanism
Article 12:
An Expropri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nd shall be led by a representative of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representatives of concerned ministries/institutions
shall be involved.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the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sub-decree.
Article 13:
An Expropriation Sub-Committee that shall assist the Expropri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nd led by a board of municipal-provincial governors, and representatives of
concerned provincial departments and authorities shall be involved.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the sub-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subdecree provided for in Article 12 of this law.

Article 14:
A Complaint Resolu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nd led by representatives of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and representatives of
other concerned ministries/institutions shall be involved.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Complaint Resolution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a separate sub-decree.

Chapter 4
Expropriation Procedures
Section 1: Procedures for Prior Expropriation
Article 15:
An expropriation shall be carried out based on the public physical infrastructure project and
shall be approved in principle by the government, according to the ministry’s/institution’s
proposal.
An Expropriation Committee shall prepare a submission on an expropriation project to be
submitted to the government for review and approval.
Article 16:
Before proposing an expropriation project, the Expropriation Committee shall publicly
conduct a survey by recording a detailed description of all rights of the owners and/or
rightful owners to the immovable property and other properties which might be needed for
compensation; all other related problems shall be recorded as well.
In conducting this survey, the Expropriation Committee shall arrange a public consultation
with the authorities at capital, provincial, municipal, district, khan levels, and with the
commune and sangkat councils and village representatives or the communities affected by
the expropriation in order to give them clear and specific information and to have opinions
from all concerned parties about the proposal for a public physical infrastructure project.
In order to set a schedule for the expropriation or for relocation or compensation, the
Expropriation Committee shall conduct a detailed interview with all concerned parties
about the issues of immovable property affected by the public physical infrastructure
project.
Within 30 working days after completing the survey, the Expropriation Committee shall
produce a report with recommendations and proposals for the government’s approval.

Article 17:
With the government’s approval, the Expropriation Committee shall issue a declaration of
the expropriation project to the owners and/or the rightful owners about the immovable
property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expropriation, and the purpose of the deprivation
of ownership over or right to the immovable property shall be clearly set out, according to
the following legal processes:
-

-

define the subject matter of the public physical infrastructure project, location and
schedule of implementing the project, the competent authorities who have the right
to confiscate the property or private property;
determine fair and just compensation;
set a deadline for complaint;
send the declaration accompanying a copy of this law to all owners and/or rightful
owners;
put up a sign that identifies “the immovable property that is the subject matter of
expropriation for the interest of public physical infrastructure”;
disseminate the declaration via media;
post this declaration at relevant commune and sangkat offices where the public
physical infrastructure is going to take place, and the declaration shall be
disseminated by the village chief to the relevant residents.

Article 18:
After receiving this declaration of the expropriation project, the owner and/or the rightful
owner can file a complaint for an investigation to find out if the expropriation is required
for a real public and national interest or if it can be moved to other locations. This
complaint can be prepared by their lawyer or representative.
After receiving the declaration on an expropriation project, the complaint shall be filed in a
written form within 30 working days with the Complaint Resolution Committee, as set out
in Article 14 of this law. The main content of the complaint shall include:
-

name of the owner and/or the rightful owner;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reason for the complaint;
description of the legalities regarding the land; and
payment to owner and/or the rightful owner of the land to be expropriated.

However, the owner and/or the rightful owner of the immovable property cannot file a
complaint for an investigation into the requirement for big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national roads, bridges, railroads, connection and distribution of water and electricity
systems, kerosene pipes, sewage pipes, drainage systems or main drainage systems and
irrigation systems.

Within 30 days after completion of the investigation, the Complaint Resolution Committee
shall write a report with recommendations and proposals for the government’s review and
approval.
Section 2: Expropriation Procedures
Article 19:
The expropriation of the ownership of immovable property and real right to immovable
property can be exercised only if the Expropriation Committee has paid fair and just
compensation to the property’s owner and/or rightful owner in advance, in accordance with
the compensation procedures and principles set out in Section 3 of Chapter 4 of this law.
The expropriation remains able to be exercised, even though the resolution of a dispute has
not been completed. The owner and/or the rightful owner who has already received
compensation from the Expropriation Committee still has the right to continue their
complaint according to the procedure of complaining and dispute resolution set out in
Article 34 in Chapter 6 of this law.
Article 20:
The expropriation of the ownership of and real right to other immovable properties shall be
exercised based on the decision made by the Expropriation Committee. The decision on an
expropriation shall contain the following:
-

Ownership of the immovable property and real right to immovable property to be
expropriated;
Compensation to be paid; and
Deadline for the owner of the immovable property and/or rightful owner to move
from the location and hand over the immovable property to the Expropriation
Committee.

Article 21:
The Expropriation Committee shall give notice on the decision on expropriation and shall
pay complete compensation to the owner or rightful owner in advance.
Section 3: Compensation for Expropriation
Article 22:
Financial compensation given to the property owner and/or rightful owner shall be based on
a market price or replacement price on the date of declaration of the expropriation.

The market price or the replacement price shall be determined by an independent
committee or agent selected by the Expropriation Committee.
Article 23:
The owner and/or the rightful owner has the right to compensation for actual damages
commencing from the last date of declaration of expropriation for which they are entitled to
fair and just compensation.
Article 24:
The compensation shall be made in cash, property or replacement rights, according to the
actual situation and consent from the owner and/or the rightful owner and the Expropriation
Committee.
The formality and payment procedures shall be defined by sub-decree propos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rticle 25:
The financial compensation shall be calculated using total compensation minus transfer tax
and/or unused land tax which has not been paid to the state and the Expropriation
Committee shall pay the tax to the national budget according to existing procedures.
Article 26:
The financial compensation for ownership of immovable property and real rights to
immovable property does not include fluctuation of value occurring after the declaration of
the expropriation project. This is because the fluctuation can be caused by a change of
reserved land measures in urban planning which determines land use areas or approved
land use plans or because of the declaration of the expropriation.
Article 27:
After receiving full financial compensation, the owner and/or rightful owner shall continue
to be responsible for safekeeping, dwelling, possessing and benefiting from the right and
immovable property until the property is taken by the Expropriation Committee.
Article 28:
The Expropriation Committee can accept the immovable property or the right to the
immovable property after:

-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are carried out as set out in Sections 1 and 2 of
Chapter 4 of this law;
financial compensation has been pai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and the
procedures set out in Section 3 of Chapter 4 of this law.

Article 29:
A lessee who is holding a proper lease agreement is entitled to compensation for
disruptions arising from dismantling equipment and transporting it to a relocation site.
The immovable property’s lessee who is operating a business shall have access to
compensation for effects on the business and to just and fair additional compensation for
the capital actually invested for the business operation. The compensation shall commence
from the date of the declaration on an expropriation project.
For the expropriation of a location where a business is in operation, the owner is entitled to
support of additional compensation at a fair and just rate for the cost of the property that is
actually affected, commencing from the date of the declaration of the expropriation.

Chapter 5
Transitional Control and Management of the Immovable Property
Article 30:
After the date of the declaration of the expropriation project, the owner and/or rightful
owner of the immovable property cannot sell or transfer the immovable property to other
persons. Any documents and procedures which are against this provision are deemed null
and void.
In relation to the use of land or the concerned immovable property, the existing situation
and size of land used shall be maintained as it is when the expropriation project is declared.
No construction on the land shall take place. The owner or the rightful owner of the
immovable property shall not be entitled to compensation for new construction which is
against the provisions of this law.
Article 31:
Unless there is another agreement or permission, the owner or the rightful owner may
continue to occupy the immovable property for 1 (one) month after receiving from the
Expropriation committee the full compensation paid, according to procedures set out in
Chapter 4 of this law.

In case the owner and/or the rightful owner refuse to leave their location, the Expropriation
Committee might request the competent institutions or authorities to take measures in order
that the person leaves the expropriated location.

Chapter 6
Dispute Resolution
Article 32:
The Expropriation Committee and the Complaint Resolution Committee are authorized to
review and resolve complaints.
Article 33:
The owner and/or the rightful owner who do not agree with a decision by the Expropriation
Committee can bring their complaint to the Complaint Resolution Committee.
Article 34:
If there is a disagreement with the decision on the complaint by the Complaint Resolution
Committee, the owner and/or the rightful owner may bring their complaint to the competent
court, concerning expropriation procedures carried out improperly, the expropriation which
is not for public and national interest, and the compensation which is not fair and just.
The formalities and complaint procedures shall be determined by sub-decree.

Chapter 7
Penalty
Article 35:
Any competent authorities who do not respect these provisions shall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punishment as well as any other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existing
laws and provisions.
Article 36:
Any individual who hinders the implementation of a decision on expropriation with bad
faith which blocks the processes of execution of the project which is for public and national
interests shall be subject to an imprisonment from 1 (one) month to 1 (one) year and a fine
from 100,000 (a hundred thousand) to 2,000,000 (two million) Riel.

Article 37:
Anyone who infringes on the occupation and use of a site which is already expropriated
shall be punished, according to existing criminal provisions.

Chapter 8
Final Provisions
Article 38:
Any provision which is against this law is deemed null and void.
Article 39:
This law shall be declared as u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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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N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S
CHAPTER 1: Objectives:
Article 1:
The objective of the Law on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s shall be
to promote the organization and embellishment of the urban and the rural areas throughout
the Kingdom of Cambodia with the purpose of assuring development of this country in the
spirits of :
- respecting both common and individual interests, private rights, observing laws and
regulations, and overseeing on the construction matters.
- assuring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an equilibrium between the cities/towns and
rural areas based on their geographical conditions and special characteristics.
- assuring the value of natural and cultural wealth, ensuring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and tourism sectors and maintaining the quality of the environment.
Article 2:
The Law on the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s shall be based on the
ownership titles as provided in the present Land Law. In the event, this Land Law is amended
or changed the Law on the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shall also be
amended or changed accordingly.
Article 3: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mentioned objectives, a National Committee for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shall be established, and its membership,
proposal for appointment and organization shall be specified by a Sub-Decree.
For the Capital City of Phnom Penh, a Committee for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shall be particularly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This Committee shall be
headed by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Committee for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and shall include as its members a Government’s Delegate to the
Municipality of Phnom Penh or a Governor, Deputy Governor and a relevant competent
technical body. The specifics of the composition and functioning of this above Committee
shall be specified by a Sub-Decree.
For the provinces and other municipalities, a Sub-Committee for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shall be respectively established. Each Sub-Committee shall be
headed by a Governor of the province or municipality and shall include as its members and a
relevant competent provincial/municipal technical body. The specifics of the composition and
functioning of this provincial or municipal Sub-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a decision
of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Committee for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upon approval from such National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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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Documents related to the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Article 4:
All documents related to the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shall be
classified according to each specific case, and according to the particular conditions of the
land of each province, municipality and region, in the spirit of protecting the patrimony,
environment and protecting natural resources as well as development of the economy.
Article 5:
The Committee for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Phnom Penh or
the Sub-Committee for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each
province and municipality, shall respectively draw up their own development master-plans
for the re-organization and development of their respective city, province and municipality.
Such master-plan shall be approved by the National committee for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and shall be determined by a Sub-decree.
In order to protect the patrimony and the Environment, and to assur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ny particular region specified by the Council of Ministers, the National
Committee for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shall have duty to
prepare a specific master-plan for such special region and submitting it to the Council of
Ministers for approval.
CHAPTER 3: Land Use Master Plan
Article 6:
Land use master plan shall be established for each capital city, province and municipality.
Private entities and public authorities shall strictly adhered to such master plans during their
construction works.
Article 7:
Land use master plan shall clearly indicate the area to be allocated for national defense,
agriculture, commerce, industry, handicraft, culture, tourism, religion, and administrative
buildings and public facilities. These plans shall also specify of the possibility for
construction.
Article 8:
Land use master plan shall comply with the development master-plans as stated in the article
5 of this law.
Article 9:
Land use master plans for each capital city, province and municipality, shall be first
approved by the Committee for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the
Capital City, or from the Sub-Committees for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each province or municipality, and shall be approved subsequently by the
National Committee for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 Private
entities and public authorities shall strictly adhered to such master plan.

The Khmer version is the official version of this document.

Article 10:
The royal government will set up special provisions and the service of Urban Planning for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value of resort places or of any immobile objects which shall
provide advantages in archeology, history, culture, beauty or technique. The list of those
immobile objects or resort places shall be determined by a Sub-decree. The modification, the
reform and the administration of those immobile objects and resort plac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Patrimony.
The special provisions and the services of Urban Planning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value of resort places or immobile objects which provide advantages in archeological,
historical, cultural, beauty or technical shall be inscribed in the master plan for the land
management and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and in land use plan and constructions.
The royal government shall determined in Sub-Decree the list of immobile objects which
will have value in archeological, historical, cultural and technical advantages in order to
assure the administration of those immobile objects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patrimony.
CHAPTER 4: WORKS AND CONSTRUCTION
Article 11:
All the explorations or surveys which produce an effect on archeology, shall be firstly
authorized by the Royal Government.
In every construction process, in case encouraging any object which give value or advantages
in archeological or history, the supervisor of the construction shall be obliged to report to
competent authorities. After receiving the report, the competent authority has to immediately
stop such construction.
Article 12:
Any individuals and private institutions as well as public authority are banned from
conducting any constructions on the public yard-field or lands as defined hereunder:
- water reservoir and water dams.
- the reserve mining fields and the forests zones.
- the archeological and historical resort sites.
- the gardens and public parks and development zones.
- the dirt roads reserved for the roads constructions or the lands reserved for the road-sides,
and the lands kept for the construction of rail-roads projects.
- the rivers, seas, streams and their banks.
Conditions of administration of those zones and conditions of light constructions and
temporary small structures shall be determined in a Sub-Decree.
Article 13:
The work of construction and settlement shall be conducted in obedience with all documents
relating to the organization of territory, urbanization and construction and to the master plans
mentioned in the Article 4 and 5 of thi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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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All constructions and modifying or renovations of the building aspect shall be subjected to
construction permission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The necessary documents and plan shall be attached with the application for construction
permit. The implementing procedure of this article shall be determined by a sub-decree.
Article 15:
The necessary documents and plan attached to an application of a modern construction permit
shall prepared by an architecture graduated Cambodian architect or by a person
acknowledg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Requirements of the abovementioned architect diploma and acknowledgment shall be
determined by a sub-decree.
Article 16:
The construction permit application shall be applied by a land owner or his authorized
person. This application shall enclose with the land certificate of the owner.
Article 17:
No construction permit shall be issued if it is not compliance to the Master Plan and to the
Land Use Plan and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permit shall be denied if the public security, environment, public hygiene,
any construction or property which have value in archeology, history, culture, beauty,
technique or natural resources were affected by such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permit shall be denied if there is not infrastructure or public equipment that
fit to such construction.
Article 18:
If there is no land use plan and construction, the provincial and municipal authorities shall
establish a committee to review the construction permit application and issues it.
Article 19:
For the administrative construction, the applicant unit shall have prior authorizat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Such permit could be issued for only construction which is characterized for administrative
operation.
Such permit shall not cause the modification of the designed land use plan, public nature and
general advantage of that area.
Article 20:
Any construction built by investors on the state property according to their contract shall be
transferred to the state at the end of its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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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Any government official who refuse to review the construction permit application or refuse to
issue a permit, without proper reason set out by this law, within a period of 45 days, shall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law.
Such punishment shall also apply to any agent who review or issues a construction permit not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A construction supervision agent shall be punished, if he won’t suspense the construction that
is not compliance with the authorized project.
The administrative penalty implied to the above mentioned agent shall be determined by an
Administrative Law.
The constructor who not follows the construction permit shall be required to demolish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of an official order.
Any colluded officials shall be prosecuted in front of the court.
While any irregularities occurring, that construction shall be systematically stopped. The
equipment and other materials of that construction shall be confiscated based on the court
order. In the event that the constructor was damaged which is not his own fault, shall be
entitled to compensation by filling a lawsuit at the court.
Article 22:
Before demolishing any existing construction, the construction owner shall apply for a prior
demolishing permit from competent authorities.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demolishing shall be determined by a sub-decree.
The construction demolishing permit shall be denied if it is affected to the social, technical
issues and patrimony recorded by the state.
Article 23:
Any provisions existing in the previous law on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contrary
and contrary to this law shall be considered null and voi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