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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우리憲法 第23條에는 『① 모든 國民은 財産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

利에 適合하도록 하여야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

使用 또는 制限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正當한

補償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위 1, 2項은 私

有財産은 그것을 剝奪할 수 없다는 原則을 規定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第3項은 『 公共必要 』가 있는 경우에는 그 原則을

파기한다고 하는 特殊한 경우를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그정도

만으로도 커다란 犧牲인 것으로서 이것과 더불어 財産損失의 事

後處理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第1, 2項의 원칙은 完全히 공허한

文章으로 된다. 여기에 憲法은 財産剝奪중에 財産不可侵의 原則

을 관철하기 위하여 損失部分을 貨幣價値의 형태로 塡補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憲法현실을 보면 위와 같

은 憲法規定이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각개 法律에 補償金額

의 산정기준이 명규되어있기는 하나 이것이 곧 憲法 第23條 3項

의 正當補償에 해당한다고 볼것인가의 問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法律은 과연 憲法的 判斷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물론 憲法的 判斷을 하기 위하여는 審判

의 對象이 되는 法律이 특성되야 하는 것이지만 憲法的 判斷의

大前提인 憲法은 하나인 것이므로 앞으로 발생할 각종 財産權關

係 法律違憲與否審判을 위한 理論的 基礎로서 憲法上의 財産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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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어떠한 것이며 어느 정도 保障되는 것인지.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어떠한 內容의 補償이 필요한것인지를 분명히 할 必要性

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方法論으로는 比較法的

考察 目的論的考察 法社會學的考察 및 機能論的考察方法등이

있을수 있으나 여기서는 우리憲法의 財産權規定이 Bonn 基本法

第14條의 規定을 계수한 것으로 불 수 있을 것이므로 Bonn 基

本法 第14條에 대한 判例와 思考方法에 대한 論議를 중심으로하

여 歷史的發展科程에 따라 社會科學的으로 財産權槪念을 認識

(機能論的 接近) 함으로써 위 課題를 檢討하고자 한다.

Ⅱ. 憲法과 財産權

(1) 序

우선 독일의 1952년의 判例1)를 보면 『基本法은 그 14條에 있

어서 民法및 社會에서 形成되어온 財産權을 保障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일견 民法및 社會의 旣存秩序를 기초로 하여 財産權

槪念을 說明해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獨逸에 있어 1981年 나온

判決2) 『憲法에 의하여 保障된 財産權의 槪念은 憲法 자체로부

터 파악되어야한다.』라고 하여 財産權槪念을「憲法을 기초로

한 財産權」즉 憲法上의 財産權槪念을 별도로 認定하고 이를 기

초로 하여 財産權保障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1) BverfGE 1,264(278)

2) BverfGE 58,3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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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독일 聯邦憲法裁判所의 財産權에 대한 思考方法의 변화

(즉「財産權의 憲法化」내지는「民法典의 私有財産으로부터 憲法的 意

味에 있어서 個人財産의 解放」)3)의 背景에는 憲法規定의 변화에

따라 收用槪念(특히 收用의 대상인 財産權槪念)이 변화되었다는 점

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古典的意味의 收用槪念에 있어서 收

用의 對象은 土地 기타 物權에 限定되었으나 Weimar憲法 第153

條아래에서는 收用의 對象이 債權을 포함하는 財産的 가치 있는

私權一般으로 擴大되었다. 이어서 탄생된 Bonn基本法下에서는

法規定의 변화가 있었는바, 聯邦通常裁判所는 收用에 관한 위

基本法規定을 운용함에 있어 附帶條項4)(基本法 第14條 ③項 2文 :

그것은 補償의 方法과 程度를 規定하는 法律에 의해서만 또는 法律

의 근거위에서만 행하여진다. )을 無視하여 收用與否의 決定을 스

스로 행하여 收用임에도 불구하고 附帶條項이 준수되지 않는 경

우에는 收用法律을 無效로 하지 않고 補償하는 方法을 택하는

등 기존의 財産權秩序를 고정화하는 趣旨의 判決을 宣告했으나

聯邦憲法裁判所는 초기의 判例와 달리 최근의 판례5)에 있어서는

基本法을 기준으로 하여 財産權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基本法을 기준으로 하여 財産權을 파악한다는 것 즉

「憲法을 기초로한 財産權」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하 이점에

3) vgl. P. Häberle, Vielfalt der Property Rights und der verfassungsrechtliche

Eigentumsbegriff, in ...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Bd. 109(1984), S.58.

4) 財産權條項인 基本法 第14條가 Weimar 憲法上의 財産權條項인 153條와 區別되는 가장

큰 特徵은 14條 3項 2文이 새로이 첨가 된것으로서 이를 附帶條項(Junktimklausel)이라한

다.

基本法 第14條 : 『①所有權과 相續權은 보장된다. 그 內容과 制限은 法律로서 정한다.

②所有權은 義務를 포함한다. 그 行使는 동시에 公共의 福利에 이바지 함이 필요하다.

③收用은 公共의 福利를 위하여서만 허용된다. 그것은 補償의 방법과 정도를 규정하는 法

律에 의해서만 또는 法律의 근거위에서 만 행하여 진다. 補償은 公共및 關係者의 利害를

公正히 고려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補償金額에 관하여 紛爭이 있을 때는 通常裁判所에

提訴한다.』

5) BVerfGE 58,3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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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2) 財産權槪念의 變遷過程과 『憲法을 기초로한 財産權』

1) 生來의 權利로서의 財産權(19세기적 財産權)

18 9세기를 지배한 自由主義, 個人主義思想은 個人을 이기적

인 原子論的 存在로 보아 個人을 價値의 中心에 놓으므로써 國

家는 個人의 自由와 生命 그리고 財産을 보호하는 데 그 目的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와 같은 思想을 背景으로 제정된 人

權宣言의 先驅者라 할 수 있는 1976年의 Virginia權利章典 第1條

는「모든 人間은 나면서부터 自由을 갖고 獨立되어 있으며 일정

한 未來의 權利를 所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權利란 財

産을 취득하고 幸福과 安寧을 추구 획득하는 手段을 동반하고

生命과 自由를 亨受하는 權利이다.」라고 하여 基本權의 超國家

性을 實定的으로 明記하고 있으며 1780年 의 Masathussets憲法

第1條도 「모든 人間은 생래의 本質的이며 讓渡할 수 없는

일정한 諸權利를 가지고 있다. 이 權利중에는 財産을 획득하

고 所有하고 保護하는 權利 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라

고 하여 기본권의 自然權性을 明記하고 있으며 또한 1789年의

프랑스 人權宣言 第17條도「所有權은 하나의 神聖하고 不可侵의

權利이며, 法律이 規定한 公共의 必要가 있을 때에만 正當한 補

償을 條件으로 그것이 侵害될 수 있다.」뿐만 아니라 同2條는

「모든 政治的 結社의 目的은 人間의 自然的이며 不可讓의 權利

를 保障함에 있다. 그 權利란 自由, 財産, 安全, 그리고 압제에

대한 抵抗이다.」라고하여 生命(Life) 自由(Liberty) 財産(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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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는 基本權의 聖三位 一體(heilige Trinität)6) 的인 自然權

性7)을 認定하고 있다. 즉 美國 獨立當時의 사람들이나 프랑스시

민혁명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財産權은 天賦不可讓의 自然

權으로 생각되어서 自由 平等 幸福 安全이라는 抽象的인 權利의

保障과 더불어서 具體性이 강한 財産權의 保障이 近代國家存立

의 目的이 된다고 생각되었다. 이와 같이 自由主義 個人主義에

입각한 古典的 經濟秩序 아래서는 財産과 自由 그리고 無財産

(Nichteigentum)과 否自由(Unfreiheit)는 經濟가 우리의 存在의 기

초를 의미하는한, 언제나 同一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8) 즉 근

대 市民社會는 商品交換社會였으며 시민들은 商品所有者로서 商

品의 交換을 통해서 經濟的 生存을 유지확보하였다. 그러므로

近代初期에 있어서 人間의 生存權은 商品을 所有하고 있다는 財

産的 價値에 의하여 기초지워져 있었다. 그리고 所有와 勞力이

일치되는 自營業者 小市民의 경우에는 財産權의 保障이 동시에

生存權의 保障이라는 관계가 成立된 것이다. 이리하여 財産權의

保障은 실로 資本主義와 그에 기반을 두는 立憲主義의 根本原則

이 되어 있는 것이며9) 私有財産權을 전적으로 否認하거나 광대

6) Hans-Christoph Schröden, Das Eigentumsproblem in den Auseinandersetzungen um die

Verfassung von Massachusetts, 1775-1787, in, Eigentum und Verfassrng, Zur

Eigentumasaiskussion im ausgebenden 18. Jahrhundert, 1972, S. 11.

7) 여기서 주의할 것은 基本權의 自然權性이 인정된다하여 社會的 拘束性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즉 위 人權宣言 第4條는 여타의 人權과 같이 財産權의 경우에도 社會

의 다른 構成員에게 같은 權利의 亨有를 保障한다. 고하여 制限을 가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한 프랑스 民法은 第545條에서 『所有權은 法令에 反하지 않는 한 가장 絶對的 方法

으로 물건을 使用 處分하는 權利를 意味한다.』基本的으로는 基本權의 絶對性을 인정하면

서도 法令에 의한 所有權의 制限을 認定하고 있다. 이러한 立場은 당시 프랑스가 지배한

諸國家의 法令에서도 나타나는바, 베네룩스 3국 모나코 美國의 루이지애나 民法과

1885年의 이태리 民法 1889년의 스페인 民法등이 그 예이다.

8) Val, Heinz Pentzlin, Die Urasachen der Revolten fegen die Marktwirtschaft, in,

Mardtwirtschaft und soziale Verantwortung, 1973, S. 257.

9) 美國憲法 修訂第5條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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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範圍에서 制限하는 것은 곧 資本主義 및 立憲主義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私有財産

制에 대한 憲法的 決斷은 그 憲法의 全體的 性格을 規定하는 하

나의 價値決斷(Ǫertentscheidung)을 의미하였다고도 말할 수 있는

바, 그것은 政治的 決斷은 經濟的 決斷에 종속케되는 이른바

『經濟의 範圍안에 있어서의 憲法』(Verfassung im Rahmen der

Wirtchaft)을 의미하였다.10)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자 資本主義의 발달에 수반한 富의 편

재는 無産階級과 有産階級間의 김각한 階級對立을 초래하여 극

도의 社會的 불안상태를 造成하였으며, 따라서 個人主義的 財産

權의 槪念은 수정을 받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에 소위

『20세기에 있어서의 財産權의 保障』이란 觀念이 도출된다.

2) 20세기에 있어서의 財産權의 保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19세기의 市民防衛的 自由主義的 國家

에 있어서 國家의 最大任務는 國民의 自由 平等 幸福 安全이라

는 추상적인 權利의 保障과 더불어서 具體性이 강한 財産權을

보호하기 위하여 國家가 國民의 生活에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었으며 이것이 곧 國民의 生活權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20세기의 國家는 國民의 生活에 대한 消極的인 傍觀者的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추상적인 自由權 및 具體的

Amendment v [1791]

...,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 nor shall

private prot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 法의 正當한

節次에 의하지 않고는 生命 自由 또는 財産은 박탈되지 않는다. 私有財産은 正當한 補償

없이 公共의 使用을 위하여 收用당하지 아니한다.)

10) Jürgen Habermas, Legitimationsprobleme im Spätkapitalismus, 3, Aufl., 1973, 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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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財産權을 보호하고 生活權을 보호함으로써 國民의 生活을 윤

택하게 해야할 時代的 歷史的 狀況11)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政

治的 自由主義 時代와 궤를 같이하는 經濟的 商業資本主義 時代

의 財産權의 槪念은 前工業的 槪念으로서 여기서의 財産이란 企

業人이나 地主 또는 私人등의 物的 所有權 그 자체를 의미하였

다. 그러나 이어서 등장한 産業資本主義 時代에 있어서의 株式

所有權은 生産手段의 所有者의 社會的 地位를 支配的 地位로 까

지 고양시켰고 工場 勤勞者의 탄생은 새로운 社會的 問題를 야

기 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의 解決을 위하여 國家는 政治 經濟的

으로 傍觀的인 태도를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간여하여 社會的 개

혁의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憲法的 이념에 있어서도 그

예외는 아니다. 그 이념의 변화라 할 수 있는 것이 社會正義에

입각한 이른바 社會的 法治國家(sozialen Rechtsstaat)의 理念이다.

이러한 歷史的 狀況에 직면하여 制定된 20世紀的 모델의 대표적

인 것이 1919년의 바이마르 憲法으로서 같은法 第153條는 『①

所有權은 憲法에 의하여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정

한다. ② 公用收用은 公共의 福利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法律에

의하여서만 행할 수 있다. 收用은 國家의 法律에 어떤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相當한 補償으로써 행한다. ③ 所有權은 義務

를 포함한다. 所有權의 行使는 同時에 公共의 福利를 위할 것임

을 요한다.』라고 規定하여 19세기적 憲法에서 『神聖不可侵의

權利』로 認識되던 國民의 基本權이 自由權내지는 財産權의 社

11) 1 2 次對戰이라는 歷史的 상황을 계기로하여 종래의 市民的 法治國家的 憲法은 그

基本權의 性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첫째, 18 9세기를 지

배한 自由主義, 個人主義史上의 퇴조. 둘째, 天賦的 絶對的 人權으로 상정되온 基本

權이 相對的 權利로 認識되었다는 점. 셋째, 個人的 自由가 社會 내지는 國家에 의

존하게 되었다는 점. 넷째, 人權槪念의 기초가 되는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들 수 있

다.



- 363 -

會的 義務化와 같이 이른바 社會的 拘束(sozialen Bindung)을 憲

法的으로 認定하게 되었다.12) 2次 大戰後의 各國의 憲法規定도

대체로 이를 모델로 하여 規定하고 있는바, 특히 독일 Bonn基本

法은 第14條에서『① 所有權과 相續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 所有權은 義務를 수반한다. 그 行使는

동시에 公共福利에 奉仕하여야 한다. ③ 公用收用은 公共福利를

위하여만 허용된다. 公共收用은 補償의 종류와 範圍를 정한 法

律에 의하여 또는 法律에 根據하여서만 행하여진다. 補償은 公

共의 利益과 關係者의 利益을 公正하게 衡量하여 정해져야 한

다. 補償額 때문에 紛爭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규법원에 提訴할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는 바이마르 憲法 第

153條의 規定을 확대 승계함으로써 私有財産權의 보호를 더욱

완전하게 한 특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바이마르 憲法下에

서 判例로 認定되었던 補償을 전제로 하는 立法에 의한 制限의

可能性이 基本法에서는 立法者가 補償規定없는 收用法律을 제정

하는 것을 憲法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私有財産權의 보

호에 더욱 만전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13) 또한 第1條 2項은『그

렇기 때문에 獨逸國民은 侵害할 수가 없고 또한 讓渡할 수도 없

는 人權을 認定한다』라고 하여 基本權을 不可讓 不可侵的인

人間의 權利로 宣言하고 있으며 第19條 2項은『基本權의 本質的

12) 그러나 당시의 學說과 判例의 경향은 憲法의 이러한 規定에도 불구하고 財産權保障

에 있어서 그 意味內容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解釋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一

見 바이마르 憲法 第153條의 前段과 後段 의 規定은 서로 모순되는 規定으로 보인

다. 前段은 財産權을 自然法的 絶對的權利(absolute Grundrechte)로 인정하는데 대

하여 後段 은 非絶對的 권리로 規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前 의 規定은 私

有財産制를 前提로 하는한 名目上의 Programm的 規定이 아니라 오히려 市民的 法

治國家原理의 積極的인 確認을 의미한다고 한다. Carl Schmitt, Verfassungslehre,

SS 166. p.171-2

13) BVerfGE 4,219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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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容(Wesensgehalt)은 어떤 경우에도 侵害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基本權의 自然權性을 認定하고 있고 第15條는 財産權의 社

會化를 規定하고 있지만 그 具體的인 종류는 限定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補償 역시 收用의 경우와 같은 原則에 의한 補償이

요구되고 있는 등으로 미루어 볼 때 基本的으로 基本法은 財産

權槪念의 存在理由를 『모든사람』의 人權保障에 있다고 설명하

는 近世自然法論을 理念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이 財産權槪念을 역사적 발전과정에 비추어 볼 때

19세기적 財産權槪念과 20세기적 財産權槪念은 그 어느 것이나

財産權槪念의 存在理由가 『모든사람』의 人權保障에 있다고 설

명하는 近世自然法論을 理論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는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自然法論이 근대 시민계급에

의하여 주장되고 지지되어 그 실현을 위한 운동이 이루어져 근

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憲法으로서 具體化되고 實定法化되었기

때문에 그 解釋 運用을 위하여 槪念構成 理論構成이 이루어질

경우에 自然法理論의 立場에 서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自然法論에서 말하는 것이 憲法에로 具體化 實定法化 되

었다고 하여도 憲法이 제정된 이상은 自然法論에서 말하는바와

같은 것이 직접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憲法 獨自的인 論理가 움

직이고 있다는 것을 認定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점과 관

련하여 P. Häberle도 聯邦憲法裁判所의 財産權관계 判例중에서

주목할 것은 「憲法的 의미에 있어서의 財産權」이라고 하는 用

語가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14),「憲法的 意味에 있어서의 財産權

이 人格의 自由를 中核으로하여 規定되어있다」15)고 함으로써

14) vgl. P. H berle, a.a.O., S.38.

15) vgl. P. H berle, a.a.O., 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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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獨自的인 論理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認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憲法 獨自的인 論理를 認定하는 立場16)과 認定하지 않

는 立場17)이 양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憲法獨自的인 論理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위

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20세기적 憲法規定이 자연법론을 기초로

하여 생성된 것이고 또한 자연법론으로부터 나오는 論理的 귀결

이라하여도 직접 법적 효력이 認定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憲

法이 憲法제정권력자의 「意思」에 의하여 탄생된 것임을 고려

한다면 이미 탄생된 憲法 구조 내에서「모든사람의 意思」가 관

철되도록 財産權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사고 방법을 말한다고 생

각된다. 따라서 憲法獨自의 論理는 非財産權者를 포함하는『모

든 人間』의 國政參加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民主政原理를 요청

하고 또한 非財産權者를 포함하는『모든 人間』의 人權의 實效

的亨受 行使를 요청한다고 하는 의미로 社會國家原理를 요

청한다고 말하게 된다. 따라서 결국 憲法獨自의 論理는 財産權

保障을 논함에 있어서 財産權을 天賦不可侵의 人權이라고 하는

自然法論 을 중시하면서도 民主政原理 社會國家原理를 바탕으

로하여 이해하는 것이며, 民主政原理 社會國家原理와 財産權과

16) 이 입장에 속하는 판결로는 BVerfGE 24, S.367(389)을 들 수 있는바, 위 판례는 “財

産權은 人格的自由(persönlich Freiheit)와 內面的聯關을 갖는 필수적인 基本權이다.

財産權의 전체구조 가운데에서 基本權主體에게 財産法의 분야에 있어서 自由領域을

保障하고 그것에 의하여 基本權主體에게 自己責任에 기한 生活形成을 가능하게 하

는 임무를 갖고 있다.”하고 하여 財産權을 기본권의 전체구조가운데에서 헌법독자의

논리에 따라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7) 이 입장에 속하는 판결로는 BGHZ 6, S.270(276)을 들 수 있는바, 위 판례는 “自由民

主的 憲法의 지도현상에 속하는 것은 특히 財産權과 人格的 自由(Personale

Freiheit)와의 결합이다. 國家에 존재하는 個人은 각각 個人間에는 인격으로서 즉 自

由로운 自己責任的으로 生存하기 위하여 또 강대한 國家權力의 단순한 客體로 되지

않기 위하여 다라서 自由와 尊嚴을 위하여 財産이라고 하는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保障된 영역을 필요로한다.” 고하여 재산권의 무제약을 원칙으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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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에 있어서는 前者가 後者를 外部로부터 制約하는 것이

아니라 財産權保障 가운데에 원시적으로 함유되어있는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憲法을 기초로 하여 財産權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즉 憲法上의 財産權槪念을 認定하는 것)은 財産

權에 관하여 憲法上 獨自的인 論理가 움직이는 것을 認定하는

것 즉, 人權으로서의 財産權과 民主政原理 社會國家原理와의

調和的共存을 추구하는 것에 귀착한다고 생각된다.

5)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조화점은 무엇인가? 이를 고찰하기 위하

여는 財産權이 다른 기본권과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가를 염두에 두

고 생각하여야한다고 생각된다. 즉 財産權은 財産權의 客體에 대한

지배를 통하여 그 財産權의 客體의 이용에 의존하고 있는 他者를

지배하는 可能性을 갖고 따라서 그러한 他者의 不自由를 초래할 可

能性(人格的 不自由)을 갖고 있으며, 가사 지배관계가 아닌 경우라고

하여도 各人間에 특별히 커다란 경제적 격차를 발생케하고 따라서

사회생활 정치생활상 커다란 격차를 발생케하며 그러한 결과 의

미있는 국정운영을 곤란하게할 可能性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財

産權이 본질적으로 타인의 인격적 不自由를 초래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양자의 조화점으로써 人格的自由를 위한 不可

缺의 前提로서의 財産權이 憲法的 의미에 있어서의 財産權으로 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8)

6) 결국 憲法을 기초로 하여 財産權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 즉 憲

18) 換言하면 財産權을 人格的自由를 위한 不可缺의 前提로서 생각하는 自然法論의 立場

에서 보더라도 재산권이 無制約性의 原理가 적용되는 것은 人格的自由를 위하여 필

요불가결한 범위내라고 보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할 것이고 다른 한편 人格的自由

의 實效的保障을 강조하는 民主政原理 社會國家原理에서 볼 때 人格的自由의 실현을

위하여 不可缺하다고 생각되는 한도까지는 財産을 승인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人權으로서의 財産權과 民主政原理 社會國家原理와의 구체적

調和点은 人格的自由를 이한 不可缺의 前提로서의 財産權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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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上의 財産權의 槪念을 認定한다고 하는 것은 財産權에 관하여 憲

法上 獨自的인 論理가 움직이는 것을 認定하는 것에 귀착하고 그것

은 환언하면 天賦不可侵의 人權으로서의 財産權과 民主政原理 社

會國家原理와의 調和的共存을 추구하는 것에 귀착한다고 생각된

다. 구체적으로 양자가 조화되는 財産權은「人格的自由를 위한

不可缺의 前提로서의 財産權」에 한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財産

權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공권력적 행위로부터 강력히 보

호되어야 하는 財産權으로 보인다.19)

Ⅲ. 憲法을 기초로한 財産權保障

(1) 財産權의 自由保障機能

1) 위와 같이 憲法上 강하게 保障되어야할 財産權(憲法上의 財産權

槪念)이 人格的自由의 실현을 위한 手段的 性格을 갖는 것에 限定

된다면 결국 憲法上의 財産權槪念은 본질적으로 人格的 自由의 保

障내지 實現의 機能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機能은 다음과 같이 私的生活 政治 經濟의 諸分野20)에서 나타나

는 것으로 보인다.

19) 이상을 특히 입법자와의 관계에서 고찰하면 憲法은 우선 財物이 특정의 私的主體에

歸屬하는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立法者에게 위임한다고 할 수 있는바, 이와같이 立

法者委에게 委任함에 있어서 個人의 人格的自由와 불가결의 관계를 갖는 것과의 귀

속관계의 확정에 관여하는 그것을 憲法上 존중될 만한 것으로서 엄격한 태도를 갖

고 임할 것을 명하고, 그것 이외의 것의 귀속관계의 확정에 관하여는 憲法上 허용

되고 있는것으로서 광범한 재량을 갖고 임할 것을 명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 Vgl. G. Müller, Privateigentum heute,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Bd.

100(1981), S.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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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私的生活 分野에서 타나나는 財産權의 自由保障 實現

機能

私的생활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재산권의 自由保障 實現機

能21)은 소위 小財産에서 나타나는 기능으로서 안전한 생활을 保

障하는 機能, 處分 및 決定機能, 프라이버시(確保)機能 등이 포함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래적 의미의 小財産에는 일상생활의 수

요를 충족시키는 財産 스스로 自身이 居住하기 위한 住居 宅

地 自動車 貯金通帳 소규모의 營業 自己自身이 경작하는 農

地등이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종래부터 財産

權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이에 대신하여 自由保障機能(특

히 안전한 生活을 保障하는 機能)을 과한다고 생각하는 것 예컨대

俸給請求權 年金請求權 社會扶助請求權등 公法上 의 權利가

포함된다고 생각된다. 물론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러한「小財

産」은 俸給 및 社會保險을 보완하는 地位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

으로 볼 수도 있으며 따라서「小財産」의 소유자인 대다수의 국민

에게는 그 保障이 현실적으로 그 의의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러한 측

면의 이면에는 個人의 人格的自由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財産權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大財産)이 대다수의 다른 非財産權者의 人格

的 自由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대사회에 있어서도「小財産」의 憲法的保障의 의미는 그

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있을것인바, 人格的 自由를 영위하지 못하

는 자에게 있어서 그러한 財産權은 財産權이라 부르던 또는 社會權

이라고 부르던 단지 生活保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특색이 있는

것이며 大財産의 경우에는 그것이 단지 憲法上 허용된 것에 지나지

21) Vgl. G. Müller, a.a.O., S.6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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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것이므로 다른 非財産權者의 自由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한

制限이 가하여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② 政治生活 分野에서 나타나는 財産權의 自由保障 實現

機能22)

政治生活 分野에서 나타나는 財産權의 自由保障 實現機能은 주

로 大財産23)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大財産은 그 특

성상 國民의 政治意味形成을 부당하게 왜곡할 目的 및 方法으로 투

입될 可能性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선거운동의 규제 및

정치자금의 규제를 통하여 財産權의 부당한 영향력 行使에 대처할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 國民의 政治意思형성을 촉진키위하여 국민

간의 재산상의 격차를 될 수 있는 한 좁히는 동시에 국민의 재산형

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非財産權者의 경우는 자기의

생활을 自己責任을 갖고 형성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自由롭게 판

단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他者의 의견에 의하여 조작되기 용이한

것이 현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非財産權者도 정치적으로 독립된 판

단을 할 수 있도록 國民간에 일정정도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③ 經濟生活 分野에서 나타나는 財産權의 自由保障 實現

機能

經濟生活 分野에서 나타나는 財産權의 自由保障 實現機能도

주로 大財産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大財産을 그

객체로 하는 財産權은 경제의 분야에 있어서 다른 제 요소와 함

께 시장경제체제의 구성요소를 생성하고 각각의 경제활동에 대

22) Vgl. G. Müller, a.a.O., S.73ff.

23) 예컨대, 財産權에 기하여 國家로부터 自由인 신문을 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一定의

財産을 기반으로 하여 선거운동등의 정치운동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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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극적 촉진적 機能및 물건의 생산 배분에 관한 결정권한을

분산하는 機能을 갖고있으며 따라서 경제체제를 自由롭게하는

機能을 갖고 간접적으로 自由를 保障하는 機能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24) 이와관련된 獨逸聯邦憲法裁判所의 공동결정법에

관한 1979.3.19.의 판결을 보면 『결정권한분산및 권력 기회

위험 지배의 배분에 입각하는 경제체제의 작용능력에 있어서

중요한의의를 갖고 있는 주주권인 財産權의 객관법적 機能이 憲

法上의 保障을 받고 있다 』고 하면서도 『이 保障은 個人의 財

産權의 保障에서부터 단절되어 그에 대하여 독립된 것은 아니고

이 保障은 人權으로서의 財産權保障의 제일차적 의미에 대하여

부수적인적에 지나지 않는다25) 』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것은

個個人權의 機能의 憲法的 정당성은 기본적으로는 人格的自由에

의하여만 근거지워지고 財産權의 경제조직적 機能 혹은 경제적

효율성촉진機能도 憲法上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人格的 自由의 실현에의 기여에 의하여 비로소 憲

法上의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언급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위와 같이 財産 특히 大財産이 決定權限分散機能을 갖고 나아

가서는 社會的權力分立機能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으나 실제로

는 國家와 企業이 결합하는 경우가 많고 大財産상호간의 권력분

립이라고 하여도 社會的으로 동질의 것 상호간의 분립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財産權에 의한 社會的 권력분립도 현실적으

로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상의 것을

고려하면 財産權에 내포하는 결정권한분산機能을 존중하고 그

24) G. Müller, a.a.O., S.76ff.

25) BVerfGE 50, S.29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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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기대하여 財産權 특히 企業에의 국가적 개입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財産權의 社會的權力으로서의 機能에 주목하

여 다른 非財産權者의 人格的自由의 실현을 위하여 財産權의 제

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적 weight를 둘만하다고 생각된다.

(2) 財産權保障에 있어서의 多元性

1) 序

憲法에 의한 財産權의 保障의 방법에 존중과 허용, 人格的自

由를 위한 不可缺의 前提를 생성하는 것으로서의 保障과 그 이

외것으로서의 保障이 있다고 한다면, 財産權의 對象의 性質 및

機能에 응하여 서로 다른 취급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財産權의

존중 제한의 방향에도 여러 방향이 있다면, 財産權의 權利로서

의 성격에도 각종의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財産

權의 핵심이 人格的自由에 있다면 財産과의 결합관계에서 볼 때

통상의 財産權者 이외에 자기의 人格的自由의 실현을 위하여 財

産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도 어느 의미에서는 財産權者로 보

아 財産의 운용을 이러한 2종류의 財産權者의 合意에 기초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財産權의 保障은 이러한 각종

의 관계에 임하여 다원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된다. 이하

財産權의 대상에 있어서의 다원성, 權利로서의 성격에 관한 다

원성 및 財産權의 대상에 관계되는 財産權者의 다원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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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財産權의 對象에 있어서의 多元性

가) 이에 관한 대표적 판결로는 獨逸 聯邦憲法裁判所의 공동

결정법에 관한 판결을 들 수 있는바, 동 판결은『財産權이 個人

의 人格的自由의 保障의 要素로서의 機能을 과하고 있는 경우

財産權은 특히 넓은 範圍의 보호를 받는다. 이에 대하여 財産權

의 對象이 社會的관련을 갖고 社會的機能을 영위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立法者의 내용 한계확정권한은 크게 된다. 그 근거는

第14條 2項중에 표현되어있는 관점 즉 이 경우에 있어서의 이용

과 처분이 財産權者의 영역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財産權의 對

象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타인의 利益에 관계된다는 관점이다.

이 前提의 바탕에는 財産權을 公共福利에 적합하게 이용하도록

한 基本法의 명령은 자기의 自由의 保障과 責任있는 생활형성을

위하여 財産權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非財産權者를 고려한다고

하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26)고 하고 있다. 따라서 財

産權制限立法을 함에 있어서 保障의 强度(換言하면 財産權制限의

강도)를 判斷하는 기준은 財産權의 對象인 財産이 個人的인 機能

(즉 人格的 自由의 保護機能)을 갖고 있는가 또는 社會的機能을 갖

고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

한 考察方法은 日本의 경우에도 일찍부터 존재하여왔는바, 대표

적이 학자로는 高原賢治敎授를 들 수 있다. 同 敎授는 日本憲法

上의 財産權保障規定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要旨의 기술을 하

고 있다. 즉 『私有財産權이 그 成立의 당초부터 내장하고 있던

26) BVerfGE 50, S.290(240f.) ; 財産權의 對象이 多元的이라는 觀點에서 財産權保障의

範圍를 人格的 自由의 前提로서의 「生存의 保障」을 위하여 公法上의 主觀的權利

내지 請求權(예컨데, 福祉受給權)에 까지, 혹은 본인의 노력이나 그것과 동일시되는

것에 기초하여 획득된것까지 확장하여야한다는 趣旨의 判決로는 BVerfCE 53, S.257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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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己的 측면과 社會的 측면을 어떻게 調和시키느냐하는 문제가

社會國家에서 財産權의 制限및 保障을 논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문제 일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잊어서는 안될 것은, 「社會

國家(社會的 法治國家)는, 私有財産權이 公共性이 强한 社會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 혹은 경시하였기 때문에 發生

하게 된 經濟的 弱子에게 人間다운 生活을 하게 하기 위하여 탄

생된 것이다」는 점이다. 결국 한마디로 財産權이라 하지만

그 權利의 客體인 財産은 극히 多樣하며 따라서 이와 같은 多樣

한 財産을 일괄하여 法的處理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그 이유는 예컨대 特許의 所有權과 土地의

所有權과 동일한 財産이지만 社會에 주는 영향의 정도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와 같은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財産權에 공통된 사실일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한 財産을 일괄해서 파악하고 이러한

財産에 대한 權利를 추상적으로 財産權이라고 부르는 것은 財産

權의 制限을 생각할 때 그리고 또한 그 保障 즉 損失補償을 생

각 할 때 극히 곤란한 問題를 도처에서 제공케한다. 社會國家가

財産權의 社會性을 중시하고 있다면 이러한 다양한 財産에 관해

서 그 財産의 社會性의 强弱에 따라 配列을 하고 그 配列에 의

하여 法的 취급을 달리하는 것도 혹은 허용되는 것은 아닐까 생

각한다. 왜냐하면 극히 社會性이 强한 財産임에도 불구하고 그

것을 利己的으로 使用했다면 社會性이 比較的 弱한 財産을 利己

的으로 使用했을 때에 비하여 그 社會에 주는 폐해는 훨씬 크

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社會國家에 있어서는 强한 財

産은 대폭 制限 되지만 社會性이 비교적 弱한 財産은 制限의 필

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社會性이 强한 財産이란 무엇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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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性이 弱한 財産이란 무엇인가』문제로 된다고 한다.27) 요컨

대, 憲法上 「人權으로서의 財産權」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경우

에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財産權을 그 全範圍에 걸쳐 人權으

로서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財産權內의 人格的自由를 위

한 不可缺의 前提를 갖는 것만을 人權으로서 파악하는 것인바,

前者의 立場은 經濟的 保守主義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個人主義

的 自由主義를 바탕으로하여 個人의 自由와 社會의 自律性을 강

조하고 있으며 國家가 立法形成權의 行使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財産法秩序의 변화를 의도하는 것에 消極的이며 財産權이 社會

的 不平等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측면보다는 人間의 自由와 自己

責任的 삶을 위해 그리고 社會全體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側面을 중시하는 立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現

代 社會的法治國家에 있어서의 財産權이란 그 槪念的要素인 財

産의 종류가 극히 多樣하여 財産權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고 따

라서 이를 일괄해서 파악하여 이러한 財産에 대한 權利를 抽象

的으로 財産權이라고 부르고 法的處理를 한다고 하는 것을 財産

權制限을 생각할 때 특히 곤란한 問題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國

家는 이들 問題를 해결키위하여 立法形成權의 積極的行使에 의

하여 이들 財産權의 內容과 限界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27) 高原賢治敎授는 그의 著書 財産權と損失補償에서 다음과 같은 要旨의 陳述을 하고

있다. 『社會的法治國家(社會國家)에 있어서 損失補償問題를 생각함에 있어 侵害의

對象인 財産은 그 種類가 극히 多樣하므로 財産權또한 多樣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法的 處理를 하기 위하여는 財産自體를 區分할 필요가 있는바, 그 區分肢는

『大財産』과 「小財産」이며 區分根據는 使用價値를 主目的으로 하는 財産인가 혹

은 交換價値를 主目的으로 하는 財産인가의 여부이다.「大財産」은 交換價値를 主目

的으로 하는 財産으로서 이 경우에는 대폭제한하여도 무방하지만(물론 財産權의 本

疾을 侵害하지 않는 限에 있어서의 制限)「小財産」인 경우에는 國民의 生存과 관련

된 比較的社會性이 약한 財産이므로 社會國家에서도 강하게 존중되어야만 하는 財

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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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바, 이렇게 함으로써 財産權 槪念의 外延의 확대에 따른 産

業社會에서의 계급갈등을 해소시키고 社會的 正義를 실현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나라와 같은 社會的法

治國家(社會國家)에 있어서는 社會性이 극히 강한 財産은 대폭

制限 되지만 社會性이 비교적 약한 財産은 制限의 必要가 없을

것인바,「大財産」은 交換價値를 主目的으로 하는 財産으로서

비교적 社會性이 강한 財産이므로 대폭 制限하여도 無妨하지만

(물론 財産權의 本質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의 制限)「小

財産」인 경우에는 國民의 生存과 관련된 比較的 社會性이 약한

財産이므로 社會國家에서도 강하게 존중되어야만 하는 財産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財産權의 權利로서의 성격에 관한 多元性28)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憲法上 獨自的인 論理가 움직이는 것

을 認定 ― 天賦不可侵의 人權으로서의 財産權과 民主政原理

社會國家原理가 憲法上 調和롭게 共存하는 것을 認定 ― 한다면

財産權의 權利로서의 성격은 天賦不可侵의 人權으로부터 나오는

防禦權的 性格및 民主政原理로부터 나오는 參與權的 性格이 있

다고 생각된다. 防禦權的 性格이란 財産權에의 國家의 介入을

배제하는 權利이며 參與權的 性格이란 財産權의 절차면29)에서의

구성 즉 財産權의 規制過程에의 參加의 權利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財産權을 節次面에서의 參與權으로 구성하는 경우의 장점

은 자기의 生存에 必要不可缺한 것(예컨데 土地)를 요구하는 자

28) Val. P. Häberle, a.a.O., S.66ff

29) 여기서는 재산권을 절차면에서 구성했지만 실체면에서의 구성도 가능하다고 생각된

다. 실체적의미의 參與權은 本源的權利로서는 성립곤란하다고 하여도 派生的權利로

서는 성립가능하고 이미 제도화된 社會保險 社會保障上의 給付請求權을 財産權으

로서 이해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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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규제에 參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있고 따라서 예컨데 土

地의 生存에 적합한 土地의 형태에 관심을 갖는 國民이 더욱 조

기에 參加할 수 있다는데 있다.

4) 財産權의 對象에 관계되는 財産權者의 多元性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憲法에 의한 人權으로서의 財産權의

保障이 人格的自由의 保障을 위하여 행하여진다고 생각된다면

財産權者의 人格的自由와 직접관계되는 것이 아닌 財産이라 할

지라도 財産權者이외의 다른 사람의 人格的自由와 강한 관련을

갖고있다면 그 財産을 이용하는 자에게 대하여도 일종의 財産權

者로서의 地位를 認定하고 그와 같은 財産에 있어서는 所有權者

인 財産權者와 利用者로서의 財産權者와의 사이의 合意에 기하

여 그 운용이 이루어져야하지 않나 생각된다. 예컨대, 所有者인

財産權者와 借家人 借地人과의 관계 및 企業의 경영을 둘러싸

고 있는 資本家와 勞動者와의 관계가 그것이다. 특히 資本家와

勞動者와의 企業運營에 대한 共同의 意思決定은 결과적으로 기

업의 소유자인 자본가의 獨自的인 기업운영을 제약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권력 분립의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土地의 경우에도 土地所有者만이 아

니고 利用者혹은 利用의 可能性을 갖는 모든 자가 일종의 財産

權者로서 국가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所有權者 아닌 財

産權者도 人格的自由와 강한 관련을 갖는 財産을 이용하고 있다

면 그에게도 일종의 財産權者로서의 地位를 認定하여 所有權者

인 財産權者와 利用者로서의 財産權者와의 사이에 合意에 기하

여 그 운용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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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結

이상과 같이 財産權의 대상 성질 주체가 다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財産權保障의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경우에 즉응하여 다원적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상에서

언급한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社會的法治國家(社會國家)에 있어서 損失補償問題를 생각함

에 있어 侵害의 對象인 財産은 그 種類가 극히 多樣하므로 財産

權 또한 多樣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法的 處理를 하기

위하여는 財産自體를 區分할 필요가 있는바, 그 區分肢는「大財

産」과 「小財産」이며 區分根據는 使用價値를 主 目的으로 하

는 財産인가 혹은 交換價値를 主 目的으로 하는 財産인가의 여

부이다. 「大財産」은 交換價値를 主 目的으로 하는 財産으로서

이 경우에는 대폭제한하여도 무방하지만(물론 財産權의 本質을 侵

害하지 않는 限에 있어서의 制限)「小財産」인 경우에는 國民의 生

存내지는 人格的 自由와 관련된 比較的 社會性이 약한 財産이므

로 社會國家에서 강하게 존중되어야만 하는 財産이다.

② 財産權의 權利로서의 성격은 天賦不可侵의 人權으로부터 나

오는 防禦權的 性格및 民主政原理로부터 나오는 參與權的 性格

이 있다고 생각된다. 防禦權的 性格이란 財産權에의 國家의

介入을 배제하는 權利이며 參與權的 性格이란 財産權의 節次面

에서의 구석 즉 財産權의 規制過程에의 參加의 權利를 의미한

다.

③ 憲法에 의한 人權으로서의 財産權의 保障이 人格的自由의

保障을 위하여 행하여진다고 생각된다면 財産權者의 人格的自由

와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닌 財産이라 할지라도 財産權者이외의

다른 사람의 人格的自由와 강한 관련을 갖고 있다면 그 財産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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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자에게 대하여도 일종의 財産權者로서의 地位를 認定

하고 그와 같은 財産에 있어서는 所有權者인 財産權者와 利用者

로서의 財産權者와의 사이의 合意에 기하여 그 운용이 이루어져

야 한다고 생각된다.

Ⅳ. 正當한 補償의 內容

(1) 序

이상과 같이 財産權의 對象 性質 主體가 다원적인 性格을

갖고 있다면 財産權保障의 문제 ― 그 이면으로서 損失補償의

문제 ― 를 생각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경우에 즉응하여 다원

적으로 생각하여야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補償에 관한 실정법

적 規定은 각국의 立法態度에 따라 相異하게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보통은 『正當한 補償30)』또는『相異한 補償31)』

이란 用語를 使用하여 一般 抽象的으로 基準을 정하고 있다. 以

下(2)에서는 우리憲法이 規定한 正當한 補償의 性質과 內容을

30) ① 1789年의 France人權宣言 第17條,『所有權은 事前의 正當한 補償條件下 가 아

니면 이것을 빼앗기는 일이 없다.』

② 1791年 America憲法 修正 第5條,『 또 正當한 補償없이는 私有財産을 公共 用

途를 위해 收用되지 않는다.』

③ Bonn基本權 第14條,『 私益과의 正當한 衡量(Gerechter-Abw gung)에 의거하

여 정하여야 한다.』

④ 日本 憲法 第29條 3項,『私有財産權은 正當한 補償下에 』

31) 1919年 Weimer憲法 第 153條 2項. 『公用收用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相當한 補償

(Angemessen Entschädigung)으로써 이를 하여야한다.』



- 379 -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具

體的 補償內容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存在하는지를 예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正當한 補償

1) 序

우리 나라 制憲憲法은 『相當한 補償』이란 用語를 使用하였

으며, 第3共和國 憲法은 第20條 3項에서 『正當한 補償』이란

用語를 使用하였고, 第4共和國 憲法에서는 完全히 法律에 위임

하였다. 第5共和國 憲法은 第2條 3項에서 『 正當하게 衡量하

여 法律로 정한다.』라고 하여 獨逸 基本法 第14條 3項 3文의

예에 따른 일반적인 補償의 基準으로 正當하게 衡量한 補償을

規定한바있으며, 現行 第6共和國 憲法은 第23條 3項에서『1 ,

正當한 補償을 支結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補償의 基準으로

正當한 補償을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正當한 補償』의 判明問

題가 發生한다.

『正當한 補償』이란 正當한 補償額이란 用語 이외의 意味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정한 補償額이 正當한가 또는 非

正當한가를 계산하는 데에 결코 客觀的인 基準이 없는 것은 아

니라고 보여지는바, 그 基準은 憲法이 收用등에 대하여 補償을

認定한 理由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진다.32)

32) 日本, 公法硏究 第 11號, 1954, 有斐閣, 84頁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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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補償의 理由

우리 憲法 第23條에는『 ① 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

에 適合하도록 하여야한다. ③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

使用 또는 制限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正當한 補

償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規定되어 있다. 위 1,2項은 私有財

産은 그것을 剝奪할 수 없다는 原則을 規定한 것이며 이에 대

하여 第3項은 『 公共必要 』가 있는 경우에는 그 原則을

파기한다고 하는 特殊한 경우를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그 정도

만으로도 커다란 犧牲인 것으로서 이것과 더불어 財産損失의 事

後處理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第1, 2項의 원칙은 完全히 공허한

文章으로 된다. 여기에 憲法은 財産 박탈 중에 財産不可侵의 原

則을 관철하기 위하여 損失部分을 貨幣價値의 형태로 塡補하기

로 한 것이다. 이것이 憲法이 補償을 認定한 合理的 理由인 것

이다.

3) 『正當』의 意味

이와 같이 생각하면 상기한바와 같은 理由에 적합한 程度의

補償 즉 正當한 補償33)이라고 하는 것은 收用財産을 『客觀化』

한 貨幣價値』그것을 가지고 補償한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결국 完全補償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問題는 여기서의『完

全』이란 用語를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完全補償說을

33) 이에 관한 대표적 학설로는 종래부터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이 존재하여 왔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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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持하는 立場의 代表的 學者로는 柳瀨良幹, 結城光太郞 등이 있

는바, 이들의 主張內容은 각기 相異하다. 즉, 柳瀨良幹은 損失補償

의 生存根據는 平等의 原則에 있다는 前提下에 보통 發生되는 損失

의 全部補償(附帶的 損失 包含)을 完全補償34)이라 파악하는데 비하

여 結城光太郞은 被侵害財産의 時價去來價格(market value)에 의한

客觀的 價値(附帶的 損失 不包含)의 完全한 補償을 完全補償35)이라

한다. 한편 相當補償이란 一般的으로 完全補償을 원칙으로 하면

서도 公益上의 合理的 事由가 있으면 그것을 하회할 수 있다는

見解로서 이 立場은 財産權의 義務性을 선언한 『Weimar』憲法

第153條의 解釋 및 이를 계승한『Bonn』基本法 第14條 第3項

3文의『公益과 關係者의 利益의 正當한 衡量(gerechte

Abwägung)』에 의한 補償이라는 표현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다.

따라서 相當補償說은 一見 完全補償설에 입각한 補償의 額보다

적은 듯 보인다. 그러나 相當性이라는 槪念은 그 자체가 매

우 抽象的인 것으로서 相當補償을 위한 前提要件인 被侵害財産

의 價値를 評價함에 있어 그 財産이 예컨대, 극히 적은 財産을

갖고 있는 者의 財産이고 當該 財産이 그 사람의 生活의 터전이

되었다면 적어도 다른 장소에서 同種의 生活을 하는데 필요한

額數의 補償을 하여야하는 것이 社會國家의 理念에 合致하는 것

이고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法感情상 타당한 『相當』

한 補償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경우에는 完全補償說에서 말하는

收用財産의 時價 去來價格에 의한 補償의 額보다 上廻하는 結果

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형태의 補償을 보는 觀點

34) 柳瀨良幹, 『憲法と補償』, 自治硏究, 25卷 9號, 1968.11項 ; 柳瀨良幹,『公用負擔法』法律

學全集 14卷, 有斐閣, 1971, 280頁.

35) 結城光太郞, 『正當な補償の意味』公法硏究, 11號 1960, 8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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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는 完全補償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즉응하여

서는 槪明瞭性 抽象性등으로 말미암아 이들 學說의 대립이 별로

유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事態가 發生하는 根本的인 理由는 무엇일까.

생각건대 이는 基本權觀 또는 財産權觀의 차이(즉 憲法上의 財産

權槪念을 認識함에 있어서『憲法獨自的인 論理를 認定』하는 立場에 서

는가 또는 認定하지 않는 立場에 서는가의 差異)에 기인한다고 생각

된다. 전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補償의 개념을 인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憲法

上 財産權保障을 생각함에 있어 人格的自由를 위한 不可缺의 前

提로서 機能하는 財産權의 保障과 그 이외의 것으로 機能하는

財産權의 保障이 있다고 한다면 財産權의 對象의 性質및 機能에

응하여 서로 다른 法的處理(機能論的 接近)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財産權槪念을 機能論的으로 接近36)할 때

現代의 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 財産權이 가지는 機能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하나는 私的所有下에 있는

資本財37)로서의 機能이고 다른 하나는 個人의 生活基盤을 구성

하는 物的手段38)으로서의 機能이다. 이러한 機能은 歷史的 機能

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資本財로서의 機能을 가지는 私有財

36) 財産權槪念을 理解함에 있어 이 以外에 대표적인 것을 自的論的 接近方法이 있다. 自的

論的 思考方法에 의하는 경우에는 위 相當補償說과 完全補償說은 동일한 특정의 事案을

염두에 두고서 演繹的 一般抽象的으로 兩說의 優劣을 가리는 형태로 나타날것이나, 機

能論的思考方法에 의하는 경우에는 歸納的으로 財産權이 구체적으로 인격적 자유의 보장

내지 실현의 기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따라 損害塡補를 하는 것이므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위 自的論的 思考方法下에서의 完全補償額보다 上廻하는 結果가

발생할 수 도 있을 것이다.

37) 이러한 財産 즉 大財産의 경우에는 政治 經濟生活分野에서 自由保障 및 實現機能을 갖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 本 論文『Ⅲ. 憲法을 기초로한 財産權保障』參照.

38) 이러한 財産 즉 小財産의 경우에는 私的生活分野에서 自由保障ㅁ 및 實現機能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 本 論文 『Ⅲ. 憲法을 기초로한 財産權保障』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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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에 대한 無償의 侵害는 合理的 計算으로 꾸려지는 資本主義

經濟의 存立基礎를 剝奪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있어

서 資本主義 經濟法則에 따른다면 財産權의 保障은 궁극적으로

그의 交換價値의 保障만으로 족한 것이므로 損失補償制度는 이

른바 財産價値의 保障(Eigentumswerts garantie)으로서 財産權

保障의 實質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個人의 生活 手

段으로서의 財産權에 대한 侵害의 경우에는 그의 補償은 個人의

生活基盤의 崩壞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경

우에는 財産權의 保障에 그치지 않고 生存權의 保障에도 연관되

는 問題가 특히 損失補償의 範圍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러

한 경우에는 단순한 財産의 交換價値는 물론이고 使用價値까지

도 補償하는 것을 正當한 補償이라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思考方法은 독일의 判例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

는바, BVerfGE 24, S.367(389)는 『財産權은 人格的自由

(persönlich Freiheit)와 內面的關聯을 갖는 필수적인 基本權이다.

財産權은 基本權의 全體構造가운데에서 基本權主體에게 財産法

분야에 있어서 自由領域을 保障하고 그것에 의하여 基本權主體

에게 自己責任에 기한 生活形成을 가능하게 하는 任務를 갖고

있다.』라고 하여 財産權을 基本權의 全體構造가운데에서 憲法

獨自의 論理에 따라 解釋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人

格的自由와의 內面的關聯이라고 하는 것은 財産權의 中核을 이

루는 것으로서 中核에 상당하는 機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保障을 강제하는 根據로 되고 中劾에 상당하지 않는 부분에 있

어서는 立法者에 의한 대폭적인 規制를 허용하는 根據로 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中劾에 해당하는 機能을 하는 부분이 具體

的으로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가 問題로 되기는 하지만 BVerf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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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64(77)가 『社會的 法治國家에 있어서 財産權의 보호는 社

會的 弱者를 위하여도라기 보다는 오히려 社會的弱者를 위하여

관철되어야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민들(필자주 : 社會的弱者)은

그들의 자유로운 意思를 위하여 우선 이러한(財産權)保護를 필요

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判示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社會

的 弱者가 갖는 財産權 즉 生存에 필요한 最小限의 財産을 갖을

權利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中核에 상당하지

않는 부분 즉 非生存的 財産權에 대하여는 BVerfGE

31,S.275(285)가 말하는 바와 같이 『立法者는 특히 이미 설정되

어있는 權利에 개입하여 이것에 새로운 用語를 사용하여 새로운

內容을 부여할 수 있다. 즉 權利의 歸屬關係를 유지하면서 새로

이 權限과 義務를 規定할 수 있다. 財産權保障과 具體的인 財産

權과는 改正의 必要性이 明確한 경우에 立法權力을 초월할 수

없는 限界를 生成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주 : 立法權力을 超越하여

改正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見地에서는 『財産

權의 적정한 保障』이라는 立場 ― 이것을 補償의 側面에서 보

면『相當한 補償의 立場』― 이 도출된다. 따라서 相當한 補償

이란 財産權을 生存的財産과 非生存的 財産으로 兩分하여 前者

의 侵害가 있는 경우에는 生活權保障의 측면에서 侵害對象인 財

産의 財産的價値(交換價値) 이상은 補償을 要하고 非生存的財産

의 侵害가 있는 경우에는 財産的價値를 하회할 수도 있다고 생

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財産權觀에 기초하지 않고 論하는 完全補償說

과 相當補償說은 그 설득력을 잃을 것인바, 法槪念이 基本的으

로는 社會紛爭을 해결하기 위한 手段的 性格이 있음을 감안하여

機能論的思考 方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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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目的論的 立場39)에서 논하여지는 종래의 完全補

償說 相當補償說은 별로 有用한 學說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基本權을 機能論的으로 理解하는 本人의 立場에서

볼 때 財産權의 對象 權利로서의 性格 財産權者를 各各 多

元的으로 이해한다면 社會國家的 立場에서 財産權 保障을 생각

하는 相當補償說(合理的 補償說)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결국

『正當』한 補償이란 機能論的 立場에서 主張되는『正當』한 補

償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社會國家에 있어서 正當한 「補償의 內容과 程度」

(生活權補償)40)

39) 自的論的 接近方法이라함은 憲法解釋의 궁극적 거점을 憲法制定權力者의 意思의 內容내

지는 立法趣旨에 두고 이를 탐구하는 思考方法인바, 近代 自由主義 市民革命에 의하여

이루어진 近代憲法에 있어서 憲法制定權力者란 實質的으로는 市民革命의 主體 즉 自然

法的 旣得權을 주장하는 財産權者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學說에 의하면 財産權規定

의 解釋이란 이들 旣得權者의 意思內容의 탐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지에서는

國家權力에 의한 私有財産權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演繹的으로 立法趣旨에 따라 그 塡

補額을 결정할 것이므로 旣得權的 『財産權의 최대한 保障』―完全한 補償 ―이라는 入

場이 도출된다. 이와같은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판례로는 BGHZ 6, S.270(276)을 들

수 있는바, 위 판례는 “自由民主的 憲法의 지도형상에 속하는 것은 특히 財産權과 人格

的 自由(Personale Freiheit)와의 결합이다. 國家에 존재하는 個人은 각각 個人間에는 인

격으로서 즉 自由로운 自己責任的으로 生存하기 위하여 또 강대한 國家權力의 단순한 客

體로 되지 않기 위하여 따라서 自由와 尊嚴을 위하여 財産이라고 하는 법적으로도 엄격

하게 保障된 영역을 필요로한다.”고하여 財産權의 無制約을 原則으로하고 있다.

40) 文獻에 따라 「生活權補償」의 定義는 일정치아니하나 「生活權補償」이라는 것이 個人

의 生活基盤의 侵害에 대하여 生存權保障의 理念에 기하여 지급되는 補償을 말한다는 점

에는 대체로 일치한다. 단지 위와 같이 一致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것은 一般的 抽象的

인 定義이기 때문에 이것에 어떤 內容이 포함되어있는가는 論者에따라 다르고 또한 使用

하는 用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별하면 다음과 같은 3가지 用例가 있게 된

다.

첫째, 最廣義說;『生活權補償은 그 適用範圍가 넓고 土地등의 對物補償, 移轉科등의 對

人補償등의 生活補償 및 狹義의 生活補償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생각해도 좋고 이러한

각종의 補償을 포함해서 종전에 生活의 재현이 실현되도록하는 것』이라는 견해.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高原賢治, 財産權と損失補償, 有斐閣, 1978.158-180頁 參照 ; 이러

한 입장에서 生活權補償을 설명한 國內論文으로는 崔在建, 行政上 損失補償의 原因과 範

圍, 博士學位論文集(成大), 1992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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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와 같이 『正當』한 補償의 槪念을 機能論的 立場에서

主張되는『相當』한 補償으로 파악한다면 正當한『補償의 內

容』은 財産價値에 대한 補償(交換價値의 補償, 對物補償)을 基準으

로 하고 生活價値에 대한 補償(使用價値의 補償, 生活補償)을 上限

으로 한 彈力的 內容이라고 생각되는바, 이러한 形態의 補償을

生活補償이라한다. 이와 같이 對物補償에서 生活補償으로의 변

천41)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補償理論에 대한 社會國家的

둘째, 廣義說;이것은 最廣義說로부터 財産權補償(附隨的損失의 補償을 포함한다)과 精神

的損失의 報償을 제외한 殘餘의 損失補償이라는 견해. 종래의 生活權補償이라는 것은 이

러한 意味의 것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木村實,「生活圈補償の性格」行政法の爭點,

1980. 272頁 參照] 小數殘在者補償 離職者補償 生活再建措置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셋째, 狹義說; 이 설은 水沒補償을 예로 들면 「水沒된 有形無形의 財産 및 權利를 對象

으로하는 것은 아니고 水沒된 者가 水沒地에 있어서 종래와 같은 生活을 하고 싶다는 사

실에 대하여 지불되는 補償」이다. 生活費補償이 그 예이다.

위 3개의 學說중 셋째의 學說을 지지하는 學者는 오늘날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위 最

廣義說과 廣義說중 어느 學說이 더욱 현실적으로 合理的인가(實益이 있는가)라는 점에서

보건대, 이 問題는 憲法 第23條 第3項의 正當한 補償이란 어느정도의 補償인가를 確定하

는 문제와 직결되어있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正當한 補償의 範圍 確定

의 問題와 관련하여 完全補償說과 相當補償說이 있는바, 이 두가지의 기준에는 槪念上

많은 問題點(위 本文의 例參照)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完全補償說』이나 『相當補償

說』의 논의를 지양하고 法槪念이 基本的으로는 社會紛爭을 해결하기위한 手段的 性格이

있음을 감안하여 機能論的思考 方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自的論的 立場에서 논하여지는 종래의 通說的 見解였던 廣義說은 별로 유용한

學說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補償이랑 종전의 生活의 재현이 실현되도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財産權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機能을 하는가를 前提로 그 機能의 여

하에 따라 損害를 塡補하여야할 것이다. 最廣義說에서 주장되는 生活權補償이 바로 이런

형태의 補償인 것으로서 이의 타당함은 多言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여기의 生活權

補償에는 종래의 對人補償 對物補償(財産權補償)등을 포함하는 上位槪念으로서 補償額

算定이 客觀化되어 있다는데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機能論的 立場에서 주장되는 이런형

태의 補償을 生活(權)補償이라 부르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된다.

41) 補償對象의 變遷과정을 요약하면 『人에서 物, 物에서 生活에의 變遷』이라 할 수 있을

것인바, 이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對人補償 : 英國 및 日本의 補償 歷史를 살펴볼 때 初期現像은 對人補償의 思考方式

이다. 여기서는 收用의 對象과 補償의 對象이 다르며, 收用은 土地등의 財産을 그 對象으

로 하지만 補償은 財産所有者의 滿足度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時期가 지

나서 財産에 대한 補償, 즉 對物補償의 時代가 왔다고 말할 수 있겠다. ② 對物補償 : 對

物補償의 特徵은 다음과 같이 두 개로 要約된다. 첫째로, 收用의 對象과 補償의 對象이

대개의 경우 一致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철저한 곳이 美國이다. 日本에서

보통 認定하고 있는 이른바「通常받을 損失의 補償」의 대부분은 收用의 對象과 補償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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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念의 도입42)이라고 할 수 있다. 英國의 「住居의 總體價値의

補償」이나 日本의 「離職者補償」혹은「小數殘存者補償」만해

도 종래의 補償理論에 대해서 社會國家的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

다고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正當補償의 內容인 生活補償은 財

産補償의 項目에서 빠졌지만 이를 보충한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生活補償은 아니다. 결국 補償의 目的은 社會國家的 立場에 입

각해서 생각하면 收用이 없었던 것과 같은 財産狀態를 만들바에

는 차라리 收用이 없었던 것과 같은 生活狀態를 만드는 것이 되

어야 한다. 따라서 補償에 임해서는 被收用者 및 關係人의 종래

와 같은 生活의 안정43)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財産補償도 종국

에는 生活補償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다. 財産補償은 生活補償의

그 일부분으로서 生活補償의 內部에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立場에서 正當補償의 問題를 생각한다면 侵害의 對

象인 財産은 그 種類가 극히 多樣하므로 財産權또한 多樣하며

對象이 相異하며 收用의 對象이 아닌 것에 補償이 支佛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은 美國의

경우 거의 認定되지 않는다. 단 美國에서도 殘地補償이 認定되어 收用의 對象과 補償의

對象이不一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상기한 바의 유일한 예외이며 이 殘地補償을 除

外한 대부분의 補償에서는 收用의 對象과 補償의 對象이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英國에

서는 1919年의 法律에서 對物補償의 原則이 채택되었으나 그 移轉의 對人補償的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둘째로, 對物補償의 制度에서는 많은 점에서 被收用者 및 關係人에게 不

滿足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즉 美國의 損失補償은 理論的으로 首尾一貫해

있으며 그 意味는 명확하지만 補償의 實際에 있어서는 많은 점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

다.

③ 生活補償 : 이와같은 對物補償의 부족을 보완하는 것으로 새로 發生한 方法이 生活補

償이다. 이것은 被收用者로 하여금 收用이 없었던 것과 같은 生活狀態를 만들어 주기 위

한 補償 이고, 被收用者라는 人間에게 종전과 같은 生活의 회복(즉 인격적 자유의 회복)

을 갖게 하려는데 특색이 있다. 따라서 인격적자유의 회복을 위한 불가결의 財産權이 아

닌 이른바 『大財産』에 대하여는 시가 거래가격보다 하회하는 補償이 가능하다는 結論

에 도달한다.

42) 高原賢治, 前揭書, pp.162-163 參照.

43) 日本, 1952년 12月 23日에 행하여진 『水資源の開發に伴ら補償處理に關する勸告』는 補

償의 基本的 方法으로서 『補償の終局的な目的は被害者 被害産業等の原狀回復 乃至

安定でなければならない』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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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法的 處理를 하기 위하여는 財産自體

를 區分할 필요가 있는바, 그 區分肢는 「大財産」과「小財産」

이며 區分根據는 使用價値를 主 目的으로 하는 財産인가 혹은

交換價値를 主 目的으로 하는 財産인가의 여부이다.「大財産」

은 交換價値를 主 目的으로 하는 財産으로서 이 경우에는 대폭

제한하여도 무방하지만(물론 財産權의 本質을 侵害하지 않는 限

에 있어서의 制限을 의미한다.)44)「小財産」인 경우에는 國民의

生存내지는 人格的 自由와 관련된 比較的 社會性이 약한 財産이

므로 社會國家에서도 강하게 존중되어야만 하는 財産이므로 實

質的 意味의 補償45)을 요한다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社會國家的 立場에서 財産權의 保障을 생각한다

면 『社會觀念』내지는『社會觀念』이란 用語룰 개입시켜 그때

그때의 社會觀念에 비추어 客觀的으로 合理的(reasonable)이고 公

正妥當한 補償을 하여야한다는 相當補償說(合理的 補償說)이 타당

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종래 相當補償說과 完定補償說이 동일

한 특정의 事案을 염두에 두고서 演繹的.一般抽象的으로 兩說의

優劣을 가리던 형태에서 벗어나 歸納的으로, 財産權이 구체적으

로 어떠한 機能을 하는가를 前提로 그 機能의 여하에 따라 完全

한 補償46) 또는 이를 하회하는 補償을 하여도 좋다는 의미로서

이들 補償의 形態가 具體的 事案47)에 따라 그때 그때의 社會槪

44) 따라서 大財産의 경우라하더라도 財産權의 本質的 侵害가 있는 경우에는 補償이 필요하

다할 것인바, 그 補償의 정도는 被侵害財産의 客觀的 價値를 基準으로하여 이를 하회하

는 補償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45) 여기서 말하는 實質的意味의 完全補償이란 『客觀的 價値의 完全補償(對物補償, 俠義의

完全補償)+補償額算定이 客觀化된 個人的 價値의 補償(附帶的 損失의 補償)』을 의미한

다.

46) 이경우의 完全한 補償이란 決斷主義 立場에서 말하는 時價 去來價格에 의한 財産價値의

完全한 補償은 물론이고 여기에 客觀化된 被收用者의 主觀的 價値를 포함하여 完全히 補

償한다는 意味이다.



- 389 -

念에 비추어 合理的(reasonable)이고 公正妥當한 補償을 하는 것

이므로 편의상 相當補償說이라고 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바, 槪念

의 混同을 막기 위하여는 이들의 內容을 包括的으로 포함하는

生活權 保障說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ⅱ) 正當補償의 意味를 위와 같이 生活補償의 意味로 생각한

다면 결국 生活補償을 名文上 또는 解釋上 방해하지 않는 각종

의 法律은 적어도 憲法과 合致될 것이라고 생각된다.48) 그렇다

면 憲法과 合致하는 法律등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예시적으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이 憲法上의 正當한 補償의 구체

적 內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 첫째, 收用 使用에 관하여 본다면 우리 나라는 現行法上

損失補償에 관한 一般法은 없고 各單行法이 산재 할 뿐인바, 土

地收用法은 土地 기타 物件과 鑛業 漁業 물에 관한 財産權의 收

用 使用을 規定하는 一般法이고 가장 代表的이라 생각되므로

土地收用法을 중심으로 正當補償의 內容을 살펴보면 같은법第47

條의 殘地補償, 第49條 1項의 移轉科補償, 第51條의 「기타 土地

를 收用 또는 使用함으로 인하여 土地所有者 또는 關係人이 받

는 損失」의 補償 및 第56條의 「 收用 또는 使用할 土地및

殘餘地 이외의 土地에 」發生한 損失의 補償은 위 正當補償의

그 한 內容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하 이들과 土地收用法이외의

法規가 規定한 正當補償의 內容을 간단히 살펴본다.

47) 예컨데, 完全補償說은 土地收用의 경우에 있어서 財産價値의 增減이 있는지 또는 여기에

被收用者의 主觀的 價値를 포함할 것인지의 問題로 논의(日本 最高裁, 判決 昭和 四八.

一0. 一八民集 二七卷 九號 一二一0頁. 行政判例百選Ⅱ, 第二版 三二四頁 參照)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相當補償說은 農地買收 및 傳染病에 汚染의 補償을 염두에 두고 있다.(田中

二郞 『新版行政法 上』二一七頁 參照)

48) 환언하면 生活補償을 名文上 또는 解釋上 방해하는 각종의 法律은 적어도 憲法과 不合致

한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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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殘地補償 ; 殘地補償이라함은 동일한 土地에 속하는 일단

의 土地의 일부를 收用 또는 使用함으로 인하여 殘餘地의 價格

이 감소되거나 기타의 損失이 있을 때, 또는 殘餘地에 通路, 溝

渠, 墻柵, 등의 新設 기타의 工事가 필요한 때에는 그 損失이나

工事의 비용을 補償하여야 한다49)는 補償項目이다.

殘地補償은 收用의 對象이 아닌 殘地에 補償이 支拂된다. 따

라서 이는 原則的으로 對物補償은 아니다, 그렇다면 對人補償인

가. 生活補償인가. 對人補償的 思考方式에 의하면 殘地가 받는

損失을 독립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被收用地의 價値中에서

殘地의 損失이 포함되어 일체가 되어서 被收用地의 利用價値가

補償되는 것이다. 즉 被收用者의 殘地의 損失을 포함한 當核土

地의 主觀的인 使用價値가 補償되는 것이다.50) 그런데 土地收用

法 第47條의 規定에 의하면 殘地가 받는 損失을 독립해서 계산

하는 것이다. 따라서 同法 第47條의 殘地補償은 生活補償(正當補

償)의 일종이다.

② 移轉科補償 ; 移轉科補償이라함은 收用 또는 使用할 土地에

정착하였거나 또는 公益事業에 公用되는 企業者所有의 土地에

정착한 他人의 立木 建物 기타의 物件은 移轉科를 補償하고

移轉하여야 한다51)는 補償項目이다.

移轉科補償은 直接收用의 對象이 아닌 것에 補償을 하는 것이

다. 따라서 이는 對物補償은 아니다. 즉 財産權에 대한 補償이

라기 보다는 被收用者 자신에 대해서 平等原則의 立場에서 支拂

되는 것이며 이것은 人에 대한 補償이라 할 수 있다.52) 人에 대

49) 土地收用法 第47條.

50) 高原賢治, 前揭書, p.166 參照.

51) 土地收用法 第49條1項 參照.

52) 今村成和, 損失補償制度の硏究, 1968, p.39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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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補償이란 결국 個人的 價値를 고려한 補償을 의미함으로 補

償額 算定을 위하여는 個人的 價値의 客觀化가 필요하다 할 것

인바, 生活補償은 종래의 對人補償에 비해서 客觀的 기준으로

補償이 이루어진다는데 특색이 있으므로 移轉科補償도 결국은

生活補償(正當補償)의 일종이다. 이상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損失補償은 결국 收用이 없었던 것과 같은 生活狀態를 재현하는

것이며 土地등의 財産에 대한 補償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후는

같은 生活이 영위되도록 土地上의 建物등의 移轉科도 補償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53) 이렇게 볼 때 移轉科補償은 生活補

償54)의 그 한 내용이다.

③ 營業上 損失의 補償 ; 土地收用法 第51條는 營業上 損失의

補償을 認定하고 있는바, 營業上 損失이란 예컨대 현재 가동중

인 공장의 수지가 收用되어 그 工場을 移轉하게 됨으로써 일정

기간 工場의 生産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생기는 損失55)

과 같이 經營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損失이다. 즉,

營業上 損失은 土地 등의 收用과 因果關係있는 營業上의 損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營業廢止의 補償과 營業休止의 補償을

포함한다. 여기서 營業廢止의 補償이란 轉業에 通常 필요로 하

는 期間中의 종전의 所得相當額(法人의 경우는 受益相當額)을

補償한다는 의미이며 營業禁止의 補償이란 通常休止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期間中의 所得의 減少額(法人의 경우는 受益의 減

53) 高原賢治, 前揭書, p.168 參照.

54) 高田賢造 敎授는 『移轉科 는 合理的인 以前方法에 의하여 合理的인 場所에 物件을 移轉

하여 收用前과 同一한 生活環境속에서 生活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費用을 포

함한다 할 合理的인 移轉場所를 새로이 造成하여 그곳으로 移轉할 수밖에 없는 客觀的인

相當한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그 造成費 도 移轉費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고 하여 移

轉科補償이 生活補償의 그 한 內容임을 밝히고 있다.(高田賢造, 正當な補償, pp.235-236

參照.)

55) 日本 行判 大正 3, 5, 6 第25輯,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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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額)을 補償한다는 의미56)이다.

營業上 損失의 補償은 收用의 對象인 土地등의 財産과는 별개

로 事業利潤을 일정기간 補償하는 것이므로 對物補償이 아님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對人補償인가? 生活補償인가? 생각건대, 營

業上 損失補償은 一定期間童顔 事業을 하지 않아도 利潤이 支結

된다는 것이므로 그것은 轉業이 되기까지 또는 休業하고 있는

동안의 事業主등의 生活을 지탱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生活補償(正當補償)의 그 한 內容이라 할 수 있다.

④ 離作科補償 ; 우리 나라 土地收用法에 離作科補償이란 명

문의 規定은 없다. 따라서 比較的法 說明을 할 수밖에 없는 바,

日本의 土地收用法 第88條는 土地등에 대한 補償 殘地補償

移轉科의 補償등외에 通常받는 損失로서 離作科 營業上 損失

의 補償등을 例示하고있다. 離作科란 土地(農地)의 收用에 의해

서 農業이 계속 不能하게 된 경우의 農業廢止補償과 農業의 一

時的으로 休止한 경우의 農業休止補償을 말한다.57) 離作科補償

도 전술한 營業上 損失에 대한 補償의 法理가 그대로 適用되며

따라서 離作科補償도 生活補償(正當補償)의 그 한 內容이다.

우리 나라 土地收用法 第51條의「 기타 土地를 收用 또는

使用함으로 인하여 土地所有者 또는 關係人이 받은 損失」의 補

償중 그 한 內容이 여기서 말하는 離作科補償이라 할 것이다.

⑤ 土地收用法이외의 法規가 規定한 生活補償의 內容 ; 生活

補償의 內容을 直接的으로 認識할 수 있는 土地收用法이외의 法

規로는 『公共用地의 取得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 施行規

56) 高原賢治 , 前揭書 , p.171 參照.

57) 日本의 『建設省の直轄の公共事業施行に伴ら損失補償基準』1963년 建設省 訓令 5號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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則』을 들 수 있다. 즉 法10條 5項은『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建

物중 住居用建物의 경우에는 그 移轉補償時에 家族數에 따라 2

월분의 住居費(경제기획원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평균 家

計支出費를 基準으로 산정한다.) 를 支結하여야 한다. 』고하여

住居價値를 補償하고 있고 같은法 5條의 9는 『公共事業에 관한

計劃의 告示등이 있는날 現在의 旣存 (住居用建物에 딸린 축사

퇴비사 변소등 附帶施設을 포함한다.)로서 第10條의 規定에 의하

여 평가한 評價額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의 補償額은 100만원으

로 한다.』라고 하여 住居用建物의 最低補償額을 保障하고 있고

같은法 6條의 3에서는『公共事業에 관한 計劃의 告示등이 있은

날 현재의 그 公共事業에 편입되는 土地에 관한 第 6條의 規定

에 의한 評價額과 당해 土地의 所有者가 그 公共事業施行地域外

의 地域에 所有하고 있는 土地( )의 과세시가 標準額을 합한

金額이 1천만원 미만인 土地所有者에 대하여는 그 評價額에 다

음의 算式에 의하여 산출된 金額을 加算하여 補償한다. 』라

고 하여 영세토지에 대한 加算金制度를 둠으로써 零細土地所有

權者의 生活權을 保障하고 있으며 같은法 29條1項은『농어촌에

서 離鄕하는 農漁民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평균생

계비(농림수산부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농촌평균생계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移農費로서 지급한다. 』라고 規定하여 移農費

補償을 하고 있으며 같은法 30條의 2는『公共事業을 위한 關係

法令에 의한 告示등이 있는날 현재 당해 지역 안에서 3月 以上

居住한 者로서 公共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移住하게 되는 住居

用建物의 貰入者에 대하여는 家族數에 따라 3月分의 住居對策費

( )를 지급한다. 』라고 하여 貰入者에 대한 住居對策費를

補償하고 있는 같은法 25條의 3의 2項은 『許可를 받거나 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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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여야 할 漁業을 許可 또는 申告 없이 하는 者가 公共事業

의 施行으로 인하여 閉業하는 경우에는 閉業補償 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여 無許可 또는 無申告漁業者에 대한 住居對

策費를 補償하고 있는바, 이들이 生活權補償의 法的根據가 됨은

물론이다.

나) 둘째, 公用制限에 관하여 본다면 公用制限도 一方的인 公

權力行使에 의하여 과하여 지는 것이므로 附帶的 損失이 發生한

경우에는 그 損失도 補償하여야 함은 收用의 경우와 같다. 따라

서 公用制限의 경우에도 補償의 範圍에 관한 한 土地 收用法의

內容을 중심으로 고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公用制限에 관하여

는 여러 가지 問題點이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學說의 對立이

있으므로 別途의 項目으로 다루기로 한다.

① 序 ; 公用制限(öffentlichrechtliche Eigentumsbeschränkung)이란

특정한 公益事業의 需要 또는 公益上 필요한 특정한 物件의 效

用을 확보한다는 內容의 公益目的을 위하여 특정한 財産權에 과

하여지는 公法上의 制限으로서의 負擔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公

用制限에는 地域指定등에 의하여 당연히 효과가 發生하는 것과

行政廳의 行政處分 예컨대, 許可등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行

爲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行政廳이 當該處分을 하여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國民이 被害를 입는 경우가 있다(不許可補

償, 附款補償 또는 不命補償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公用制限에 의하여 發生한 損失에 대한 補償의 範

圍에 있어서, 法律은 처음부터 補償에 관한 規定을 두지 않거나

설사 두었다하더라도 一般 抽象的인 規定을 두는 것58)이 보통이

기 때문에 具體的인 개개 事例의 경우에는 결국 補償의 範圍에

58) 道路法 第79條 鐵道法 第 76條 砂防事務法 第 10條 山林法 第63條等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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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解釋論的 接近을 할 수밖에 없는바, 아래와 같은 解釋上

生活補償을 妨害하지 않는 각종의 法律은 적어도 憲法과 合致되

리라 생각된다. 公用制限 法規를 解釋함에 있어 대표적 學說로

는 原田尙彦59)등이 예시한 相當因果關係說 地價低落說 積極的實

損說 등의 對立이 있다. 以下에서는 이들 學說과 判例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본 후 生活補償의 관점에서 解釋의 基準을 마련해

보기로 한다. 이것이 곧 憲法上保障된 正當補償의 內容을 判斷

하는 基準이 되기 때문이다.

② 學說 ; ㉠ 相當因果關係說 ; 相當因果關係說이라함은 土地

의 利用方法의 한정으로 인하여 土地所有者가 損失을 입은 경우

에 利用制限行爲와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것으로 認定되는 모든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는 見解이다. 즉 積極的으로 들어간 費

用(예컨대, 家屋의 增改築禁止의 결과 종전의 營業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發生한 移轉費 또는 閉業費등의 損害와 許可 신청을 위하여 실

시한 측량이나 設計費用)뿐만 아니라 地價低落 및 계획중의 장래

에 얻을 수 있는 利益의 상실도 相當因果關係의 範圍에서는 補

償의 對象이 된다고 하여 補償의 範圍를 가장 폭 넓게 解釋하고

있다. 不級審判決중에는 이러한 立場을 지지한 判決예가 나타나

고 있다. 예컨대 都市計劃區域內에 있음을 理由로 建築을 拒否

한 事例가 있어서 代替地를 賃貸하기 위한 費用相當액의 補償을

명한 判例60) 및 장래 누릴 수 있는 賃貸科나 權利金을 補償額에

포함시킨 판례61)가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補償額이 所有者의

主觀的 意圖나 私慾에 의하여 변동하기 때문에 客觀的 사정이

59) 原田尙彦,『公用制限における補償基準』― 古都保存法 自然公園法の補償を中心とし

て ― , 公法硏究 第二十九號, 1967.

60) Oberlandesgericht Karsruhe, Zivilsenat in Freiburg(BGHZ, 30, 339).

61) Kammergericht Berlin(BGHZ, 37,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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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하며 또한 通常發生하는 客觀的인 財産權의 損失을 塡補한

다고 하는 通損補償의 原則에도 違反된다고 한다. 聯邦最高裁

判所는 위 不級審判決을 파기하고 『損失補償은 損害賠償은 아

니기 때문에 侵害의 結果 發生한 經濟的 損失全部를 補償할 必

要는 없고 侵害에 의하여 가하여진 財産的 기초의 喪失

(Substanzverlust)만을 補償하면 족하다한다.62) ㉡ 地價低落說 ;

地價低落說이라함은 土地의 利用制限으로부터 發生한 土地 利用

價値의 客觀的 低下를 地價의 低落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地價

의 低落(Minderung des Bodenswertes)63)分을 補償하여야 한다는

見解이다. 損失補償制度의 認定理由는 앞의 損失補償의 根據에

서 살펴보았는바, 역시 주가 되는 認定趣旨는 財産權保障의 思

想에 立脚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補償은 利用制限

에 의하여 土地所有權 그 자체에 갖게 되는 侵害 즉 土地價値의

下落에 대하여 支拂되는 것이 相當하다고 생각된다.64) ㉢ 積極

的實損說 ; 積極的實損說이라 함은 公用制限에 의해 現實的으로

지출된 費用(예컨대, 家屋의 增 改築禁止의 結果 종전의 營業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發生한 移轉비 또는 廢業費등의 損害와 許可 申請을

위하여 실시한 測量이나 設計費用)등만 補償하면 되며 地價의 低落

分이라던가 逸失利益은 補償의 對象에서 除外된다는 見解이다.

이 見解는 從來의 行政實務에서 채택한 것이기는 하나 다음과

62) BGHZ, 37, 274.

63) Vgl, BGH. 1959.6.25. (BGHZ, 30,338), BGH, 1962.6.4(BGHZ, 37,269).

64) 派生的이고 附帶的인 實損만을 補償의 對象으로 한다면 이는 도저히 土地所有權의 侵害

에 대한 補償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각기의 土地의 形狀 및 位置등에서 當該 土地

의 客觀的 開發 可能性을 個別的으로 인정하고 利用制限에 의하여 야기되는 地價의 下落

을 合理的으로 計算하여 그 것을 補償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이는 獨逸의 通說的 見解

인 것이다. 獨逸 現行의 聯邦建築法 41條도 基本的으로는 이러한 立場에 서있다. Vgl,

Knaup/Ingenstau, Bundesbaugesetz mit Kommentar, S, 97. 뿐만아니라 英國에서도 基本

的으로는 同一하다. See. D. Heap, An Outline of Planning Law, eighted.,(1986),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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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점에 있어서 批判을 받는다. 즉 日本의 現行法은『指定하

였을 때 이미 착수하고 있는 行爲』에 대하여는 制限을 받지 않

는다. 라는 明文의 規定65)이 있기 때문에 現實的으로 지출된 費

用 즉 實損은 매우 드물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이례적인 損失을

通損으로 하는 것은 理論的 矛盾일 수밖에 없다.

③ 判例의 태도 ; ㉠ 이에 관하여는 判例가 대단히 적다. 그러

나 轉石이나 土石의 採取의 不許可 處分을 받은 자가 逸失利益

의 補償을 請求한 事案의 다음 두件이 判決이 意味가 있다고 생

각된다. ㉡ 東京地裁 昭五二(ワ) 五六0六號, 昭 57.5.31. 民二部

判決要旨.(棄却)66) ; 自然公園法의 制限도 態樣여하에 따라서는

특정한 財産權의 本質을 侵害할 수 도 있을 것이고 특정한 財産

權의 效用과는 無關係하게 우연히 과하여진 것도 있을 수 있으

므로 同法上의 利用制限을 모두 財産權의 內在的 制約이라고 보

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權利의 박탈이나 종래의 利用方法을

변경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補償을 필요로 한다는 식으로 俠義로

解釋할 것은 아니다. 다만 本事件에 있어서는 不許可 處分에 의

하여 地價가 低落한 證據가 없고 대량의 轉石을 채취하여 自然

을 파괴하기 위한 申請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申請權의 濫

用으로서 도저히 認定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判決은 一

見 상기한바 原田尙彦의 地價低落說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東京地裁 昭五六(行ウ)二九號, 昭 61.3.17. 民二部判決要

旨.(棄却)67) 自然公園法의 制限은 當該 土地所有權自體에 內在하

는 社會的 制約의 구체화이며 通常發生하는 損失이란 이 內在的

65) 日本 自然公園法 17條 3項 但書 參照.

66) 判例時報 1047號 73頁 參照.

67) 行政判例集 37卷 3號 294頁 ; 判例時報 1191號 68頁 ; 公務月報 32卷 10號 230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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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約을 넘어서 特別한 犧牲으로서 當該 財産權에 가해진 制限에

의하여 發生하는 損失 예컨대 첫째, 자연공원으로서 지정되기

이전의 當該土地의 用途와 연속성을 가지며 혹은 그 종전의

用途에서보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 듯한 當該 土地의 利用行爲

를 制限 받았음으로써 發生하는 損失 둘째, 當該 利用行爲에 따

른 현상의 變更이 그 土地가 自然公園으로서 지정되어 있는 趣

旨와 調和시키는 것이 기술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利用行

爲를 制限 당함으로 인하여 發生한 損失 셋째, 그 밖에 離作科

物件 移轉費등 예기치 못한 費用을 현실적으로 支拂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그 積極的이고 현실적인 費用 지출에

의한 損失을 지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判決은 積極的實損說

을 채택하고 逸失利益설을 배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上記한바 兩 判決의 評價 위 두건이 判決은 一見 대립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의 경우에는 內在的 制約說을 취하지 않

는 반면 ㉢의 경우에는 內在的 制約說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 경우를 보면 事實上 支拂한 費用(實損)의 補償을

認定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의 경우를 보면 逸失利益이 있

는 경우에 이것이 補償의 對象으로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事件에 있어서 결국은 申請權의 濫用이라는 財産權 內在的 制約

說에 가까운 論法을 취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차이는 그렇

게 크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단지, 접근방법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④ 結 ; ㉠ 地價低落說의 妥當性 ; 생각건대, 公用制限의 對象

인 財産權槪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補償範圍의 관건인 것으

로 보인다. 즉 財産權槪念을 歷史의 發展法則에 根據하여 社會

科學的으로 認識하는 本人의 立場에서 볼 때 財産權制限의 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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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時代 그 社會에 存在하는 國民의 財産權에 미칠 事實上의 效

果(예컨대, 財産權의 制限의 結果 財産權의 本質을 이룬다고 생각되

는 私的利用性내지는 使用價値와 處分機能 交換價値를 侵害하

였는지의 여부) 및 그러한 公用制限行爲가 條理法上의 諸原則(信

賴의 原則내지는 信義則 : 比例의 原則 : 平等의 原則등)을 違背하는

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公益과 私益을 比較 衡量하

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러한 判斷下에 適法하게 가하여

지는 財産權의 公權的侵害行爲는 그것이 곧 廣義의 收用인 것으

로서 이러한 收用의 結果 발생한 犧牲은 特別한 犧牲에 該當한

다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憲法 第23條 2項 또는 각

個別法規에 의하여 正當한 補償을 支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결국 위 相當因果關係說은 損害賠償的 學說이기 때문에 불

합리하며, 地價低落說은 侵害對象인 財産의 主된 價値가 交換價

値인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主된 價値가 使用價値인 경

우에는 問題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積極的實損說은 經驗則

에 의하면 現實的으로 지출된 費用 즉 實損은 매우 드물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이례적인 損失을 通損(通常發生할 수 있는 損失)으

로 하는 것은 論理的 矛盾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 또한 불

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原則的으로 地價低落說의 立

場에서 補償을 하되 侵害된 財産이『小財産(使用價値를 主된 內容

으로 하는 財産)』인 경우에는 生存權保障의 측면에서 補償(生活補

償)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 損失補償方法 ; 위와 같이 地

價低落說의 立場에서 生活權을 고려하여 現金補償을 하는 것이

原則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음의『社會國家에 있어서의 補償의

方法』 에서 밝히는바와 같이 現物補償, 買收補償68), 國債 證

68) 이러한 補償方法은 日本(都市計劃法 第52條의 4參照)이나 獨逸(建築法典 第40條 9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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券에 의한 補償등69)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5) 社會國家에 있어서의 「補償의 方法」

가) 序―우리憲法 第23條 3項은『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

라고 規定하여 補償의 方法을 法律에 委任하고 있다. 따라서 우

리가 상정할 수 있는 法律上의 補償의 方法으로는 現金補償 現

物補償 買收補償 國債 證券에 의한 補償등이 있을 수 있을 것

인바, 이러한 여러 方法중 損失補償이『金錢』의 형태로 되는

것은 字譜주의의 社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必然的70)이라 할

것이므로 社會國家에 있어서도 現金補償이 原則이라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하 그 밖의 方法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나) 現物補償 ―「現物補償이라 함은 金錢에 대신하여 企業者

가 損失 또는 損害를 現實的으로 塡補하거나 機能을 回復71)케

하는 것이다. 現物補償으로 인한 企業者의 出費는 原則的으로

金錢에 의한 補償의 範圍內의 것」이다. 그러나 現實이 損害에

參照)등에서도 널리 인정되는 制度이다. 한편 美國의 경우에는 『逆收用(Inverse

Condemnation)制度』가 認定되고 있는바, 逆收用(Inverse Condemnation)이라 함은

收用機關이 公式的으로 어떠한 種類의 公用收用權을 行使하지 않았다할지라도 政府의

禁止措置에 대항하여 행하는 一種의 訴訟行爲를 말한다[United States v.Clarke, 445

U.S., 253,257(1980)].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制度를 參考할 바 있다고 할 것이다.

69) 그밖에 美國의 경우에는 開發權讓渡(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가 公用制限 특히

土地利用規制의 혁신적인 補償方法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주시할 必要가 있다. [이에 대

하여 자세한 것은 Selected Checklist on Developement Rights Transfer, 32

Record(1977) ; 朴鈗炘, 『美國의 開發權 讓渡制度』, 現代行政과 公法理論, 南河徐元宇

敎授華甲記念論文, pp. 731-753 ]

70) 下山瑛二, 國家補償法, 現代法學全集 13, 422頁, 1973.

71) 이와 같이 現物補償이란 基本的으로 損失 또는 損害를 塡補하거나 機能을 回復하는 즉

原狀回復的 性格을 갖는 補償方法이므로 社會國家的原理를 前提로한 生活補償의 立場에

서는 지극히 原則的인 補償方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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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原狀回復이기 때문에 金錢補償의 範圍內의 것이 이상적이

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過當補償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허

용된다.72)

다) 買收補償 ― 買收補償은 現金補償의 變形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物件의 使用 기타의 利用制限이 있음으로 인하여 당

해 物件의 所有者가 그 物件을 종래의 使用目的에 제공하는 것

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그 物件의 所有者에게 買收등의 請求

權73)을 認定하고 이에 따라 企業者가 그 物件을 買收케 함으로

써 實質的인 正當한 補償을 도모하려는 補償方法이다. 이러한

補償方法도 한편으로는 現金補償의 변형된 한 態樣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社會國家原理를 前提로한 生活補償의 立場에서 주로

강조되는 財産權의 使用價値내지는 利用價値를 保障키위하여 認

定되는 補償方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또한 社會國家

에서 認定되는 극히 原則的인 補償方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라) 國債 證券에 의한 補償 ― ㈀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資本主義 社會에 있어서는 現金補償이 原則이라하는 데는 의문

의 여지가 없다. 現金이라 함은「通貨 즉 强制通用力을 갖는 貨

幣」를 의미하며 따라서「手票 어음 公債 株券등의 有價證券」

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一見 國債 證券에 의한 補償은 문제가 있

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補償形態의 問題는 단순한 補償種

類의 問題가 아니라 補償의 本質的74) 問題로 제기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補償의 本質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社會國

72) 下山瑛二, 國家補償法, 現代法學全集 13, 424頁, 1973.

73) 土地收用法 第48條 1項 2項, 같은 法 第49條 2項 내지 4項, 航空法 第82條 4項등.

74) 下山瑛二, 國家補償法, 現代法學全集 13, 422頁 參照,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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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 的 理念을 前提로한 生活權保障說로 파악하는 本人의 立場

에서 볼 때 現行 土地收用法 第45條 第5項. 第6項 및 같은 趣旨

의 公共用地의 取得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別法 第3條의2는 대단

히 합리적인 立法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

펴본다.

㈁ 土地收用法 第45條 5項은『 企業者가 國家 地方自治團體

韓國土地開發公社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및 公共

團體인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企業

者가 발행하는 債券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土地所有者 및 關係

인이 원하는 경우 2. 大統領令이 정하는 不在不動産所有者의 土

地 또는 非業務用土地로서 補償金이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一定

金額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金額에 대하여 補償하는 경

우』라고 規定하고 있으며 6項은『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債券

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正當한 補償이 될 수 있도록 債券의 償還

期限 利率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償還期限은 5年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정하여야 하며, 利率은 債券發行 당시 1年

만기 定期預金 金利水準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 條項의 債券補償規定이 憲法上의 正當補償의 原則에 부합되

는가. 위 條項의 憲法的 價値判斷을 함에 있어서는 基本權制限

立法의 合憲性判斷이하는 一般論(憲法 第37條 2項)과 正當補償

의 原則을 規定한 憲法 第23條 3項및 社會國家原理라는 憲法의

基本理念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判斷하여야 할 것인바, 具體的

으로는 다음의 3가지 점에서 論議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財

産權制限 立法의 目的 ; 위 法 第45條 5項 2號및 6項에 의하면

財産權制限의 對象이 「不在不動産所有者의 土地 또는 非業務用

土地」인 경우에 限定하여 일정한 要件下에 債券補償이 認定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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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不在不動産所有者의 土地 또는 非業

務用土地」에 대하여 社會科學的으로 現實的인 認識을 함에 있

어 土地財産權을 歷史的 發展法則에 따라 이해하면 오늘날의 土

地財産權이란 社會性이 강한 大財産과 社會性이 약한 小財産으

로 區分이 可能할 것이므로 위「不在不動産所有者의 土地 또는

非業務用土地」가 大財産(交換價値만을 主 目的으로 하는 財産)에

포함됨은 자명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土地 財産權은 收用

의 결과 지급된 補償金이 投機資金化하여 土地市場의 攪亂要素

로 作俑할 可能性이 매우 크다고 봄이 相當할 것이므로 이를 방

지키 위하여 제정한 위 制度는 公共福利를 지향한 合理的 制度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財産權制限의 對象(「不在不動産所有

者의 土地 또는 非業務用土地」의 明確化問題) ; 위 土地 財産權은

收用의 결과 지급된 補償金이 投機資金化하여 土地市場의 攪亂

要素로 作俑할 可能性이 큰 大財産인바, 이들을 範圍를 확정키

위하여는 地方說法 施行令 第79條의3 第2項을 원용하여「事業認

定日 現在 당해 지역에 1年이상 居住하지 않는자를 不在不動産

所有者」로 불 수 있고 法人說法上의 非業務用判定旗準에 따라

企業의 非業務用土地를 특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不在不動産所

有者의 土地 또는 非業務用土地」의 槪念은 明確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正當補償原則의 준수여부 ; 위 不在不動産所

有者의 土地 또는 非業務用土地는 大財産이므로 社會國家에 있

어서는 강한 社會性이 요구되는 財産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에는 그 補償의 程度뿐만 아니라 補償의 方法에 있어서도 社會

性이 要求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그 社會性이 要求되는 程

度는 資本主義國家에서의 補償方法이 原則上 現金補償임을 비추

어 볼 때 大財産에 대한 補償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現金補償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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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지라도 쉽게 現金化가 가능할 것을 그 上限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種類로는 有價證券을 들 수 있을 것인

바, 특히 債券에 관하여 본다면 이는 오늘날 資本主義經濟流通

의 특색을 이루고 있는 一種의 有價證券으로서 자유롭게 處分이

可能(예컨대, 자유롭게 讓渡가 가능하고 擔保를 통하여 사실상 現金化

가 가능하다)하므로 大財産의 收用에 대한 補償方法으로는 合理

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問題가 되는 것은 債券의 實質

價値의 下落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일정한 期限經過後의

債券의 現金화가 상실된 財産權의 同種 同價置의 回復이라는 正

當補償의 理念에 부합되는가하는 점인바, 이점에 관하여 위 法

第45條 5項 2號및 6項은 補償金의 支結方法으로서 『 不在不

動産所有者의 土地 또는 非業務用土地로서 補償金이 大統領令으

로 정하는 一定金額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金額에 대하

여 補償하는 경우』에는『 正當한 補償이 될 수 있도록 債務

의 償還期限 利率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償還期限은 5年

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정하여야 하며, 利率은 債券發行

당시 1年 滿期 定期預金 金利 水準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

여 收用의 對象이 大財産인 경우 그 補償額이 一定額을 초과하

는 경우라면 이는 社會性이 강하게 요구되는 財産으로서 債券補

償이 가능하되 正當補償이 될 수 있도록 定期預金 金利水準 이

상의 利率을 정하여야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社會國家의 補

償方法으로는 대단히 合理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結局

現行 土地收用法 第45條 第5項 第6項 및 같은 趣旨의 公共用

地의 取得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 第3條의2는 合憲的인 立法

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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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結

1. 우리 憲法 第23條는 『① 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保障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

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수용

使用 또는 制限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도, 正當한

補償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私有財産權을 保障하고 있

다. 그러나 憲法현실을 보면 위와 같은 憲法規定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財産權을 侵害하는 規定만 있을 뿐 補償規定이 없는 경

우가 있는가 하면 각개 法律에 補償金額의 산정기준이 명규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이 곧 憲法 第23條 3項의 正當補償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인가의 問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法律은 과연 憲法的 判斷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물론 憲法的 判斷을 하기 위하여는 審判의 對象이 되는 法律이

특정되야 하는 것이지만 憲法的 判斷의 大前提인 憲法은 하나인

것이므로 앞으로 발생할 각종 財産權關係 法律의 違憲與否審判

을 위한 理論的 基礎로서 憲法上의 財産權이란 어떠한 內容의

補償이 필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할 必要性이 있다. 이러한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한 方法論으로는 比較法的考察 目的論的考察

法社會學的考察 및 機能論的考察方法등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

서는 우리 憲法의 財産權規定이 Bonn 基本法 第14條의 規定을

계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Bonn 基本法 第14條에 대

한 判例와 思考方法에 대한 論議를 중심으로 하여 歷史的發展過

程에 따라 社會科學的으로 財産權槪念을 認識(機能論的 接近)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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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위 課題를 檢討하였다.

2. 위와 같은 方法論에 따라 검토할 때 憲法을 기초로 하여

財産權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 즉 『憲法上의 財産權』의 槪念을

認定한다고 하는 것은 財産權에 관하여 憲法上 獨自的인 論理가

움직이는 것을 認定하는 것에 귀착하고 그것은 환언하면 天賦不

可侵의 人權으로서 財産權과 民主政原理 社會國家原理와의 調

和的共存을 추구하는 것에 귀착한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양

자가 조화되는 財産權은 「人格的自由를 위한 不可缺의 前提로

서의 財産權」에 한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財産權운 立法 行政

司法등 모든 공권력적 행위로부터 강력히 보호되어야 하는 財

産權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財産權은 다음과 같이 對象 性質 主體가 多

元的인 性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財産權保障의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경우에 즉응하여 多元的으

로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① 社會的法治國家(社會國家)에 있어서 損失補償問題를 생각함

에 있어 侵害의 對象인 財産은 그 種類가 극히 多樣하므로 財産

權 또한 多樣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法的 處理를 하기

위하여는 財産自體를 區分할 필요가 있는바, 그 區分肢는「大財

産」과「小財産」이며 區分根據는 使用價値를 主目的으로 하는

財産인가 혹은 交換價値를 主目的으로 하는 財産인가의 여부이

다.「大財産」은 交換價値를 主目的으로 하는 財産으로서 이 경

우에는 대폭 제한하여도 무방하지만(물론 財産權의 本質을 侵害

하지 않는 限에 있어서의 制限)「小財産」인 경우에는 國民의

生存내지는 人格的 自由와 관련된 比較的 社會性이 약한 財産이

므로 社會國家에서도 강하게 존중되어야만 하는 財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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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財産權의 權利로서의 성격은 天賦不可侵의 人權으로 부터

나오는 防禦權的 性格 및 民主政原理로부터 나오는 參與權的 性

格이 있다고 생각된다. 防禦權的 性格이란 財産權에의 國家의

介入을 배제하는 權利이며 參與權的 性格이란 財産權의 節次面

에서 구성 즉 財産權의 規制過程에의 參加의 權利를 의미한다.

③ 憲法에 의한 人權으로서의 財産權의 保障이 人格的自由의

保障을 위하여 행하여진다고 생각된다면 財産權者의 人格的自由

와 직접관계되는 것이 아닌 財産이라 할지라도 財産權者이외 의

다른 사람의 人格的自由와 강한 관련을 갖고 있다면 그 財産을

이용하는 자에게 대하여도 일종의 財産權者로서의 地位를 認定

하고 그와 같은 財産에 있어서는 所有權者인 財産權者와 利用者

로서의 財産權者와의 사이의 合意에 기하여 그 운용이 이루어져

야 한다고 생각된다.

4. ① 社會國家的 立場에서 財産權의 保障 ― 즉 正當補償의

問題 ― 을 생각한다면『社會通念 내지는 社會槪念이란 用語룰

개입시켜 그때 그때의 社會觀念에 비추어 客觀的으로 합리적이

고 공정타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相當補償說(合理的 補償說)

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종래 相當補償說과 完全補償說

이 동일한 특정의 事案을 염두에 두고서 演繹的 一般抽象的으로

兩說의 優劣을 가리던 형태에서 벗어나 歸納的으로 財産權이 구

체적으로 어떠한 機能을 하는가를 전제로 하여 그 機能의 優劣

에 따라 生存的財産과 非生存的 生産으로 兩分하여 前者의 侵害

가 있는 경우에는 生活權保障의 측면에서 侵害對象인 財産의 財

産的價置(交換價値) 이상의 補償을 要하고 非生存的財産의 侵害

가 있는 경우에는 財産的價置를 하회할 수도 있다는 생각방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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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正當補償의 意味를 위와 같이 生活補償의 意味로 생각한다

면 결국 生活補償을 名文上 또는 解釋上 방해하지 않는 각종의

法律은 적어도 憲法과 合致될 것이라고 생각된다.75) 그렇다면

憲法과 合致하는 法律등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예시적으로 간단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土地收用法上의 殘地補償(같은法 47條)

移轉科補償(같은法 49條1項) 營業上損失의 補償(같은法 51條) 및

『公共用地의 取得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 施行規則』上의

住居價値의 補償(같은법 10條 5項) 住居用建物의 最低補償(같은法

5條의 9) 零細土地에 대한 加算金制度(6條의 3) 移農費補償(같은法

29條 1項) 貰入者에 대한 住居對策費補償(같은法 30條의 2) 無許可

또는 無申告漁業者에 대한 住居對策費補償(같은法 25條의 3의 2項)

과 現行 土地收用法 第45條 第5項 第6項 및 같은 趣旨의 公共

用地의 取得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 第3條의2 등이 적어도

憲法과 合致하는 法律로 보인다. 특히『公共用地의 取得및 損失

補償에 관한 特例法 第3條의2』는 債券補償에 관한 規定으로서

生活補償을 인정한 대표적인 合憲的法律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러한 內容의 補償등이 憲法上의 正當補償의 內容이 되리라 생

각된다.

75) 환언하면 生活補償을 明文上 또는 解釋上 방해하는 각종의 法律은 적어도 憲法과 不合致

한다는 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