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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agricultural compensation system 

that interacts with other compensation items. Then we suggest several improvements 

through the problem of current agricultural compensation.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has tried to reach the conclusion by studying the related prior research,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tioners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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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ESEARCH FINDING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we find that the law and regulation of current 

agricultural compensation are incomplete because the character of the agricultural 

compensation is unclear. Agricultural compensation is one of living compensations to 

maintain the living conditions which the farmer has had before a public project 

performed. However, ironically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law is rather inadequate 

to protect the rights of farmer because the requirements for the farmers do not strictly.  

2. RESULTS

Through this study, we suggest several improvements.

1) To improve the farmers’ rights, it is necessary more strict requirements. In other 

words, agricultural compensation is to be paid those who make the actual farming as 

livelihood. 2) Although the land compensation law regulate agricultural compensation 

the area of calculation but it have many complicated factors by proven actual income. 

So it should be considered transferring to the appraisal area.

3. KEY WORDS 

∙agricultural compensation, living compensation, agricultural revenue, actual 

income recognition criteria, land compensation law 

국문 록

농보상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생업으로서의 농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체 

토지 취득기간 동안의 일실손실에 한 보상  생활보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상 

농보상 상자로서의 “농민”에 한 자격 요건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도 어렵지 

않게 농민으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실제경작자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

고 실제소득을 기 으로 농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소득 증빙의 어려움과 산정방법상의 복잡성

을 이유로 산정의 상이 아닌 감정평가의 역으로 환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 다. 농보상도 

손실보상의 한 분야이고 이는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 내지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과 맥을 같이하는 것임을 볼 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에 

해서는 극 으로 보상하되, 사회  형평성에 반하는 투기  행 와 과다보상 시비를 방하기 

해서는 명확한 기 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핵심어: 농보상, 실농보상, 생활보상, 농작물총수입, 실제소득인정기 , 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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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목

농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경작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농지의 단 면 당 소득을 고

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지 되는 손실보상을 

말한다. 농보상 도입 기에는 「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이

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 법률에 규정된 

보상의 유형이 아닌 건설에 따른 수몰민에 한

정하여 건설부 훈령 등에서 인정되던 것이 차 

법  근거를 갖추면서 일반 공익사업까지 그 

상이 확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농보상의 

상이 되는 농지의 범 , 보상 상자의 단기  

 농보상액의 산정방법 등이 당시 사회 환경

을 반 하면서 지속 으로 개정되어 왔다. 농

보상은 그 자체로서 손실보상의 한 유형일 뿐만 

아니라 생활 책 상자의 선정 기   자경농

지에 한 양소소득세 감면 자격 등과 한 

련이 있어 보상실무상으로는 매우 요한 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체 보상 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 내외로 높지 않고1) 감정평가의 

상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산정 상으로 규정

되어 이에 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 계가 상호

작용하고 있는 행법상 농보상에 하여 검

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농보상에 한 행법상의 규

정  례, 질의회신 등의 문헌검토와 실무상 

농보상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다각도로 검

토하여 행 제도의 문제 을 도출하고 개선방

안을 제시한다.

먼  농보상에 한 이론  검토에서는  

농보상의 의의  연 을 살펴보고, 법  성격을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과 련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농보상의 요건으로서의  “농지”, “농민”의 

개념을 법령, 례  질의회신을 통해 명확히 한 

후 농보상액의 산정 방법을 실제소득을 입증하

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로 나 어서 설명한다. 

농보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보상유형에 속하지

만 다른 보상과의 한 계를 갖는 것이므로 

농보상과 다른 보상유형과의 계를 별도의 장

에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행 농보상제도의 

문제 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선행연구 검토  차별성

1) 선행연구의 검토

이헌석(2009)2)은 농보상을 간 보상

과 생활보상으로 규정하면서 “보상액 산정문제”

와 “보상 상자 선정문제”를 심으로 다루었

다. 이에 따르면 농보상은 재산권의 부수  권

리의 상실에 한 간  보상이며 기존의 제도

로는 보호할 수 없는 세임차농민에 한 생활

보상임을 감안할 때 재배작물별로 보상액을 산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계없이 실제 경작자에게 지 되어야 함을 주

장하 다. 문형철(2008)3)은 농보상의 상

이 되는 농지의 범 를 명확하게 하되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을 허용하는 토지는 농보상 

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여야 하며, 

실제경작자가 보상 당시에 경작하지 않는 경우

의 농손실은 농지 소유자의 경작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 소유자에게 보상하

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소득을 기 으로 보상하

는 경우 소득률은 국 작물별 경 비가 아닌 

도별 작물별 소득률  유사작목군의 평균소득

률을 용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하

 1) 박신, “도로의 개설로 인한 손실보상의 황과 과제-잔여지 보상을 심으로”, 토지보상법연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2013, 제13집, 

pp.59~95.

 2) 이헌석, “ 농보상제도에 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제44집, pp.67~86.

 3) 문형철, “손실보상에 한 연구( 농보상을 심으로)”, 단국 학교 법학과 박사학 논문, 2008, pp.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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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농보상의 주요 개정 내용6)

일시 상 산정방법 특색  문제 근거규정

‘62.11.12 섬진강  수몰지구 농업수익액의 2년분 공익사업 한정, 산정방법 불명확
건설수몰지구용지매

수 손실보상요강

‘77.3.21
산업기지, 공업단지, 

신도시개발

답작은 벼, 작은 보리를 기 으

로 1기분

체농지 구입기간 동안의 일실손실, 상

사업의 한정, 사업지구내 거주 농민에 한함

공공용지의 보상평가 기

에 한 규칙

‘80.8.1 공익사업의 제한 폐지 상동 상동 상동

‘91.10.28 상동 단년생 3기분, 다년생 2년
농보상으로 개칭, 기 이익의 상실, 자가

노력비 공제
공특법 시행규칙

‘95.1.7 상동 상동 농작물보상제외 삭제, 자가노력비 공제 삭제 상동

‘97.10.15 상동

연간1기작 3기분

연간다기작 3기분

다년1기작 2년분

실농보상으로 개칭,

정지역고시 당시 농작물 기
상동

‘03.1.1 상동
농가평균농작물 총수입 는 실제

소득의 2년분
산정방법의 2원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05.2.5 상동 상동
불법형질변경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

는 토지도 농보상 상에 포함
상동

‘08.4.18 상동 상동 실제경작자의 입증서류를 구체화 상동

‘13.4.25 상동

실제소득 용시 작목별 평균소득

의 2배 과시 농보상 상한 신

설,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작

물 3개월분으로 제한

농지범  확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
상동

‘14.10.25 상동
실제소득 용시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작물 4개월분으로 확
상동 상동

‘15.4.28 상동
평균소득 용시 직  3년간 

평균의 2년분으로 개정
경작사실확인서에 한 소유자의 입증 책임 상동

다. 김상설(2005)4)은 농보상의 상이 되는 

농지에 하여 농지법을 심으로 련 법령과 

유권해석을 분석하여 체계 인 해석을 시도하

는데 특히 일시 으로 농지로 이용되는 경우

의 단은 획일 으로 경작기간을 기 으로 

단할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시 일시 인 이용으

로 악했는지의 여부를 기 으로 하여 논리  

일 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서경

규 · 이성근(2000)5)은 구 · 경북지역 실농보

상 사례에 한 분석을 통해 문제 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 는데 실농보상의 실화를 

해 실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재배형태

에 불문하고 실농보상의 상으로 하여야 하며 

다른 보상과의 형평성을 해 폐농과 휴농의 구

분이 필요하다고 하 다. 한, 실농보상을 노

린 투기를 방하고 보상 상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해 보상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필

요함을 주장하 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농보상의 요건  농보상액 

산정방법 등에 한 문헌연구와 함께 농보상

과 다른 손실보상 역간의 계를 고려하여 

농보상의 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실제소득기  농보상이 감정평가 역으로 편

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 다. 특히 농보

상의 요건으로서 “농지”  “농민” 그리고 실제경

작자 입증방법, 실제소득을 기 으로 보상하는 

 4) 김상설, “ 농보상의 상이 되는 농지”, 감정평가회보, 한국감정평가 회, 2005, 제68호, pp.21~34.

 5) 서경규·이성근, “실농보상의 문제 과 개선방안”, 부동산학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0, 제6집 제2호, pp.137~166.

 6) 국토해양부·한국토지공법학회 발간 " 농보상 정기  검토 연구(2008)"를 참조하고 최근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 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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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 연구는 법령이 개정된 이후는 없는 

실정으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Ⅱ. 농보상에 한 이론  논의

1. 농보상의 개요

1) 농보상의 의의

농보상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농지에서 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한 보상을 말하며 농지  농지

상의 지장물, 농기구에 한 보상과는 별개의 보

상항목이다. 농보상이라는 용어는 토지보상법 

제정 에는 법률 으로나 실무상으로 “ 농보

상”과 “실농보상”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나 토지

보상법 제정 이후로는 “ 농보상”으로 용어가 통

일되었다.

2) 농보상의 연

농보상은 도입 당시 법 근거를 갖추기 

 「 건설 수몰지구 용지매수  손실보상 요

강(건설부훈령 제5호)」에서 최 로 규정되었

으며 이후 공익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어지고 

농보상의 상이 되는 농지에 한 범 도 다

소의 변동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농보상액 산

정방식도 당시 사회 인 환경에 따라 재배작물

에 계없이 평균소득으로 보상하기도 하고 실

제소득을 기 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기도 하 는

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기존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손실보

상에 한 특례법」이 통합되어 제정된 「토지

보상법」 시행(2003.1.1.) 이후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2005.2.5 개정을 통해 농보

상의 상이 되는 농지의 범 에 불법형질변경 

농지도 포함하 는데 이는 공부상지목에 계없

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는 다년생식물 재배

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한 「농지

법」제2조와 일치시킴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제

거한 결과로 해석된다. 2008.4.18 개정시에는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서의 농보상과 련된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 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하여 임 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의 객

인 자료에 의하여 실제경작자를 인정하도록 하

다. 

2013.4.25. 개정 시에는 농지의 범 를 

「농지법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

하는 토지인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

스 등 까지 농지의 범 를 확 하 으며 실제소

득에 따라 농손실을 산정할 때 단 면 당 실

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과하는 경

우 는 직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

하고 재배 인 작물을 이 하여 해당 농을 계

속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보상  산정에 한 

외를 인정하도록 하 다. 

2014.10.25 개정시에는 실제소득 용시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작물에 한 보상액

을 기존의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확 하

는데 이는 업보상 산정기 의 개정에 따른 것

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15.4.28에는 농작물의 연간 

작황에 따른 보상액 차이를 보정하기 하여 농

손실액 산정 기 연도를 직 연도 1년에서 직  

3년간 평균으로 변경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 탄력 으로 응하도록 하 으며, 

경작사실확인서 확인을 이유로 농지소유자가 임

차농에게 품 등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

여 경작자가 통장 등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직  농지소유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확인

하는 경작사실확인서가 제출되는 것으로 간주하

도록 개정하 다.

2. 농보상의 법  성격

손실보상의 법  근거는 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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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는 제한  그에 

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 하

여야 한다.”라고 하여 재산권에 한 침해와 함께 

손실보상의 헌법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상의 정당한 보상이란 피수용자에 한 완 한 

보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  례의 태도

이며, 정당보상의 구체  단기 으로서 피보

상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한 시도가 있었는

데 이에 따르면 정당보상을 해서는 재산권에 

한 충분한 보상과 함께 이주 책, 환지·

토보상 등을 포 하는 맞춤형 보상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7). 정당보상원칙을 구체 으로 실

하기 한 일반법  지 로서 토지보상법이 있

으며 동법에 의한 농보상이 재산권의 직  

침해에 한 손실보상인지 아니면 재산권에 

한 직 인 침해는 아니지만 공익사업 시행 

의 생활을 유지하기 한 확  개념인 생활보

상  성격인지에 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왜

냐하면, 농보상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

상의 상  산정방법에 한 논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권은 자본주의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개념으로서8)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사  유용

성  그에 한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

는 구체 인 권리를 말하며9) 재산권의 범 에는 

동산 · 부동산에 한 모든 종류의 물권과 사법상

의 채권, 특별법상의 권리  재산가치 있는 공법

상의 권리 등이 포함되나 단순한 기 이익·반사

 이익 는 경제 인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하

지 않는다.10) 한,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은 열

거  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명시 으

로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으로 

환가될 수 있는 모든 권익은 재산권의 상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11)

한편, 토지보상법은 재산권침해에 따른 보

상과는 별도로 생활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

활보상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피수용자가 입

게 되는 손실  재산권의 객  가치에 한 

보상만으로 보 되지 않는 생활근거상실에 따른 

보상 역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성

격, 원상회복  성격, 생활안정  성격  사업

원활화를 한 성격을 들고 있다12). 그 다면 

농보상이 재산권보상의 역인지, 생활보상의 

역인지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농보상은 

실제 경작자가 농경지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새

로운 체  농지의 구입 는 다른 업종으로 

환에 필요한 기간 동안의 손실, 즉 장래의 일실손

실을 상하여 보상하는 것이며, 동시에 경제  

약자인 농민의 생존배려·생계지원을 한 보

상13)으로서 간 보상이자 생활보상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에 따르면 농보상은 토지소

유자가 아니 실제경작자에게 지 되어야 하며, 

농보상액산정 한 실제 재배작물과는 계없

이 농을 한 체농지를 구하거나 타 직업으

로 환하는 기간 동안의 주거 책비 등을 고려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를 들어, 최

 업보상액 산정시 도입된 월평균 가계지출

비가 안이 될 수 있다.

3. 농보상의 요건

1) 농보상 상 “농지”의 범

농보상의 상이 되는 농지는 공익사업시

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로서 구체 으로 「농지

법」제2조제1호가목14)  「농지법시행령」제

2조제3항제2호가목15)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

 7) 박용한·이학동, “공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만족도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06. 제28집. pp.5~19.

 8) 이진홍·권호근, “통일 후 남북한 주택정책의 발 방향 - 독일의 경우를 심으로”,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 제60집. pp.155~166.

 9) 헌재 2002.7.18.선고 99헌마574 결정 참조

10) 국토해양부 · 한국토지공법학회, 농보상 정기 검토연구, 2008, pp.34.

11) 강해규, “생활권보상의 법리에 한 고찰”,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1999, 제16집. pp.129~150.

12) 박용한·김진,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생활보상 고찰”,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3집. pp.33~44.

13) 이헌석, “ 농보상제도에 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제44집.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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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 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

로 인하여 당해지역에서 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하여도 농손실

액을 보상하여야 한다.16)

2013.4.25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이

에는 농보상의 상이 되는 농지는  · 답, 

과수원, 그 밖에 법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

제로 농작물 경작지 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즉,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으로 한정하 으나, 법 개정을 통해 「농지법시

행령」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의한 시설을 포

함하 는데 이는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는 고정식온실 등을 갖

춘 시설에서 경작하는 자 한 농업인의 범

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농업정책 한 시설농

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속되고 있고 차 증

가추세에 있는 실을 반 하여 농지의 범 를 

확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

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②토지이용계획·주

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 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③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유

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④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⑤토지의 취득에 한 보

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

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농보상의 상이 

되는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2) 농보상 상 “농민”의 범

농보상은 “농민”을 상으로 한다. 토지

보상법은 농 보상자가 되기 한 필요조건으

로서의 농민을 「농지법」제2조제3호17)에 의

한 농업법인 는 「농지법시행령」제3조제1

호  제2호18)에 다른 농업인에 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축산업 종사자  단지 농업경 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 

농보상의 상자가 가 되느냐가 문제될 수 

있으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는 다음과 같이 

1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 지

법」에 따라 조성된 지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15) 농지법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 )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溜池),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 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간이 온 장고  간이액비 장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16)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5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농업의 손실에 한 보상)

17)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8)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 ) 법 제2조제2호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는 재배하거나 1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

치하여 농작물 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는 재배하는 자

  3. 가축 2두, 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  1천수 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 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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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19)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의내용에 

따라 보상을 하고 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는 각각 50%에 해당하는 액을 보상한다. 다

만, 실제소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도별 농가

평균 단 경작면 당 농작물총수입으로 산정한 

보상 의 상당액의 50%를 농지 소유자에게 지

하며 나머지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 한다. 반

면,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20)에 거주하는 농

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가 농보상 

상자가 되나, 실제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당해 농지 임 차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

여 보상 의일 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의 

소유자에게 보상한다.21)

3)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기 한 자료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유하여 경

작하고 있는 자는 농보상 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차농이 농보상의 상자가 되기 

한 실제 경작자임을 주장하기 하여는 사업

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 소유의 농지를 법한 

원인에 의하여 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 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

고 있다. 즉, 임차농은 농지의 임 차계약서, 농

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해당 공

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

사실확인서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

는 객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시행규

칙 개정을 통해 경작사실확인서 확인을 이유로 

농지소유자가 임차인 등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

는 사례를 방지하기 하여 실제 경작자로 인정

받으려는 임차농이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

사실확인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직  농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

당 임차농을 실제 경작자로 인정하도록 하

다.22)

4. 농보상액의 산정방법

1) 실제소득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농보상액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

는 농지의 면 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

른 통계작성기 이 매년 조사 · 발표하는 농가경

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 황  경지면 으로 나 어 산

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 경작면 당 농작

물총수입의 직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액을 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이는 

직  연도의 도별 평균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용하던 것을 농작물의 연간 작황에 따른 보상

액 차이를 보정하기 하여 산정 기 연도를 직

연도 1년에서 직  3년간 평균으로 변경함으

로써 농보상액 산정의 안정화를 꾀한 것이다.

2) 실제소득을 증빙한 경우

국토교통부장 이 농림축산식품부장 과

의 의를 거쳐 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

득인정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하여는 

그 면 에 단 경작면 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액을 농손실액으로 보상한

다. 다만, 단 경작면 당 실제소득이 「통계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 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

균소득의 2배를 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목별 

단 경작면 당 평균생산량의 2배(단 경작면

19)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20)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21)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제5항

22)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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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실제소득이 히 높다고 농작물실제소득

인정기 에서 따로 배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에 따른다)를 매한 액을 단 경작면

당 실제소득으로 보아 이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

한 액으로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농보상의 

상한을 소득기 이 아닌 생산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 에는 제출된 단 경작면 당 실제소

득이 국 작물별 단 면 당 소득의 130%를 

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거래실 을 증

명하는 서류 등을 발 한 표자 등에게 입증자

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경작농지 체면  · 

출하일  출하량의 정성 여부 등을 다시 조사

한 후에 연간 단 경작면 당 실제소득을 산정

하도록 했던 것을 개정한 것이다. 

한, 직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

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인 작물을 이 하여 

해당 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단 경작면 당 실제소득의 4개월

분을 곱하여 산정한 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소득인정기 은 이에 해당하는 재

배방식으로서 ①원목에 버섯종균을 종하여 

재배하는 버섯, ②화분에 재배하는 화훼작물, 

③용기(트 이)에 재배하는 어린 묘 등을 시

하고 있다.

Ⅲ. 농보상 련 주요 쟁 사항

1. 실제 경작자 증빙 서류

농보상은 원칙 으로 실제 경작자를 

상으로 하며 자경농이 아닌 임차농인 경우 

법한 원인에 의한 경작임을 요건으로 한다. 따

라서 임차농인 경우 법성의 증빙서류로 농지

의 임 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

사실확인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

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그 밖에 실

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 인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 으로 농지의 

임 차는 행 으로 임 차계약서 없이 구두

상의 계약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고 농보상

을 둘러싼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이

해 계 립으로 농지소유자의 경작사실확인서

를 발 받기가 쉽지 않다. 한, 이장·통장 등

은 경작사실확인서의 발 이 의무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발 된 경작사실확인서가 허 로 

명될 경우 신청인 수령한 보상 에 하여 

보상  수령자와 연 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경작사실확인서 발 에 소극 일 수밖에 

없는 문제 이 있다.

최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통장 등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직  농지소유자에게 그 사

실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

실확인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토지보상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자와 경작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실무상으로 

농지 소유자는 농보상 자체에 한 심과 함

께 농보상이 미치는 효과 즉, 자경농지에 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용23)24)을 받기 한 

것과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공 되는 생활 책용

지 등에 한 기 가 형성되어 실제 경작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 실제소득기  농보상의 검토

1) 실제소득 입증 자료의 문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 은 농보상을 실

제소득을 기 으로 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의 

객 성을 확보하기 하여 표 정산서 등 실제

소득 입증 서류를 발 할 수 있는 기 을 열거하

23) 장기용, “ 행 세법상 농지에 한 과세특례제도의 합리  개선방안”,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3호, pp.238～252.

24) 이상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과세상 쟁 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 제60호, pp.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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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25). 그러나 표 정산서 등의 서류에는 

출하자와 작물의 종류 등에 한 정보는 있지만 

해당 거래내역이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

에서 재배된 작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타인이 경작한 작물이 포함될 경우 이

를 확인할 실질 인 방법이 없어 실제소득의 입

증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농작물을 도매시장에 공 하는 방식은 다수의 

세한 경작자들의 생산물을 리인이 취합하여 

일  공 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표 정

산서상의 출하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괴리가 발

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에 한 구분이 쉽지 않

은 상황이다.

2) 농보상액 산정 주체

농보상은 다른 보상항목과는 달리 토지보

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감정평가”가 아닌 

“산정”의 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할부서인 

국토교통부도 농보상을 감정평가업자에게 평

가를 의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구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2003.6.7. 토 58342-79826)), 감

정평가를 통한 농보상액은 련 법령에서 정

한 차  내용과 배치되는 한 흠이 있는 

처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 경작면 당 농작물총수입을 

기 으로 산정하는 농보상액 뿐만 아니라 실

제소득을 기 으로 하는 농보상액 산정도 사

업시행자가 직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소

득 기  농보상액 산정은 증빙자료에 한 검

증이 어렵고 사례별로 다양한 유형이 발생하나 

참고할만한 사례가 축 되지 않아 실무담당자들

도 곤란을 겪는 것을 감안하면 감정평가 역으

로 환하여 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성

이 있다.

3. 농보상과 다른 보상과의 계

1) 토지보상과의 계

농보상의 상이 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

이 농경지( ·답  과수원)가 아니더라도 사업인

정고시일등 이 부터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토지를 포함하는데 

이와 련하여 불법형질변경임야의 토지보상기

과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불법형

질변경 임야는 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

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27) “임야”로 평가하

지만 농보상 상 여부를 단할 때에는 “농지”

로 단한다. 즉, 토지에 한 손실보상기 은 형

질변경의 법성을 요구하지만 농보상의 상

이 되는 농지는 형질변경의 법성 여부와 계가 

없다. 

한, 일시 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

지도 농보상에서 제외되는데 를 들어 주거지

 내에서 지목이 농경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 경

작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주 환경 등으로 보

아 일시  이용28)으로 단되는 경우 농보상에

서 제외된다. 만약, 주거지  내 일시 으로 농지

로 이용 인 토지에 하여 농보상을 실시하고 

토지 평가시 “주거나지”등으로 단한다면 상호 

모순이기 때문이다.

2) 다년생 식물 이식비와의 계

    일반 으로 농작물은 단년생 식물로서 시

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수확기까지 농을 

보장하므로 손실보상 상에서 제외되나 다년생 

식물은 수확기간까지 2년 이상이 남았거나 향후 

일정기간 가치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년

생 식물에 한 이식비와 농보상액이 복되

25)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  제4조(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26) 농손실액 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통계자료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나, 경작자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 으로 사업시행자가 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하여

야 하므로 농손실액 보상을 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없습니다. (토  58342-798 : 2003.06.07)

27)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28)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일시 인 이용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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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과거에는 수확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이 남은 다년생 식물에 해

서는 농보상에서 제외하기도 하 으나 농보

상이 재산권보상이 아닌 생활보상  성격이 크

다는 을 감안하면 다년생 식물에 한 이식비

와는 별개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생활보상(생활 책용지 공 )

과의 계

농보상 상자는 기본 으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주어지는 생활 책용지를 우선 공 받

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사업시행자는 사

업의 원활한 추진을 해 사업의 력정도에 따

라 차등 으로 생활 책용지 공 자격을 용하

고 있어 우월  지 를 이용한 것이라는 비 29)

과 함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 행 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30). 생활

책용지의 공 가는 일반 인 상업용지  근린

생활용지가 수요자 경쟁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공 되는 것과는 달리 감정가격으로 결정되므로 

이에 한 차액을 노린 투기  유인이 발생하며 

실제 수도권을 심으로 공익사업시행지구에는 

생활 책용지 우선공 자 자격을 목 으로 한 

시설물 분할행 (소 , “비닐하우스 쪼개기”라

고 한다)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투기  행 를 방하기 하여 

생활 책용지 공 자격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

는 생활 책용지의 공 이 생활보상으로서 사업

시행자의 재량의 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

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황과 개발계획을 

반 하여 조정가능하기 때문이다.31) 그러나 생

활 책용지 공 자격의 획일 인 강화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근본 인 책으로 보

기에는 어렵다.

4) 자경농지에 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과의 계

조세특례제한법32) 제69조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당해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액 

5억원 한도)토록 하고 있다33).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지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자가 

농보상 상자로 인정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임차농간의 이해 계가 상반되므로 양자간의 

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Ⅳ. 농보상의 개선방안

1. 농민의 자격 요건 개선

토지보상법상 농보상 상자가 되기 한 

농민의 요건34)은 ①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에서 농작물 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는 재배

하거나 ② 1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③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

치하여 농작물 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는 재

배하는 자 등이다. 

29) 류하백, 토지수용과 기본권 침해, 부연사, 2007, p.201.

30) 김 호, “도시개발사업에서 정당한 보상을 한 생활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추계종합학술 회 논문집, 한국지역개발학회, 

2010, pp.277~293.

31) SH공사는 이주  생활 책기  개정을 통해 기존의 노지 1,000㎡, 시설 330㎡ 이상에서 노지 1,000㎡, 시설 660㎡이상으로 강화하

으며 LH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의 생활 책용지 공  기 은 노지 4,000㎡, 시설 1,000㎡이상으로 SH공사보다 엄격한 

기 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3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33조(양도소득세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33) 장기용, “공용수용 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의 합리  개선방안”,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6호, pp.35～49.

34)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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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보상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

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 한 생활보상  

성격임을 감안할 때 농보상 상자로서의 농민

은 해당 농지에서의 농업을 생활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 제도에 부합할 

것이다. 행 농민의 요건은 면 에 한 규정과 

1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여 농업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은 농지 소

유자도 농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반

로 기  면 에는 미달되나 실제 농업을 생업으

로 삼고 있는 경작자가 농보상에서 배제될 가

능성이 있다. 특히, 행 법령상 농민임을 입증

하는 법  구속력이 부여된 증빙서류가 없는 

실을 감안할 때 이는 결국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

작자와의 분쟁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

으며 시설물 분할을 통한 투기  거래가 발생하

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보상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생활보상으로서의 성격에 충실하기 해서는 

농보상 상자로서의 “농민의 자격 요건”에 한 

개선이 필요하며 안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안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 하여 시행 인 농

경 체 등록 여부이다. 

농업경 체 등록제도는 경쟁력 있는 농업경

체를 육성하고 소득을 안정시키기 한 직

지불제를 시행하여 평 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하고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기 하여 도입된 제

도로서 농업경 체 등록은 법 인 의무사항이 

아닌 신고사항35)이지만 신청인에 한 일반

황과 농지  농작물에 한 정보, 직불   보

조  신청을 한 정보,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가공에 한 정보 등이 포함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지조사를 통한 확인 차

를 거치도록 하여 농업경 체로서의 농가에 

한 실질 이고 포 인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농업경 체 등록제는 2008년~2009년에 

걸쳐 일 등록 이후 상시 리를 시행하고 있는 

안정기에 어든 제도로서 농업경 체에 등록하

지 않은 자는 직 지불  지 상자에서 제

외36)됨은 물론 농업용 면세유  비료, 농약 등 

농업용 기자재에 한 부가가치세 세율 용

에서 제외되는 등의 차등을 두고 있고 국립농산

물품질 리원을 통해 장 는 허 등록을 조

사하고 있는37) 운  황을 볼 때 농보상 상

자를 농업경 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한정하

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제소득기  농보상액 산정 방

법의 개선

1) 기 시 의 명확화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의 농보상은 공

익사업에 편입된 농지의 면 에 연간 단 경작

면작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지 하는데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 에 따르면 연간 단 면 당 실

제소득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연간 단 경작면 당 실제소득 

= 농작물 총수입 ÷ 경작농지 체면  x 소득률

이 때 농작물 총수입은 체 편입농지  

농손실액의 보상 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

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

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토

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

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는 토지소유자  계인에 한 보상계획의 통

지를 말한다) 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

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

등"이라 한다) 이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

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

35)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 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를 참조함

36) 농어업경 체 육성  지원에 한 법률 제13조(직 지불 의 지 상자)

37) 농림수산식품부 “농 경 체 제도, 혜택은 가짜 농민이 챙겨” 련 언론보도에 한 설명자료(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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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에 한하여 실제소득

을 기 으로 산정한다)을 말하며38) 소득률 한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속한 연도에 발간된 소득자

료집을 말한다.39)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 에 따르면 실제소

득을 입증하는 경우의 농손실액은 사업인정고

시일등 당시의 농보상액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는데40) 이는 손실보상의 일반 인 원칙과 다

른 규정이다. 즉, 손실보상의 기 시 은 의성

립일 는 수용재결일이 원칙이며 이는 실제소

득이 아닌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 경작면 당 

농작물총수입을 기 으로 농보상액을 산정하

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용된다. 공익사업이 원

활히 시행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과 의성

립일등의 시차가 크지 않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공익사업이 최  계획과 달리 지연되어 

사업인정고시일등과 실제 의성립일등 간의 시

차가 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세한 

농민이 주를 이루는 실을 감안할 때 실제소득 

증빙자료의 확보가 더욱 어려울 수 있고 실제소

득을 통한 농보상액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한, 과거의 가격과 재의 가격간의 

괴리가 발생한 경우 재의 가격이 아닌 과거의 

가격을 기 으로 보상한다는 문제 이 있다. 따

라서, 실제소득으로 농보상을 하는 경우 사업

인정고시일등을 기 으로 재배작물  매량을 

확정하고 매단가  소득률 등은 재시 의 기

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 농보상평가로의 환

농보상을 산정의 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농보상을 문가의 단여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이 통계자료 등의 객 인 자료를 그

로 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소득을 통한 농보상은 제

출된 실제소득자료에 한 서류심사와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에 포함되지 않은 작물에 한 유사

작물의 단  소득률 용 등에 있어 상당 부분 

문가 인 단과 축 된 경험을 필요로 하므

로 평가의 상으로 환할 필요성이 있다. 농

보상 한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이 용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 인 향을 미

치는 것이므로 1994년 토지 과이득세에 한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

정을 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담당함으로써 

문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 이 제기되어 

도입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제도를 참조할 필

요가 있다.41) 

실제소득에 의한 농보상시 감정평가 역

으로의 환은 문가에 의한 가치 단을 거침

으로써 제출된 자료에 의한 획일 인 용에서 

오는 단 을 보완할 수 있으며 련 자료에 한 

지속 인 축 으로 사업지구  재배작물별 

농보상액의 편차를 이고 안정 인 농보상액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3. 생활 책용지 공 기 의 탄력  

용

농보상과 사업시행자가 공 하는 생활

책용지는 보상의 성격과 범주를 달리함을 분명

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무 으로 농보상 

련 민원은 상당부분 생활 책용지 공   자경

농지에 한 양도세감면규정과 련이 되어 있

는 실을 고려할 때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는 별개로 생활 책용지 공 기 을 사업구역의 

황에 맞게 탄력 으로 용함으로써 시설물 

분할 등의 투기  행 를 사 에 방하고, 농

보상이 생활보상으로서 실제 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8)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  제2조제1호

39)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  제5조

40)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 반

41) 이왕무·곽성남·서수복, “쟁 별 원인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공시지가 산정의 근본문제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6호, pp.234～247.



강 선 호․유 정 석  167

參 文獻

강해규, “생활권보상의 법리에 한 고찰”,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1999, 제16집.

김 호, “도시개발사업에서 정당한 보상을 한 생활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추계종합 학술 회 논문집, 한국지역개발학회, 2010.

김상설, “ 농보상의 상이 되는 토지”, 감정평가회보, 한국감정평가 회, 2005.

문형철, “손실보상에 한 연구( 농보상을 심으로)”, 단국 학교 법학과 박사학 논문, 2008.

박신, “도로의 개설로 인한 손실보상의 황과 과제-잔여지 보상을 심으로”, 토지보상법연구, 한국토지보상법연

구회, 2013, 제13집.

박용한·김진,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생활보상 고찰”,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3집.

박용한·이학동, “공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만족도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06. 제28집.

서경규·이성근, “실농보상제도의 문제 과 개선방안”, 부동산학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0, 제6집 제2호.

김정열·김종진, “택지개발사업의 주민이주 책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7집.

이상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과세상 쟁 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 제60호.

이왕무·곽성남·서수복, “쟁 별 원인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공시지가 산정의 근본문제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4, 제56호.

Ⅴ. 결 론

농보상은 생활보상  성격임을 감안할 때 

실제경작자에게 지 되어야 하며, 농보상액산

정 한 실제 재배작물에 계없이 체농지를 

구하거나 타 직업으로 환하는 기간 동안의 주

거 책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 행법상 농보상은 “농

민”에 한 자격 요건을 농지법상의 규정을 차용

함으로써 농업을 생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도 어렵지 않게 농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실제경작자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민의 자격 요건을 

농업경 체에 등록된 자 등 농업을 생업으로써 

하는 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

제소득을 기 으로 농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이론 ·법  근거에 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

더라도 실제소득 증빙의 어려움과 산정방법상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감정평가의 역으로 환

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 다. 그리고 기 시  

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 의 실제소득을 용

토록 하고 있어 손실보상의 일반원칙과 달리하

는 부분에 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을 기 으

로 재배작물의 종류  매량을 확정하고 매

단가  소득률 등은 의성립일등을 기 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시차에 따른 농보상자

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제시하 다.

농보상은 도입 시기부터 재까지 끊임없

는 논란과 함께 빈번하게 기 이 바뀜으로서 보

상 상자는 물론 사업시행자에게도 혼란스러운 

역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보상에 한 법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개별 사업(지

구)별로 임시 으로 응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농보상도 손실보상의 한 분야이고 이는 헌법

상의 정당보상의 원칙 내지 행복추구권,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 등과 맥을 같이하는 것임을 

볼 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에 해서는 극 으로 보

상하되, 사회  형평성에 반하는 투기  행 와 

과다보상 시비를 방하기 해서는 이에 한 

명확한 기 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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