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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택조합, 도시정비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공동시행의 정의, 내용, 책임 등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이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주택조합 또는 도시정비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시행을 하면 이들은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의 법리가 적용된다. 조합 법리에 따르면 조합이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조합원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건설업자가 사업 시행과 관련한 영역에서 주택조합

또는 도시정비조합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조합 또는 도시정비조합은 법에 의해 공법적 권능을 부여받은

행정주체 인데 반해 건설업자는 이러한 권능을 가지지 못한 행정주체의 보조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건설업자가 주택조합이나 도시정비조합과 공동시행을

한다고 하여도 건설업자는 이들과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건설업자의 책임에 관해 규명하려면 각 시행행위의 성질, 사업협약의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건설업자는 주택조합 또는 도시정비조합과

공동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아 사업협약을 체결하는데, 사업협약은 조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조합계약에 따른 조합원의 지위, 행정주체의 보조자의 지위,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지위,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의 지위 등 다중적인 지위를 가진다. 

건설업자는 이러한 각 계약에 따른 각 지위에 따라 책임을 지고, 모든 시행행위에

대해 시행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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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동시행을 하는 건설업자는 공동시행자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 실제로 공동시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형식적 공동시행자, 실질적

공동시행자, 외관상 공동시행자로 나눠진다. 형식적 공동시행자, 실질적 공동시행자, 

외관상 공동시행자 간에는 업무의 범위, 지위 등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책임의

정도도 달라진다.

주요어 : 공동시행, 조합, 건설업자, 행정주체, 다중적 지위, 약한 조합

학  번 : 2015-2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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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고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시행’ 방식을 선택해서 화제가

되었다.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공동시행을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동시행의 의의, 공동시행의 내용, 책임 등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책임은 어떠한지 규명이 필요하다.

행정청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합은 인가를 통해 확정된 사업계획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로서 행정처분권을 부여 받는다. 

건설업자와 행정주체인 조합이 동등한 시행자의 지위에 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행정주체인 조합과 비교할 때 공동시행을 하는 건설업자가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 행정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건설업자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업자가 조합과 조합원에게 어느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대외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동시행의 의의와 법적 성질, 사업협약의 내용, 공동시행을

하는 건설업자도 행정처분권을 가지는지 등에 관해 먼저 규명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건설업자가 어느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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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여러 개발사업법에서 공동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공동시행에 관해서만 다룬다. 주택법에서의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도시정비조합은 건설업자 외에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도 공동시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건설업자와의

공동시행에 한정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 방법과 범위를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현행 공동시행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조선시가지계획령과 최초로

공동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었던 조선토지개량령을 살펴보고,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공동시행제도의 연혁에 관해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공동시행의 의의를 시행의 개념 및 구별이 필요한 다른 용어와 비교해

살펴보고, 공동시행의 법적 성질을 민법상 조합의 법리를 활용해 살펴본다. 또한

공동시행을 하는 건설업자가 행정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

공동시행을 형식적 공동시행, 실질적 공동시행, 외관상 공동시행으로 나누어 특성을

살펴본다. 공동시행을 하는 건설업자가 시행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약한 조합’과 ‘강한 조합’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주택법의 공동시행에 관하여 공동시행시 업무, 사업협약의 법적 성질

및 내용을 통해 살펴 본 후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와 실질적 공동시행의 특성 등을 논한다. 

제5장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공동시행에 관하여 공동시행시 업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형식적 공동시행이 가능한지, 공동시행시 건설업자의

선정시기 등을 통해 살펴보고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어떠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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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지와 마지막으로 공공지원과 공동시행에 관하여 논한다. 

제6장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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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동시행 제도의 연혁

제1절. 서론

현행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동시행의 연혁과 관련해서, 최초로

조선토지개량령에 공동시행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해방 이후 공영주택법과

도시계획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공동시행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이후 여러

차례의 전면개정, 개정으로 공동시행제도가 도입 및 수정되는 과정을 거쳤고

현재의 규정에 이르렀다. 현재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동시행제도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대부분은

해석에 맡겨져 있고, 해석을 통해 공동시행에 관해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동시행 제도가 도입 및 개정된 취지 등 연혁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제2절. 조선토지개량령, 조선시가지계획령의 공동시행

조선토지개량령 1 에 따르면 사업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수리조합이 토지개량시행자가 될 수 있다(제6조). 그리고 다수의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이들은 ‘공동시행자’이고, 공동시행자는

사업을 위한 채권·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제11조). 

조선시가지계획령 2 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행정청만이 시행자이고, 예외적으로

조선총독이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사업의 일부 집행을 명하는 경우에만 행정청

아닌 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제3조).

                                        
1 [시행 1928. 7. 1] [조선총독부법령 제16호, 1927. 12. 28. 제정]

2 [시행 1934. 6. 28] [조선총독부제령 제18호, 1934. 6. 2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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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택법의 공동시행 연혁

Ⅰ. 공영주택법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3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와 협의해 공영주택을 건립해서 저소득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공영주택법이 1963. 11. 30.에 제정되었다. 공영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라고 명명되었는데 4 ,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만이 사업주체가 될 수 있고 민간은 사업주체가 될 수 없다. 

사업주체는 공영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공영주택법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만을 사업주체로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영주택법은 1972. 12. 30.에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Ⅱ. 주택건설촉진법

1. 제정과 사업주체

공영주택법이 폐지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이 1972. 12. 30.에 제정되었다.

공영주택법에 따라 정부는 자금을 대부 또는 보조해 무주택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제정시보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일정한 수의

공영주택이 공급되자 무주택 국민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방안이 필요해졌고, 이에 공영주택법이 폐지되고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도 공영주택법과 동일하게 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라고

명명되었고 종래 공영주택법에서 사업주체였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외에

                                        
3 공영주택법 제12조는 공영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저소득자에 한하며 입주자의 선정

방법은 공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4

공영주택법 제2조에서 사업주체를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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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기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주체로 들어왔다 5 . 민간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사업주체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도지사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을 할 수

있었다(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2. 공동시행의 도입

주택건설촉진법이 1978. 12. 5.에 개정되면서 새로운 사업주체로 동법 제6조에

의해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추가되었고, 1980. 1. 4.에 개정시에는 주택조합이

새로운 사업주체로 등장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1987. 12. 4.에 개정되면서

제33조의 4 및 제44조가 신설되어 공동시행에 관한 규정이 처음 들어왔다. 

주택건설촉진법 (87. 12. 4. 개정)

제33조의4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토지소유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③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먼저 도시지역의 자투리 땅과 유휴지를 택지로 활용하여 주택난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러한 토지의 소유자도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의 사업추진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조합이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을 해야 했다. 

                                        
5

1972. 12. 20.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의 제2조



7

주택건설촉진법은 2003. 5. 29.에 전면 개정되면서 법제명이 주택법으로 바뀌었다. 

Ⅲ. 주택법

변화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택건설촉진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할 필요성이 생겨났고 이에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법제명이 바뀌고 2003. 5. 29.에 전면 개정되었다.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공동시행에 관한 내용을 제10조에 아예 별도로 두었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과 토지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정의했다. 공동사업주체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간의 협약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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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재개발 재건축사업 공동시행 연혁

Ⅰ. 도시계획법

1. 도시계획법의 제정

도시계획법은 1934. 6. 20.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대체하기 위해 1962. 1. 

20.에 제정되었다. 건국과 더불어 도시계획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는데, 광복

전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일정시의 법령이라는 점 이외에도 시일의 경과로

도시계획법이 제정될 당시의 상황과는 맞지 않은 점이 있었고, 이에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대체할 신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결국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도시계획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1962. 1. 20.에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행정청만이 시행자가 될

수 있었고 예외적으로 국토건설청장이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사업의 일부 집행을

명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2. 민간의 재개발사업 도입

도시계획법은 1971. 1. 19.에 전면 개정된다. 국가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어 도시주변에 많은 인구가

집중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고 무분별하게 개발돼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야기되었는데, 기존의 도시계획법으로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량지구의 도로를 정비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등 재개발사업을 실시해 쇠퇴한 도시기능을 되찾게 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되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들로 구성된 조합 또는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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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대신 사업시행을 하려면 재개발 구역 안의 토지의 총면적 및 건축물의

연면적의 각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 후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개발법에 독립적으로 규정되게 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있던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1976. 12. 18. 개정시 삭제되었다.  

Ⅱ. 도시재개발법

1. 도시재개발법의 제정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도시집중과

건축물의 불량, 노후화 및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며 종래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던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개정 보완해 단일법에 규정하기 위해 도시재개발법이

1976. 12. 31.에 제정된다. 

1976. 12. 31.에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해야 하고 이들이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도

시행하지 않거나 긴급하고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었다(법 제9조, 제10조, 제1조). 즉 민간사업자의

재개발사업 시행은 긴급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가 모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해서 민간사업자의 재개발사업 시행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2. 공동시행자의 도입

도시재개발법이 1995. 12. 29.에 개정될 당시 공동시행자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고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95. 12. 29. 개정된 도시재개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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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95. 12. 29. 

제8조 (토지등의 소유자의 시행) ①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의 소유자"라 한다)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한다. 

②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후 2002. 12. 30.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재개발법은

폐지되었다.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의 제정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는데,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짐에 따라 이를 보완해 일관성 있는 단일 통합법을 제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시정비법이 2002. 12. 30.에 제정되었다.  

이때 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 7 과 함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은 건설업자와 공동시행을 할 수 없었고, 시장·군수 또는

                                        
6

이하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7 여기서 주택공사 등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2002. 12. 30. 제정된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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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등 과만 공동시행을 할 수 있었다. 

2. 건설업자와의 공동시행

도시정비법이 2005. 3. 18.에 개정되면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8와의 공동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노후불량지를 개선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단독으로 사업

진행하면 자금조달 및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므로 이를 보완하여

사업초기부터 자금 조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법 제8조 제1항).

그러나 재건축 사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시장, 군수 또는 주택 공사 등과 공동시행

할 수 있도록 했다. 

3. 공동시행의 확대

2015. 9. 1.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비로소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행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외에 건설업자와도 사업을

공동시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서도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이전에 공동시행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건설업자가 사업초기부터 사업에

개입할 수 있다.  

2017. 8. 9.에 개정되어 2018. 2. 9.에 시행될 예정인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해 조합이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시행 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

공동시행이 가능하다(법 제25조). 

도시정비법 (17. 8. 9. 개정, 18. 2. 9. 시행예정)

                                        

8 이하에서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건설업자’라고만 표기한다(단 제4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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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②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군수등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나.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제25조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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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동시행 일반론

제1절. 공동시행의 의의

Ⅰ. 시행의 의의

1. 시행과 시행자의 의미

(1) 시행의 의미

최소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인허가를 받는 행위,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인가 받은 사업계획에 맞게 시설물을 건축하는 행위, 

분양행위, 완성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정리를 완료하는 행위 등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필요하다. 개발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이러한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조정 및 계획해서 이끌어나가는 것을

‘시행’이라고 한다9. 개발사업법에 시행의 정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행’이

어떤 의미인지는 각 개발사업법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사업을 종합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행위를 ‘시행’이라고 한다. 

(2) 시행자의 의미

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써 자신의 토지에 일정한 구조물인 건축물을

만들어 내는 건축법상의 건축주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10 . 건축주와 유사하게

시행자는 종합적으로 개발사업을 책임지고 완성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9

김종보, 시행과 시공의 구별-종합공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의 위헌성, 행정법연구

제26호, 2010, 65면
10 김종보, 시행과 시공의 구별-종합공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의 위헌성, 행정법연구

제26호, 2010,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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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주무관청이 하는 각종 인허가의 상대방이 되므로, 시행자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사업계획 인가 등 각종 인허가, 최종 준공인가 등을 받는다. 그 외에

주무관청과 협상이나 대응이 필요하면 시행자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등

주무관청과의 관계에서 시행자는 각종 인허가 처분과 업무의 상대방이 된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의 비용이 필요한데 시행자가 직접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시행자는 금융기관과 PF계약 등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의 차주로써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대여받아 사용한 후에 다시 대여금을 상환해야 한다. 

시행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하지 않고 시공할 자를 선정해

시설물을 건축하도록 하기도 한다. 이 때 시행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물리적으로 시설물을 건축하는 자를 시공자라고 한다. 시공계약은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시공자는 시설물을 완성하고 시행자는 그 계약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즉, 시공자와의 관계에서 시행자는 도급인의 지위에서 공사비를 지급하고

시공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물리적으로 시설물을 건축하고 약정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받는다. 

시행자는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시행자는 분양계약에 따라 시설물을

완공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수분양자에게 공급해야 하고 수분양자들은

시행자에게 약정된 기한에 따라 분양대금을 지급한다. 즉 수분양자들과의 관계에서

시행자는 분양계약의 매도인으로 시설물을 건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2. 시공과의 구별

(1) 시공의 의미

사업계획서을 작성하고 토지를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행위는 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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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시설을 만들어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행위이다. 시설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개발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행위라 볼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시설물을 만들어 내는 행위가 ‘시공’이다11. ‘시공’은 물리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만을 일컫고 토지소유권 확보 및 자금조달이나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다른 행위와 구분된다. 

(2) 구별의 어려움12

시행과 시공은 개념적으로는 명확히 구별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행태로

인해 구별이 어렵다. 통상 도급계약에는 물리적으로 시설물을 건축하는 행위 외에

시행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된다. 시설물을 건축하는 행위 외에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분양 등의 시행 행위에 시공자가 관여할 수 있도록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명목상으로 시공자라고 불리는 자가 시행행위까지 하게

되므로 시행과 시공의 구별이 어려워 진다.

(3) 시행에 포함되는 시공

개발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조정 및 계획해서

이끌어나가는 것을 ‘시행’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행안에 물리적으로 시설물을

건축하는 ‘시공’도 포함되는지가 의문이 든다. 시공은 시공능력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데, 시행에 시공이 포함된다고 하면 시공능력을 갖추지 않은 자는 시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시공능력을 갖추지 않은 주택조합이나 도시정비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게 된다. 

넓은 의미에서 개발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본다면 시공도 개발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 중에 하나이므로 시행에

                                        
11

김종보, 시행과 시공의 구별-종합공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의 위헌성, 행정법연구

제26호, 2010, 65면
12 김종보, 시행과 시공의 구별-종합공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의 위헌성, 행정법연구

제26호, 2010,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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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은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행자가 반드시 직접 모든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해도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시행의

범위 안에는 시공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유사행위와의 구별

(1) 대행과의 구별

대행이란, 시행자가 특정인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의 범위에

포함되는 업무 중 일부를 특정인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임계약 체결시

시행자는 위임인, 계약의 상대방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고, 도급계약 체결시

시행자는 도급인, 계약의 상대방은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 계약의 상대방은 각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중개업자, 등록사업자 등이 주택조합의 업무를 일부 대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이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에 따라 시행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일정 보수를 받고 계약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기로 한다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행자가 사업에 대한 종국적인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지므로 시행자가

사업의 손실이나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가져간다. 

대행을 하면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대행을 한 자는 채무불이행 등 계약에 따른 책임은 질 수 있지만 사업의 성패에

다른 책임이나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대행한 업무의 법적

효과도 대행을 한 자가 아닌 시행자가 받게 된다는 점에서 시행과 대행은 구별된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을 한 자는 계약상

효력을 받고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그 인가의 효력은 시행자가 받는다.  

(2) 시행자문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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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대행하는 정도에 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나, 시행자가 시행업무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것이 시행자문이다. 시행 업무의

수행은 시행자가 하되 시행자가 업무를 용이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3자가 적절한 조언과 지도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시행자문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행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가 어떠한지, 

어떤 점에 유의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중개업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언을 하기로 하면 시행자문을 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시행자문에 따라 받은 의견에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어 시행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시행자는 시행자문을 참고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다. 시행자가 자문에 따라 시행업무를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법률적인 효과는 시행자가 받는다. 시행자문이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시행’이

잘못된 경우 시행자문을 한 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계약상 책임을

지는 것이지 ‘시행’ 자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3) 시행지원, 시행보증과의 구별

대행이나 자문을 하는 외의 방식으로 시행자의 시행을 도와주는 것이 시행지원과

시행보증이다. 시행지원과 시행보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을 할 때 향후 시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공자를

‘시공예정사’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시행지원이나 시행보증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형건설사를 시공예정사로 표시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조합원 모집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데, 조합원

모집이라는 시행행위를 좀더 용이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시행지원’이다. 하지만 만일 시공예정사로만 표현하는 것 외에

대형건설사가 사업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는 것과 같은 오인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 던지 하여, 대형건설사가 자신의 능력과



18

신용으로 이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시행사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면 시공자가 책임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보증’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행자가 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 시공자가 시공자로서 함께 날인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날인을 하는 것도 시행지원이나 시행보증의 의미를 가진다. 

굴지의 시공자가 시설물을 건축한다는 것을 대중에게 고지하여 분양을 좀 더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분양계약서에 시공자가 시공자로서 날인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분양행위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시행지원’ 행위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분양광고, 모델하우스에서의 설명, 시공자가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분양대금을 관리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시공자가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조성되고 시공자로서 날인까지 한다면 시행보증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업 시행시 소요되는 자금 충당을 위해 사업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시행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에는 신용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제3자의 신용보강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한다. 주로 건설업자가 책임준공, 채무인수, 연대보증 등 보증을

제공하기로 금융기관과 약정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금융기관에 이러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시행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시공자가 책임지고 준공을 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신 변제해야 하기도 하므로 시행지원을 넘어서서 시행보증이라 볼 수

있다.  

시행지원 또는 시행보증을 하는 자는 시행지원이나 시행보증으로 인한 계약상 책임

등의 일반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다. 하지만 시행으로 인한 효력을 직접 받거나

책임을 직접 지지 않으며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는 하지만 시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행과 구별된다.

Ⅱ. 공동시행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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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공동시행’이라고 한다13. 이러한 공동시행을 하는 자를

주택법에서는 ‘공동사업주체’라 지칭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공동시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각 법 별로 그 명칭은 다를 수 있으나 큰

틀에서 그 의미는 다르지 않다. 다만 각 개발사업법에서 ‘공동시행’의 내용이

어떠한지, ‘공동’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어디까지를 공동시행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공동시행시 행정주체인 조합의

시행권한을 건설업자가 행사할 수 있는지, 공동시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13 김종보, 시행과 시공의 구별-종합공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의 위헌성, 행정법연구

제26호, 2010,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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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동시행시 지위

Ⅰ. 공동시행과 행정주체

1. 행정주체인 주택조합과 도시정비 조합

(1) 공법상 사단

행정주체란 법률에 근거한 공법상 권리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정을 행하는 자이다 14 . 행정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의 법인, 

공무수탁사인으로 구분되며 공법상 법인으로는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공법상

영조물 법인, 공법상 재단이 있다 15 . 공법상의 법인인지 여부는 설립의 근거법을

기준으로 해당 법률이 특정한 단체의 설립을 규정하고 관련 사무의 수행을 맡기고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16.

공법상 사단(공공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결성된 사람의 결합체에 공법상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로17, 공법상

사단(공공조합)은 단체의 설립목적 및 취급업무의 성질 및 내용, 권한 및 의무, 

임직원의 공무원성 여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행정쟁송절차로 다투는지 여부, 

경비의 강제 징수 등 강제적 권능, 단체의 의결 취소와 같은 특별한 행정적 감독

등으로 사법인과 구별할 수 있다. 주택조합과 도시정비조합은 사업의 시행을

                                        
1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4, 100면
15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에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는 바 특

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 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특별한 감독 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인 특수행정조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16

이원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의 행정청, 저스티스 제68호 2002, 190

면
17 정영철, 행정조직법상 행정주체로서의 공공단체의 기준과 범위,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

학연구원 제26권 제4호, 2016. 12, 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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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해당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단체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 받은 공법상

사단(공공조합)에 해당한다.18

(2) 공법적 능력

조합이 행정주체로서 공법적 권능을 가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그 외의 부분에서는 민법상 사단법인, 비법인사단의

법리가 적용된다. 판례도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 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다' 라고 보아 조합이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특정 범위

내에서만 공법적 능력을 가진다고 하였다19.  

2. 행정주체의 보조자인 건설업자

(1) 행정주체의 보조자의 지위

공동시행시 조합은 행정주체로서 시행권한을 행사하고 건설업자는 ‘행정주체의

보조자’로서 조합의 시행행위를 돕는다고 보아야 한다. 실질적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만이 근거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행정주체로서 시행권한을 부여

받기 때문에, 건설업자는 행정주체의 보조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형식적

공동시행을 한다고 해도, 건설업자는 행정주체의 보조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8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을 통해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

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여 공법상 사단임을 인정했다.
19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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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본래 조합의 부족한 시행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동시행을 도입했으며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권한, 사업비용의 징수 등의 시행권한의 대부분이 조합원과

관련되어 있어 법 상 조합이 위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업자가 토지

수용, 인허가 등의 시행행위로 인한 공법적 효력을 직접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건설업자는 행정주체가 아니고 행정주체인 조합의 시행행위를 돕는

보조자라고 보아야 한다.

(2) 보조행위의 효과

건설업자는 행정주체의 보조자로서 조합의 능력을 보충하지만, 조합의 공법적 권능

행사와 관련해서 공법적인 효과를 직접 받지 않고 건설업자는 시행자로서의 책임이

아닌 보조자로서의 법적인 책임을 질 뿐이다. 예를 들어 건설업자는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토지소유권 확보, 관리처분계획 작성 등의 단계에서 계획서

작성업무를 돕거나 자문, 지원 등의 행위를 하는데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이런

보조행위를 수행할 의무를 지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에 약정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조합에게는 약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지고 조합원이나 제3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현행 공동시행 제도의 모순점 및 개선

현재의 공동시행제도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사업시행자’라기 보다는 ‘사업시행자의

보조자’, ‘행정주체의 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공동시행’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조합과 건설업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시행을

공동으로 하고 시행행위에 대한 책임도 연대하여 져야 하는 것처럼 오인될 여지가

있다. 

현행 공동시행 제도는 ‘공동시행’ 제도라기 보다는 ‘사업시행의 보조자’ 제도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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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제도를 ‘사업시행의 보조자’제도로 수정해서 제도의 명칭이 내용과 실질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조합과 건설업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동시행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건설업자가 개발이익에 참여하고

행정주체로서 공법적 권능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시행’ 제도를 ‘공동시행

보조자’제도와 별도로 두어야 한다.  

Ⅱ.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1.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공동시행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를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또는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의미한다. 단지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것을 약정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0 . 조합원이 반드시 현물로만 출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사업의

완수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시행 할 것을 공동사업의 협약을 통해

약정하므로 공동시행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시행자에 관해서 각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법리가 적용된다.

2. 조합 법리의 적용

(1) 조합계약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조합원 간에 상호 출자나 업무 분담 등에 관하여

약정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한다.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에도 시행 업무에 관하여

공동사업의 협약을 체결한다. 이 약정에 따라 공동시행자 내부적으로 업무를

                                        
2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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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해 사업을 시행하는데, 각 개발사업법에서는 사업협약의 내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 개별법령에 따라 일정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2) 법률행위 당사자

조합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어 조합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법률행위를 할 때에 업무집행조합원이 대표자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없다면 조합원 모두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에도 공동시행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대표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판례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와 공동시행을

하기로 하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매도인이 되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는 민법상 조합이고

아파트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청구권은 조합체의 재산이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다21.

(3) 대외적인 책임과 한계

조합의 채무는 각 조합원이 내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므로 조합채권자는 그

채무가 불가분 채무이거나 연대채무라는 특약이 없는 한 각 조합원에게 채무

전부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청구하거나 이를 알지

못하면 각 조합원에게 균일하게 청구할 수 있다 22 . 그런데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수인이고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이다(상법 제57조 제1항). 이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상행위를 하면서 채무를 부담하면 이러한 조합채무는 연대채무가 된다. 따라서

조합원들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시행행위로 인해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2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22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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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연대채무인 것이다.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했다면

사업시행이라는 상행위를 위해 사업비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공동시행자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공동시행자 중 1인이

시행행위를 하면서 조합전체를 대리하여 행위를 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23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공동시행을

한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합의 일반적인 법리가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각 개별법, 사업협약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공동시행을 하는

건설업자는 개별 개발사업법의 규정, 사업협약의 내용 등에 따라 다중적인 지위를

가지므로 각 지위에 따른 책임을 진다. 건설업자가 다중적인 지위에 따라 어떠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지는 제4장과 제5장에서 구체적으로 논한다. 

                                        
23 상법 제48조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

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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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동시행의 범위

Ⅰ. 범위 확정의 필요성

앞서 논한 바와 같이 공동시행을 하면 건설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으므로 건설업자가 단순 시공자의 지위에 있거나 대행이나 자문을 하는 경우와는

‘책임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의 책임의 범위 및 한계를

설정하는 전제가 되므로 어디까지를 ‘공동시행’으로 볼 것인지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공동시행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형식적 공동시행, 실질적

공동시행 그리고 외관상 공동시행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Ⅱ. 형식적 공동시행, 실질적 공동시행, 외관상 공동시행

1. 의의

공동시행을 하는 것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공동시행자로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형식적 공동시행’과 ‘실질적 공동시행’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시행을 하는

내용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공동시행자로 등록을 했다면 ‘형식적 공동시행’이고 반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시행을 하고 있다면 그

실질이 공동시행이므로 ‘실질적 공동시행’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실제로 공동시행을 하지 않으나 공동시행을 하는 것으로 등록을 하거나 또는

인가를 받으면 '외관상 공동시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외관상 공동시행은

실질은 공동시행이 아닌데, 시행업무에 대한 보증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공동시행의 외관을 갖춘다. 예를 들어 주택법 상 주택조합이

시행자로서 시행업무를 하면서 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시행 지원 또는 보증을

목적으로 공동시행자로서 등록 또는 인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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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는 시행지원 또는 보증을 목적으로 주택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공동시행자로 등록 또는 인가를 받는다.

2. 형식적 공동시행

개발사업법에서는 공동시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공동시행이 무엇인지 공동시행자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건설업자가 사업 초기부터

완수시기까지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는 방식으로 공동시행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행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한정되어 있거나 미미한 경우도 있어, 

형식적 공동시행이라고 해도 양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역할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동시행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책임을 부과하더라도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실질적 공동시행

실질적 공동시행은 개발사업법상 시행과 시공의 의미가 분명하게 나뉘고 있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발생한다. 시행과 시공은 개념적으로는 명확하게 나눌 수

있지만 개발사업법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시공의 의미에 관해서는 아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 운용 과정에서 시행과 시공이 혼용되어 사용된다. 

때문에 대부분 시공자가 사업초기부터 시행자의 역할도 일부 수행한다. 물리적으로

시설물을 건축하는 행위 외에,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과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계획 작성 단계에 관여하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각종 인허가나 분양 등의

단계에서도 깊숙하게 관여하여 좀더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자가 시공자로서의

책임만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실질이 공동시행임에 중점을 두어 책임을

부과한다고 해도, 형식적 공동시행과는 달리 외관상으로 공동시행임이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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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지 않아 책임을 지는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4. 외관상 공동시행

외관상 공동시행시 건설업자는 시행보증 또는 시행지원을 할 의사만을 가지고 있고

공동시행을 하며 책임을 질 의사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건설업자의 내심의 의사는

외부로 표시되지 않으며 공동시행의 외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3자의 보호를

위해 공동시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외관상 공동시행을

하는 건설업자는 공동시행을 하는 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외관상 공동시행은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의 손익을

부담하거나 사업 수익을 정산하기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대외적으로 무조건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대외적으로 보아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사업주체라는 사실 외에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등록사업자가 시행자로 날인을 한 경우이다. 건설업자가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면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비용을 지출했다면, 주택조합이나

도시정비조합과 같은 본래 사업의 시행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지분제 시공계약과 공동시행

1. 지분제 시공계약의 의의

시공계약은 공사비 지급방식에 따라 도급제와 지분제로 나뉘는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면 도급제이고 수급인이 공사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공이익으로 지급받기로 하면

지분제이다24. 

                                        
24

김종보, 지역조합 사업주체의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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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시행의 성격

지분제 공사계약의 내용은 크게 시설물의 건축과 공사비의 지급 두 가지로 나뉜다. 

건설업자가 시공자의 지위에서 물리적으로 시설물을 건축하는 부분과 관련된

계약내용은 ‘시공’계약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한편 사업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비를 시공자가 투입하고 사업 수익을 통해 회수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시행’의 성격을 가진다. 즉 공사비를 지급받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을 얻으므로 공동시행의 성격을 가진다 25 . 지분제가 공동시행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공동시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실질적

공동시행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분제와 도급제의 혼합

공사비의 일부는 도급제로 지급받기로 하고, 일부는 지분제에 따라 지급받기로

약정해서 공사계약에 지급제와 도급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도 한다. 도급제와

지급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시공계약에서도 공사비를 지급받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동시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만 도시정비조합이 위험을 좀더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론

지분제 시공계약은 공사비를 지급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공동시행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시공계약에서 시공자가 시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고

있다면 공동시행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공사비를 지급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공동시행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은 시공자가 공동시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된다. 

                                                                                                                       

2007, 182면
25 김종보, 지역조합 사업주체의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4호), 

2007,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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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강한 조합과 약한 조합

Ⅰ. 구분의 실효성

시공자가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또는 관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조합을

‘강한 조합’과 ‘약한 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 26 . 단순 시공자는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시공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강한 조합’, ‘약한

조합’으로 나누는 이러한 분류가 의미가 없다. 하지만 공동시행을 한다면

건설업자가 사업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건설업자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가 의미 있을 것이다.

건설업자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사업초기부터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조합의

역할이나 영향력 행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약한 조합’이 된다. 반면 건설업자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핵심적인 행위는 조합이 직접 수행하면 ‘강한

조합’이라 볼 수 있다. 약한 조합, 강한 조합인지 여부는 형식적 공동시행을 하는지

실질적 공동시행을 하는지 여부와 함께 건설업자의 책임과 한계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Ⅱ. 강한 조합(도시정비 조합)과 책임

1. 강한 조합으로서의 특성

도시정비법이 제정될 당시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고, 여러 번 개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시정비법이 2006. 5. 24.에

                                        
26 김종보, 지역조합 사업주체의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법 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4호), 

2007,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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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면서 도시정비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시공자 선정 이전에는 건설업자가 조합의 시행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관여한다고 해도 조합 설립동의서의 징구나 총회 참석을 독려하는

등의 간접적인 간여에 그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때문에 도시정비조합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고 건설업자는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는 방향으로 행위를 하게 되었다.

또한 공동시행자 선정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어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서

초기부터 관여할 수 있다 해도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조합

총회의결을 받아야 하고, 공공성이 높은 도시정비 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여러 제한을 받고 있어 건설업자가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은 주로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조합원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들이다(도시정비법 제24조). 예를 들어 정관의 변경, 자금의 차입,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조합원 별 분담내역,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 주로 정비사업비나 조합원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들은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정관으로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의 경우도

총회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공동시행자가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도시정비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관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경우

사업 초기단계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두고 있어서 건설업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2. 건설업자의 책임과 한계

건설업자는 조합의 시행행위를 도와주는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도시정비조합과 동일하게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공동시행을 하더라도

도시정비조합은 강한 조합이어서 건설업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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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건설업자가 지는 책임의 범위가 제한되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Ⅲ. 약한 조합(주택조합)과 책임

1. 약한 조합으로서의 특성

주택법에 시공자나 공동시행자의 선정시기에 관한 제한이 없어 조합의 설립 초기

단계부터 건설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클 수 밖에 없다. 주택조합의

형성과정에서부터 건설업자의 역량에 의존하기도 하여 당연히 건설업자의 입김이

세지고 관여 정도가 커졌다. 공공성이 높아 규제의 필요성이 큰 도시정비사업과는

달리 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자율성이 좀 더 존중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총회의결 사항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도시정비사업에 비해 제한을 덜 받고 있다. 

이러한 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건설업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 주택조합이 반드시 총회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 정한 사항 및 정관으로 정한 사항이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서

반드시 총회의결을 받아야 할 8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에

비해서는 완화되어 있다. 또한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총회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정관의 작성시에 공동시행자가 관여하므로 실효성이 적다.

2. 건설업자의 책임과 한계

주택조합은 약한조합으로 건설업자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건설업자의 책임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공동시행을

하면서 등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면 조합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여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과(주택법 제11조 제4항), 건설업자가 업무를 대행하면서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주택법에 두었다(주택법

제11조의 2 제3항).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건설업자가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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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다고 해도 본래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을 보조하는 ‘행정주체의 보조자’의

역할에 그치므로 조합과 동일·유사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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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택법의 공동시행

제1절. 공동시행과 공동사업주체의 의의

Ⅰ. 공동시행의 의의

주택법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이다.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 마지막으로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때이다. 특이한 점은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려 하거나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려면 ‘등록사업자’와만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27 ’ 외에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와도 공동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공동시행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시행 제도는 사업시행능력이 부족한 주택조합 등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주택법에 따라 공동시행을 할 수 있는 주택조합, 

토지소유자, 고용자는 개발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가 아니어서 시행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능력을

보충해 줄 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동시행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등록업자가 공동시행을 한다고 해도 주택조합 등과는 그 역할과 책임이 다를 수

밖에 없다.

Ⅱ. 공동사업주체의 의의

1. 사업주체의 의의

                                        

27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업자와 공동시행을 할 수

있는데, 제4장에서는 편의상 ‘등록사업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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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의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사업주체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주택법에서는 시행자 대신에 ‘사업주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주택조합도 주택법 상의 사업주체에 속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에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나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업자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사업주체가 된다. 이하에서 사업주체에 관해 서술하는

부분은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와의 공동시행에 한정해 논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2. 공동사업주체의 의의

공동사업주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공동’ ‘사업주체’라는 점에서

사업주체가 행할 업무를 분담하거나 공동으로 행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을 하기로 하면 공동사업주체라고 지칭해야

하는 주체가 주택조합 등과 등록사업자 둘 모두인지 아니면 주택조합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한 등록사업자인지가 의문이 든다. 둘 모두를 지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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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한다면 주택조합 등도 공동사업주체라고 부를 수 있고, 등록사업자만을

지칭하는 것이라 한다면 주택조합을 공동사업주체라고 부르기 어렵다.

주택법 제5조를 보면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라고 하고 있어, 주택조합 등과 등록사업자 모두를 공동사업주체로 지칭한다.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둘 모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아야 한다.

3. 공동시행의 유형

공동사업주체는 공동사업주체로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고 공동사업주체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형식적 공동사업주체’, 공동사업주체로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주체로서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실질적 공동사업주체’, 그리고 공동사업주체로서 등록 또는 인가를 받았으나 실제

공동사업주체로서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은 ‘외관상 공동사업주체’로 나눌 수 있다. 

실질적 공동사업주체의 경우 별도로 다루게 될 것이므로 이하에서 공동사업주체라

함은 형식적 공동사업주체를 전제로 한다. 외관상 공동사업주체는 제3장에서

다루고 있고 제4장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Ⅲ. 복수의 등록사업자

주택법은 공동사업주체와 관련해서 ‘등록사업자’라는 단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복수의 등록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사업주체가 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과

같이 보인다. 하지만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시행 및 시공 능력이 부족한 주택조합의 능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조합의 능력을 보충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간다는

취지에 부합한다면 복수의 등록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동사업주체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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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또한 등록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이루는

경우에도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시공능력은 갖춘 것이고, 컨소시엄을 통해 각

등록사업자들에게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시행을 도입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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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동사업의 업무 일반

Ⅰ. 공동사업주체의 업무

1. 주택법 규정

등록사업자의 책임에 관해 논하려면 등록사업자의 업무에 관해 살펴보아야 한다. 

공동 사업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고 공동사업주체의 사업협약 및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규정만이 있어 공동사업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공동사업주체는 사업주체의 업무를 ‘공동'으로 한다는 점에서 먼저

사업주체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보고, 공동사업주체인 건설업자가 이러한

사업주체의 업무를 어떤 범위 내에서 담당하는지 논한다. 이하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주요 업무이다.

2. 주요 업무

(1) 조합원 모집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먼저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다. 다만,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의 3). 

(2)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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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주택법 제11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다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주택법 제21조 제1항).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시작할 때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경우 법원의 승소판결(확정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을 받거나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 합의가 된 경우에만 공사 착공이

가능하다(주택법 제21조 제2항). 즉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부터 공사 착공

및 그 이후 단계까지 계속적으로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주택조합설립인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을 건설하려는 대지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사업계획서, 조합원들이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해야 하는데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 탈퇴,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조합규약, 사업계획서 등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4)사업계획승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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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주택법 제15조). 이러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사업계획승인 도서를 작성한다.

관련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 인가·허가를 의제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인허가가 의제되는 사항의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인허가가 의제되는 사항과 관련한 관계 서류 또한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제출해야 하는 관계 서류는 절차의제설에 따라 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실체에 관해 심사할 때 필요한 서류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승인을 해주면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등 일정한 승인 조건을

부가하기도 하는데, 이런 조건이 부가되면 조건의 이행도 사업주체가 해야 한다.

(5)사업비 조달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업주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그 이익도 취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업비용 조달도 사업주체가 해야 한다. 

사업비용을 PF로 조달하면 사업주체는 대출계약의 채무자가 되며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6)착공 신고 등

사업주체는 공사를 시작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하고(주택법

제16조 제2항), 감리자격이 있는 자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주택법 제43조). 사업주체는 그 밖에 주택건설기준,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등의 건설기준 등에 부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해야

하고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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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모집 등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을

공급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해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주택법 제5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서류를 제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모집 해야

한다.  

(8)사용검사

사업주체는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49조). 

사업주체가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 사용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했고 사업계획승인조건을 미이행 했다는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검사 후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3. 주택조합의 업무와 시공

원칙적으로 시행자의 업무에 시공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주택법은 일정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등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시공을 할

수 없도록 시공을 제한하고 있다(주택법 제34조 제1항). 주택조합은 시공 능력을

갖추지 못하므로 필연적으로 시공을 담당할 시공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주택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주택조합의 업무에 시공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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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주택법

제33조) 주택조합도 사업주체이고 착공신고와 사용검사의 담당주체가

주택조합이라는 점에서 주택조합의 업무에 시공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공이 자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주택조합은 시설물의 공급 및

시공과 관련해서 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책임을 진다. 즉 주택조합은 시공

능력이 없어 시공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 중 하나인 시공을 담당할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시행의 범위에 시공도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시행자가 시공을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행자가

자신이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도급을 주면, 시행자는 자신의

업무를 시공자를 통해 대신 수행하므로 시공자는 일종의 민법상 이행보조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등록사업자 업무의 한계

1. 보조자의 지위에서 오는 한계

위와 같은 사업주체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 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는

사업협약을 통해 약정하는데, 모든 내용을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행정주체의 보조자’라는 등록사업자의 지위로 인한 한계가 있다.

주택조합은 행정주체로서 공법적 권능을 행사 할 수 있으나 등록사업자는

‘행정주체의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시행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공법적

권능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한 행위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 조합원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는 주택조합만이

할 수 있고, 등록사업자는 주택조합이 공법적 권능을 행사할 때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동시행을 한다고 해도 등록사업자는 주택조합이 공법적 권능을

행사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사업주체로서 업무를 담당 할 수 없고 책임을 지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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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상 한계

공동사업주체 간에는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라야 한다(주택법 제5조 제4항). 협약에는

대지 및 주택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공동사업주체는 위의 내용을 담은 협약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16조). 공동사업주체는

사업협약에 위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완전히 자유롭게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업무대행 규정에 따라(주택법

제11조의 2) 특정업무는 등록사업자가 업무 ‘대행’만을 할 수 있고 사업주체로서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 

3. 소결론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는 공동시행에 관한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업무 내용 및

분담에 관해 정한다. 등록사업자가 행정주체의 보조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오는 한계와 주택법 규정에 따른 한계가 존재하므로 사업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러한 제한 범위 내에서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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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업협약

Ⅰ. 법적 성질

1. 검토의 필요성

사업협약이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법적으로 가지는 지위가 달라지고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지는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지위에 따라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사업협약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은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책임을

논의하는 전제가 되므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2. 공법상 계약

(1) 공법상 계약의 성격

공동사업협약에는 주택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내용과 그 밖의 내용도 함께 담기는데, 

주택법령에 따라 협약에 포함된 내용은 법령의 수권을 받은 것이므로 공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8 . 따라서 주택법령의 수권을 받은 부분인 ‘대지 및

주택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은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 외의 부분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주체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일반적인 민사 계약으로 볼

수 있다.

(2) 사업협약의 명칭이 ‘공사도급계약’인 경우

                                        
28 김종보, 지역조합 사업주체의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4호),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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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협약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공동사업주체의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명칭을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하여도 공동사업주체의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사업협약이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택법령의 수권을 받아

약정한 부분은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3. 조합계약

공동사업주체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각 공동사업주체는 조합원이라고 볼 수 있다. 

조합원들 간에 업무의 분담 등에 관하여 조합계약을 체결하는데, 공동사업협약도

조합원들간의 업무 내용 및 분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은

조합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 혼합계약

사업협약 중 주택법령의 수권을 받은 부분은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조합원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조합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등록사업자가 행정주체의 보조자로서 시행업무를 대행하거나 지원하기로 하면

이러한 부분은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사업협약이 체결되면 각 내용에 따라 각각 공법상 계약, 조합계약,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한 개의 계약 속에 두 개

이상의 계약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사업협약은 혼합계약이다. 각 계약의 성격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의 지위도 달라지는데 이는 항목을 바꾸어 별도로

논한다.  

Ⅱ. 사업협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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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법상 계약과 민사 계약의 혼재

(1) 공법상 계약 부분

주택법령에 따르면 대지 및 주택,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은 법령의 수권을 받은 부분으로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1) 대지 및 주택

대지 및 주택에 관해서는 대지의 위치 및 범위와 주택의 층수, 세대 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협약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2. 공사장소: 서울시 00구 00동 00-212호 외 122필지

3. 공사기간: 부지 정지공사 완료 후 실착공일로부터 26개월

….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 [공사 내용]

본 계약에 의한 공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사업계획변경 승인시 변경

가능함.

1. 층수: 지하 3층, 지상 9~15층

2. 세대수: 아파트 1,12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체

평형 24평형 32평형 37평형 49평형 54평형 59평형 계

세대수

3. 건물용도: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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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비 부담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분담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사업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정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주택조합이

사업비 조달을 하고 등록사업자는 사업비 조달에 대한 지원행위를 하며, 사업비가

부족하면 조합원들이 분담하도록 한다.  

3) 그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

그 밖에도 사업주체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합원의 모집, 토지의 사용 권원 확보, 

주택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착공신고, 입주자 모집, 사용검사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누가 하는 것이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지에 관한

내용도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토지의 사용 권원을 누가 확보할지 정해야 하는데, 토지의 수용 및 사용권한은

공법적 권능을 부여 받은 행정주체만 행사할 수 있고 행정주체의 보조자인

등록사업자는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주택조합이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한다. 만일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29에는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작성을 주관하는 자와 보조하는 자는 각각 누구인지 및

비용의 부담을 누가하는 지를 정하는데, 사업계획서의 작성 업무는 주택법에 의해

조합의 업무이다(주택법 제11조의 2).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작성의 주관은

주택조합이 하고 등록사업자는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정한다.

                                        
29

통상적으로 주택법상 매도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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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설계업무를 누구의 업무영역으로 할 것 인지와 비용부담은 누가 할 것인지,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정한다. 통상 설계는 주택조합의 업무임을 전제로

등록사업자는 설계업무를 도급 받는 것으로 정하고, 주택조합이 설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 입주자 모집을 위한 분양을 누구의 업무영역에 둘

것인지도 정하는데 분양도 주택조합의 업무임을 전제로 등록사업자가 위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주택공급의 주체가 주택조합임을 분명히 한다.

        이후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자들을 입주시키는 업무를 누가 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행정주체인 주택조합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주택조합이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자들을 입주시키도록 하고 등록사업자는 주택조합을

보조하도록 한다.

(2) 민사상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주택법령의 수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민사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30. 

예를 들어 민원처리에 관한 부분, 통지나 당사자간의 분쟁 발생시에 관한 부분

등은 민사상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다. 

2. 특정업무의 대행계약

(1) 대행규정과 업무

1) 대행규정

주택법에는 특정 업무는 주택조합이 사업주체로서 행해야 하고 등록사업자는 그

업무의 ‘대행’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주체인

                                        
30 다만, 앞서 이야기 했듯이 건설업자는 행정주체의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공법적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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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라고 해도 예외 없이 업무의 ‘대행’만을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공동시행을 하면, 시행 능력이 부족한 주택조합을 대신해서 등록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는데, 조합이나 조합원이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워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에 조합이나

조합원이 사업시행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위 규정이 2016. 12. 2. 주택법 개정시 신설되었다.

주택법 제11조의2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등록사업자의 업무대행

2016. 12. 2.에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특정 업무는 주택조합이 사업주체로서

시행해야 하므로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가 위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동사업주체 간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 위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등록사업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조합이 직접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한다.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와 주택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핵심적인 역할은 주택조합이 수행하고 등록사업자는 그 능력을

보충하도록 하는 대행 규정은 타당해 보인다. 한편 주택법에서 ‘대행’으로 명기하고

있지 않은 업무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간에 분담 등에 관해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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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성격

사업협약에서 주택법 제11조의2 제2항의 업무를 등록사업자가 이행하기로 정해도

조합원들 간의 업무 ’분담’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등록사업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의 모집,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설계 및 시공자 선정업무,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 총회 업무 등의 업무는 등록사업자가 ‘도급’이나

‘위임’받는 것으로 사업협약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업무를 대행하기로 약정했다고 보아야 한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설계도서의

작성과 같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도급계약’으로 약정한 것이라 봐야

하고, 사업성 검토와 같이 어떤 사무의 처리를 위탁한다면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

(3) 대행의 효력

‘대행’이라는 사전적 의미 자체가 ‘남을 대신하여 행한다’라는 의미이다. 주택법의

‘대행’의 의미도 등록사업자가 주택조합의 업무의 실무적인 부분을 ‘대신

해준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시행으로 발생하는 법률효과까지 등록사업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효력의 귀속 주체는 주택조합이

되고 그로 인한 책임도 주택조합이 진다. 등록사업자는 위임 또는 도급계약에 따른

책임만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31. 

(4) 대행조항의 강행규정성

                                        
31 다만, 주택법 제11조의 2 제3항에 따라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의 특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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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의 공동시행을 허용한 취지가 등록사업자가 사업시행 능력이

부족한 주택조합의 능력을 보충하도록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라는 점, 주택조합만이 행정주체로서 공법적 권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등록사업자는 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시행권능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주택법에서 대행규정을 도입한 취지가 조합과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행조항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때문에 이를 위반한 내용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다만, 사업협약 중 일부 내용만이 강행규정에 위반했고 그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리라는 점이 분명하므로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사업협약 중 해당부분 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공동사업주체가

대행조항에 반하는 약정을 체결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고 대행조항에 위반한

부분이 무효가 됨을 알았더라면, 단순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약정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해당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단순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시공과 도급계약

(1) 시공계약의 성격과 책임

1) 논의의 필요성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가 시공을 하기로 약정한 부분의 성격을 도급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합계약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 조합계약에 따라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본다면 공동사업주체 내부적으로

등록사업자가 조합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고,

주택조합의 지위에서 도급인으로서 등록사업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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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된다. 반면 도급계약으로 본다면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주택조합에게 수급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2) 도급계약의 성격

조합계약이라고 보면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시공한 것이

되므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에게 시공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주택조합에게 불리한 결과가 된다. 그리고 등록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공동사업주체로서 책임을 지느냐는 것은 사업협약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공동사업주체 간에

내부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공동시행을 도입한 취지에 따르면 등록사업자는 주택조합을 보조하는 역할인데, 

시행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공을 등록사업자가 사업주체로서 도맡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시공자가 조합에게 시공보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주택법 제14조의 2) 보아, 또한 주택법에서도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업협약에서 시공 부분은 도급계약을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2) 건설업자의 책임

등록사업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할 의무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이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내부 관계에서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등록사업자가 단순 시공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주체로서 시설물을 건축할 의무나

하자보수의무 등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이하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해서 등록사업자는 대외적으로 공동사업주체이므로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있고,

주택조합과 관계에서는 수급인이므로 주택조합에게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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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가 대외적으로 공동사업주체로서 책임을 지려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대외적으로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다중적 지위와 내부책임

(1) 다중적 지위

등록사업자가 주택조합의 시행권 행사를 보조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행정주체인

주택조합을 보조하는 ‘행정주체의 보조자’이므로 ‘행정주체의 보조자’의 지위를

가진다. 만일 보조업무와 관련해서 위임이나 도급계약을 체결한다면 이 계약에

따른 지위도 겸한다. 또한 공동사업주체는 민법상 조합이고 등록사업자는

조합원이므로 등록사업자는 조합원으로서 출자의무와 같은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업무를 대행하는 부분은 그 성질에 따라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이면 위임계약이고,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내용이면

도급계약이다. 위임계약에 따르면 주택조합은 위임인이고 등록사업자는 수임인의

지위에 서고, 도급계약의 경우 주택조합은 도급인이고 등록사업자는 수급인의

지위에 선다. 결국 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지위 외에 위임인 또는 도급인의 지위도

가지고 등록사업자는 조합원의 지위 외에 수임인 또는 수급인의 지위도 다중적으로

가진다. 시공과 관련해서 주택조합이 도급인으로서 등록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므로 주택조합은 도급인, 등록사업자는 수급인이 된다. 등록사업자가 단순

시공자로서 주택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은 단독 시행자로서

도급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 다중적

지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다르다. 

(2) 조합 내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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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는 사업협약에 따라 여러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조합

내부적으로는 각 지위에 따라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하나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중복해서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등록사업자가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작성 업무를 대행하기로 했다면 먼저 조합원으로서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대행약정과 관련해서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지위에 서고,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작성이라는 시행행위와 관련해서

주택조합을 보조하는 행정주체의 보조자의 지위도 동시에 가진다. 등록사업자는

조합원이자 행정주체의 보조자로서 그리고 대행계약에 따른 수급인으로서 일을

완성해야 하는 의무를 지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작성과 인가는 행정주체인

주택조합의 업무이고 ‘행정주체의 보조자’인 등록사업자는 시행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법적 권능 행사까지 할 수 없고 보조행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만을 진다. 

(3) 소결론

등록사업자가 모든 사항에 대해 공동사업주체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 내부적으로 다중적 지위를 가지고 각 지위에 따른 책임을 진다. 하나의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위를 가지면 각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중복해서

가진다.

Ⅲ. 공법적 통제 및 불복

1. 공법적 계약과 통제의 연관성

주택법령의 수권을 받아 사업협약에 들어간 부분은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공법상 계약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결되어야 하므로 주무관청이

사업협약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실제로 공동사업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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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에 사업협약을 첨부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16조), 행정청에서 사업협약을 심사할 기회가 있다. 행정청의 통제에 따라

사업협약이 변경된다면 등록사업자의 책임·의무의 내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 실질적 심사 가부

공동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을 때 행정청이 형식적 심사만을 하여

승인을 해야 하고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없다면, 행정청은 사업협약이 사업계획서에

첨부되어 있는지와 사업협약에 법에서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정도만 심사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청의 통제는 어렵다. 반면 행정청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고 사업협약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면, 

사업협약에 대한 행정청의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주택법령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서는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고(주택법 제15조 제5항)

행정청은 사업계획서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사할 수 있다. 위 요건은

불확정적 개념으로 행정청이 위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은 수익적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승인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행정청이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고 해서 행정청이 반드시 인가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행정청이 사업협약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사의 한계

공법상 계약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다면 개별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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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체결할 수32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사업협약을 심사한다고 해도, 사업의

목적과 계획,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협약의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사업협약이 공동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의 취지 내에서 체결 되었는지와

사업협약의 내용이 주택법령 등 법령에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심사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심사 범위는 행정법의

일반원칙33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4. 행정청의 조치 및 불복

(1) 조치 (조건부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거부) 

행정청에서 사업협약을 실질적으로 심사 한 후,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거나

주택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공동시행을 허용한 취지와

맞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행정청은

사업협약의 수정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사업협약을

수정해서 다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2) 불복

행정청에서 사업협약의 수정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했을 때 조건의

이행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사업계획승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건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명한다는 점에서 부관 중에서도

‘부담’이라 볼 수 있다 34 . 부담이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 후 남은

부담이 독립한 행정행위로서 계속 존재한다면 진정일부취소송이 가능하고 분리 후

남은 부담이 독립해 존재하기 곤란하다면 부진정일부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5

                                        
32 유지태,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고시연구, 2004.
33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

의성실의 원칙
34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8판, 2009. 1, 311면
35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8판, 2009. 1, 3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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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을 수정하라는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인 사업계획 승인과 분리해도 독립한

행정행위라 볼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주체는 부담에 대하 불복하는

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무관청에서 사업협약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사업계획승인을 거부하면 이러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행정심판 등을 통해 불복을 하면서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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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정시기 및 법적 책임

Ⅰ. 공동사업주체 선정 시기(時期)

1. 선정 시기 논의의 필요성

공동시행을 하는 등록사업자의 선정시기는 등록사업자가 언제부터

공동사업주체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관련이 있다.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

선정되고 나서야 공동사업주체의 지위를 가지므로 등록사업자의 책임을 논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따라서 선정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를 선정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하는데 보통은 선정과

사업협약 체결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만약 선정과 사업협약 체결 사이에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다면 언제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 선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공동시행을 하기로 하고 사업협약은 체결하지 않았다면, 

조합계약도 체결하지 않았고 어떤 내용으로 공동시행을 할 지 정해지지 않은

것이므로 아직 조합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 선정 및 사업협약 체결까지 해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선정했다고 볼 수 있다. 

2. 선정 시기(時期) 일반론

(1) 시기(始期)와 종기

1) 시기(始期)- 조합설립인가 전 선정 가부

주택법령에는 공동시행을 하는 등록사업자를 언제 선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주택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전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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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동시행 규정을 둔 취지가 주택조합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고, 

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도 조합원 모집이나 조합 설립 등의 시행행위를 좀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선정 시기(始期)를 한정하면 공동시행을 하는 등록사업자가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등의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맞지 않으므로 주택조합이 설립된 이후

단계로 그 선정시기를 한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주택조합이

설립된 이전 단계에서도 공동시행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등록사업자는 아직

형성되지 않고 실체가 없어 사업주체라고 볼 수 없는 자와 공동시행을 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공동시행여부는 조합과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등록사업자가 아직 사업주체가 아닌 자와 공동시행을 한다고 하면 공동시행여부를

추후 설립될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결정할 수 없게 되므로 불합리하다.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공동시행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전에 등록사업자가 조합원 모집 등의 시행행위를 돕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다.  

2) 종기(終期)-사업계획승인 이후 선정 가부

공동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라면 형식적 공동시행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공동시행을

할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라면 형식적 공동시행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형식적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하지만 실질적 공동시행은 그 이후라도 성립

가능하고 주택조합이 필요하다면 사업이 진행되는 어느 단계에서라도 공동시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실질적 공동시행을 할 등록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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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절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정이 가능한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도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시공자를 선정하려면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조합과 조합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공동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절차적

제한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동시행을 할 자의 선정 및

사업협약의 체결은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공동시행을 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로 보아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례의 입장 및 비판

판례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했고

시공사가 지역주택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 및 협조를 하기로

한 경우 시공사가 지역조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책임을 지는지와 관련해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사와 공동시행을 하기로 했다면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주체로서 대외적으로 공동책임을 질 수 있으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가 지역주택조합의 전문성 및 재정적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부지매입, 조합 설립인가 업무 등을 지원ㆍ협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가 아니고 민법상 조합관계에 의한 공동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주택조합이 공동시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36. 

                                        
36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

사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

우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법령에 따라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0조 제2항 , 제32조 등 참조], 나아가 동업약정 관계에 의한 민법상 조합 구성원

으로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부담하는

고지의무를 시공사도 함께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의 모집ㆍ홍보ㆍ관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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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주택조합이 공동시행을 할 수

없는데, 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조합원 모집, 주택조합의 설립 등

사업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가 진행되므로 ‘사업주체’의 업무라

볼 수 없으며 등록사업자가 관여를 한다고 해도 사업주체 형성을 지원하는

실무적인 역할에 그칠 수 밖에 없고, 주택조합이 사업주체로서 인가를 받기

전이므로 공법적 권능의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으므로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Ⅱ. 등록사업자의 책임과 한계37

1. 주택조합과의 관계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간의 책임관계는 사업협약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사업협약을 체결한 때부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는 혼합계약인 사업협약에 따라

다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각각의 지위에 따라 책임을 진다. 등록사업자는

시공계약과 관련해서 수급인으로서 시설물을 건축하고 하자보수를 해야 할 책임을

지며, 대행계약과 관련해서는 대행하기로 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책임을 진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하면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등록사업자는 행정주체의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책임을 진다고

해도 ‘행정주체의 보조자’로서의 책임만을 진다는 한계가 있다. 가령 행정주체인

주택조합만이 사업부지에 대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가 매도청구와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대행을 하기로 했다면 등록사업자는 약정에 따라 업무 대행에

관한 책임만 지고 매도청구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주택법에는 등록사업자의 주택조합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의 설립인가, 사업부지 매입 및 조합원 납부금 관리업무 등은 지역주택조합의 권한과 책임

으로 하고, 시공사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업무를 권한과 책임으로 하되 지역주택조합의 전

문성 및 재정적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공사가 지원ㆍ협조하기로 한 경우에는, 지

역주택조합과 시공사는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법상 조합관계

에 의한 공동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37 실질적 공동시행시의 건설업자의 책임에 관하서는 별도로 논하고 여기서는 형식적 공동

시행시의 건설업자 책임에 관하여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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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약한 조합인 주택조합을 보호하고 있다.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주택법

제11조의 2 제3항).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가 시공을 하기로 하면 그 공사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주택법 제14조의 2 제1항). 

2. 조합원과의 관계

주택조합은 조합원과는 독립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사업시행주체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법적 효과를 직접 받는다. 등록사업자의 행위로 주택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는 간접적인

손해이므로 조합원이 등록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만일 등록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사업주체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면 약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을

것이다. 

주택조합과 조합원이 별개의 인격체이긴 하지만 사업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종국적으로 피해를 보는 자는 조합원들이므로 주택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예외적으로 등록사업자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가 시공을 한다면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주택법 제11조 제4항). 그리고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주택법 제11조의 2 제3항)38. 이러한

손해배상 규정은 등록사업자인 공동사업주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조합원이 등록사업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용이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하기

                                        
38 등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업무

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주택법 제1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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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둔 민법 제750조의 특칙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로 인해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만 주장 입증하면 되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보다 주택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제3자와의 관계

(1) 책임 범위

공동사업주체와 제3자가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등록사업자의 책임을

논해야 한다.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것이므로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불법행위를 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공동사업주체라는 점은 공동불법행위인지를 판단하는데 고려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계약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한정해서 논한다.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형식적 공동시행을 하면 대외적으로 공동사업주체임이

드러나므로 조합의 연대책임 법리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제3자에게

공동사업주체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는 형식적

공동시행이 성립할 수 없어 이때의 등록사업자의 책임은 실질적 공동시행시

등록사업자의 책임문제로 보아야 한다. 형식적 공동시행임이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사업계획승인 신청단계부터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사업주체로서 책임을 예로 들면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게 단순 시공자가 아닌 공동사업주체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형식적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조합과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으로서 책임을 지지만, 대외적으로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사업주체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공자가 아닌 사업주체로서

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이하)을 부담한다. 

그런데 등록사업자가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라는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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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주택법에서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지는 제3자와의 계약의 내용, 사업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해야 한다. 이 때 우리 사법질서가 자기책임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며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당사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공동책임과 같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데 문언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문언의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2) 판례

판례도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라는 사실만으로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보고 있다. 주택법에서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등록사업자의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책임부담에 관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가 주택조합과 함께 사법상 책임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39 . 이와 관련해서 등록사업자가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이고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주택조합이 시행사로, 등록사업자는

시공사로 서명·날인하고 등록사업자가 주택조합과의 대행계약에 따라 분양수입금을

관리한 사안에서 등록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공동사업주체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40. 

공동시행을 하는 등록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해서,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축할

대지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토지

매도인과 신축될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는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를

                                        
39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2017나2017656 판결
40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2017나2017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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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도 분양계약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41.

한편,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시행을 하는데, 등록사업자가 주택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종 중 일부에 관하여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하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을 주택조합도 부담하는지와 관련해서,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등록사업자가 공사수급인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제3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까지 주택조합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42 고 하여, 등록사업자가

시공계약 이행을 위해 독자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한 주택조합의 연대책임을

부정했다. 시공계약과 관련해서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타당한 판결이라 생각된다.

즉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라는 사실만으로 주택조합과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이 외에 제3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보아 등록사업자가 공동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4. 소결론(약한 조합)

주택조합은 약한 조합이어서 등록사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크고 형식적 공동시행을

하면 대외적으로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형식적 공동시행을 하면 강한 조합이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보다 등록사업자의 책임이 클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등록사업자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법에 공동시행을 하는 등록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또한 형식적 공동시행을 하는 등록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주체로서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4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4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75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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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실질적 공동시행

Ⅰ. 의의와 내용

1. 의의

(1) 실질적 공동사업주체의 의의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주체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실질적 공동시행을 하는 것이고 등록사업자는

실질적 공동사업주체라고 볼 수 있다. 사업주체는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며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주체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만 형식적

공동사업주체가 아니라면 실질적 공동사업주체이다. 실질적 공동시행을 하면

공동시행임이 대외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거나 등록사업자가 공동시행을 하면서

자신이 단순 시공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도 하므로 등록사업자의 책임이

형식적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보다 더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실질적’의 구체적 의미

주택조합이 자신의 업무를 자신이 모두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업무 일부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하면, 이 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체의 업무 일부를 위임 또는 도급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대행자이고 더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실질적 공동사업주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의 특별한

사정여부는 업무에의 관여 정도로 판단 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사업주체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

주택조합은 사업주체이기는 하지만 사업에 관한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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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등록사업자가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조언을 한다. 이 때 등록사업자가 사업주체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에 깊이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실질적 공동시행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에 관한 사항

외에 시행에 관한 사항을 일부 포함시키기도 한다. 등록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약정했다면 도급계약은

‘사업협약’이므로 등록사업자는 실질적 공동사업주체이다. 

판례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의 모집, 홍보, 관리, 조합의 설립인가, 사업부지의 매입 및

조합원 납부금의 관리업무 등은 지역주택조합의 권한과 책임으로 하고, 시공사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업무를 그 권한과 책임으로 하되 지역주택조합의 전문성 및

재정적 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공사가 지원•협조하기로 한 정도로는

시공사가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가 아니고 민법상 조합관계에 의한 공동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43 . 하지만 위 판례는 공동시행 시기(始期)와 관련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공동시행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등록사업자가 위의 행위들을 하더라도 항상 공동시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

아니다. 

2. 시행지원, 시행보증과의 구별

대행이나 자문 이외의 방법으로 시행자가 시행을 용이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시행지원과 시행보증이다. 시행지원이나 시행보증 행위 외에

공동시행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더 있어야 실질적 공동시행이라 볼

                                        
43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개발사업을 하면서 시행대행사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지

하지 않았는데 그 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자, 조합원들이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이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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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공동시행과 시행지원 및 시행보증은 구분된다. 그리고 시행지원이나

시행보증을 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했다면 건설업자는 약정에 따른 책임을 지고, 

실질적 공동시행이라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등록사업자가 공동시행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구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할 때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

시공자가 시공자로 날인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시행지원’이다.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사업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시행자는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기

위한 신용이 부족하고 이에 다른 제3자로부터 신용보강을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한다. 주로 등록사업자가 책임준공을 하기로 금융기관과 약정을 하거나

채무인수나 연대보증 등 보증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시행자가

사업을 완수하지 못해도 등록사업자는 책임지고 준공을 해주거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야 하므로 시행에 관한 보증을 하는 ‘시행보증’이 된다. 한편 외관상

공동시행이 시행지원과 시행보증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어 제3자에게는 공동사업주체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3. 대행규정과의 관계

(1) 논의의 필요성

조합업무 중 토지확보,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사업계획인가 신청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가 수행하면 주택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주택법 제11조의 2). 실질적 공동사업주체에도 위 주택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와 등록사업자가 실질적

공동사업주체인지 여부는 사업에의 관여 정도로 판단하는데 업무를 대행한다고

본다면 공동사업주체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 공동사업주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즉 실질적 공동사업주체가

아니고 업무 대행자에 불과하다면 등록사업자의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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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논의가 필요하다. 

(2) 양립가능성

대행규정을 보면 ‘주택법 상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주체가

아닌 등록사업자’에게만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가 등록을 하거나 또는 인가를 받은 형식적

공동사업주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

공동사업주체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 공동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1조의 2 제1항의 업무를 한다면 대행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생각건데 형식적 공동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업무를 대행하는 것과 실질적

공동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달리 취급할 정도로 둘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지 않다. 형식적으로 등록 또는 인가를 했는지 여부 외에는

형식적 공동사업주체와 실질적 공동사업주체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등록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주체인 것처럼 사업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단지 대행을 한자에

불과하다고 하면, 조합과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행규정을 도입했는데 오히려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가 되고 수행한 업무나 행위에 비해 그 책임이

가벼워지므로 부당하다. 그리고 실질적 공동사업주체는 시행에 ‘깊이 관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로 구분하므로 대행을 했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실질적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공동사업주체를 인정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공동사업주체와 대행규정이 양립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Ⅱ. 선정시기 및 등록사업자의 책임

1. 선정시기 관련 특수 문제

형식적 공동시행의 선정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에 대한 제한은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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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실질적 공동사업주체란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깊이 개입하여 마치 사업주체인 것과 같이 행위를 하는 등록사업자를 말하므로, 

공동시행에 대한 선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실질적 공동시행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시행에 대한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공자 선정절차만을 거쳤는데, 둘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서가 사업협약이어서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시공자 선정절차만을 거치고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선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의문이다. 주택법에는 공동시행 선정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은

조합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어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의결은 받았을

것이고, 총회의결을 받았다면 조합과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었으므로 굳이

선정절차를 반복해서 거쳐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또한 공동사업주체

내부적으로는 사업협약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총회의결을 받아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공동시행을 위한 총회의결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2. 등록사업자의 책임

(1) 책임에 관한 주택법 규정 적용여부

등록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귀책으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는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주택법 제14조의 2 제1항). 주택법은 해당 규정에서 각각 ‘제5조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라고 해서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시행을 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때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했다. 실질적 공동시행을 하기로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약정을 하면 공동사업주체 간에 위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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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만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시행을 한다고 의도하지 않았으나

약정의 내용 등을 살펴 볼 때 실질적 공동시행으로 판단된다면 위 규정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 이 경우에도 등록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조합과

조합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 필요성이 공동시행을 하기로 의도한

경우보다 낮지 않다. 하지만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자신들의 합의로

등록사업자에게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간의 내부 문제는 이들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공동시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면 위 주택법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조합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왜냐하면 조합원은

총회의결을 통해 공동시행을 할 의도 없이 시공자 선정 및 도급계약서 체결에 대해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공동시행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회의록, 협약, 

총회의결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주택조합과의 관계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간의 책임관계는 사업협약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이다.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선정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한 때부터

다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각각의 지위에 따라 책임을 진다. 그리고 등록사업자는

행정주체의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책임을 진다고 해도 ‘행정주체의 보조자’로서의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실질적 공동시행을 할 의도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면 주택법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 조합원과의 관계

주택조합은 조합원과는 독립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법적 효과를 직접 받는다. 등록사업자의 행위로 주택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이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는 간접적인 손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등록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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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기 어렵다. 때문에 조합원 보호를 위해서 주택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등록사업자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등록사업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주택법 제11조 제4항, 주택법 제11조의 2 제3항) 44 . 공동시행을 할 의도로

사업협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등록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제3자와의 관계

1) 책임 일반

실질적 공동시행을 하는지 여부를 외부적으로는 알기 어려우므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을 당시에 실질적 공동시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임이 대외적으로 드러나고 제3자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정황상 제3자와의 관계에서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만

등록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등록사업자가

시행사로 날인한다면(또는 시공사로 날인해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라면) 대외적으로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임이

드러나고 분양계약자도 등록사업자를 시행사로 알고 있으므로 등록사업자가

분양계약과 관련해서 공동사업주체의 책임을 진다.

판례는 공동사업주체로 등록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사업에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주체의 업무를 수행하면 실질적으로 공동시행을 하는 것으로 보아

특정 경우에는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을

                                        
44 등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업무

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주택법 제1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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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토지 매도인과 신축될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관련해서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는 단순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민법상 조합에 유사한 단체를 결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도

분양계약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45 . 공동사업주체와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해서도 민법 제750조의 공동책임을 인정한바 있다. 

수급인이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 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아 수급인인 시공사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46.

2) 하자보수 책임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2016. 8. 12. 이후 준공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법이나 집합건물법과 규정이

약간 달라 사업주체와 시공자 간에 대외적인 하자담보책임에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2016. 8. 12.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준주택 등은 주택법이나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므로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은 약간 차이가 있다. 또한 시공자도

하자담보책임을 지기는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 등에선 2차적 책임을 지고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실질적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을 질 때에는 자신은 시공자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공동사업주체라는 점과 맞지 않는다. 공급계약서에 시행자로 날인을 했거나

시공자로서 날인을 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정황상 공동사업주체임을 알 수 있다면

                                        
45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46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건설

회사가 단순한 수급인이 아닌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도급인인 주택재개발조합과 이해관

계를 같이하여 아파트를 건축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여, 건설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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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 책임을 진다. 그러나 만일 외부적으로 보아 단순

시공자라면 분양계약자도 등록사업자가 시공자의 지위에서 시공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인식하고 분양계약을 체결 한 것이다. 등록사업자는 분양계약자에게

사업주체가 아닌 시공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5) 소결론

주택조합은 약한 조합이어서 등록사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

공동시행을 하더라도 강한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보다

등록사업자의 책임 정도가 클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주택법에 공동시행을 하는

등록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등록사업자의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실질적 공동시행시에는 여러 정황상

외관상으로도 공동시행임이 드러나야 등록사업자가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만, 

등록사업자의 개입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공동사업주체로 인정되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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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공동시행

제1절. 공동시행의 의의

Ⅰ. 사업시행자, 공동시행의 의의

1. 사업시행자의 의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도시정비조합, 

시장·군수, 토지등소유자, 지정개발자, 주택공사(도시정비법 제7조, 제8조, 제9조)

등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이다. 이러한 사업시행자들은 도시정비법상 여러

규정에 따라 시행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시행자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정비조합은 공법상 사단으로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 받은 특수한

행정주체이며 존립목적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 권리의무를 진다.

2. 공동시행의 의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 47 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주택법에는 공동사업주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도시정비법에는 도시정비조합이 공동시행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따로

없고 단지 ‘공동시행’이라고만 사용되고 있으며 공동시행의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규정도 존재하지 않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8조를 볼 때 최소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공동시행이며 시행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자가 공동시행자이다. 여기서 ‘공동으로

                                        
47

이 세 가지 사업의 조합들을 동시에 지칭할 때 이하에서는 ‘도시정비 조합’이라 한다. 



76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정비법령 전반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도시정비조합과 공동시행을 할 수 있는 시장군수, 주택공사의 경우 공익을

중요시하지만 건설업자는 자신들의 사익추구가 매우 강한 목적이므로, 

도시정비조합이 특히 건설업자와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에 대해 법리적·실무적인

논의의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48. 

3. 공동시행자의 의의

도시정비법에서는 공동시행자의 의의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도시정비법상

공동시행자라는 표현이 도시정비조합과 건설업자를 모두 지칭하는 말인지 아니면

건설업자만을 지칭하는 말인지 애매하다. 도시정비법상 건설업자는 형식적

공동시행자가 될 수 없고 실질적 공동시행자만 될 수 있다. 반면 도시정비조합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통해서 단독으로 사업시행자로 드러난다. 게다가

약한 조합인 주택조합과 달리 도시정비조합은 강한 조합이어서 건설업자가 관여할

여지가 적다. 도시정비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을 하더라도 조합이 거의 단독

시행자로 역할을 수행하고 건설업자는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이 들을

동등 또는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 공동시행자로 지칭하는 것은 맞지

않다. 주택조합은 사업시행자이고 건설업자는 이를 도와주는 자라는 의미에서

공동시행자는 건설업자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Ⅱ. ‘사업시행자’에 공동시행자 포함여부

도시정비법에서 ‘사업시행자’라는 용어는 사용되지만 ‘공동시행자’라는 용어는 따로

사용되지 않고, 공동시행자에 관한 부분은 ‘공동으로 시행’이라거나

‘공동시행’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이

공동시행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48 때문에 도시정비법상의 공동시행자에 관하여 논할 때는 도시정비조합이 건설업자나 등록

사업자와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를 전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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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이 공동시행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 공동시행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에서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한 업무들을 공동시행자도 함께 해야 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에 공동시행자도 포함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공동시행자가 함께 해야 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동시행자도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므로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반드시 전원이

함께 해야 하는지 일방이 해도 되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고, 행정주체인

도시정비조합의 시행권한을 건설업자가 행사할 수 없으므로 건설업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도시정비조합과 공동시행을 하는 건설업자가

업무를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공동사업 일반 및 사업협약 부분에서

자세히 논한다. 



78

제2절. 실질적 공동시행

Ⅰ. 형식적 공동시행 성립가부

1. 도시정비법 규정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는데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에 ‘공동시행’도 포함되며 만일 시행자가 둘 이상이

경우 그 대표자만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실제로 도시정비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을 하면 대표자인 도시정비조합만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을 하면 형식적

공동시행자가 성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2. 규정 적용 요건

(1) ‘시행자가 둘 이상’ 요건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면

조합을 구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은

법에 의해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굳이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렇게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를 제외하면 사업시행자의 성립요건에 ‘인가’요건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정의하고 있고 별도로 사업시행자로 인가를 받을 것까지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도시정비법 제2조), ‘시행’을 하면 사업시행자라고 볼 수 있다49. 결국

공동시행은 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49

다만 사업시행자로 인가를 받지 않으면, 행정주체로서 시행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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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요건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공동시행자 중 대표자가 사업인가신청서 50 에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인가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사업시행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시행을

한다면 여기서 신청인은 대표자가 될 것이다. 대표자인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그의

대표자를 기재해야 한다. 공동시행을 도입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조합만이 행정주체가 될 수 있고, 도시정비조합이 대표자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므로 도시정비조합이 단독 시행자인 것처럼 보인다. 사업시행계획서 등에

공동시행을 한다는 점을 표시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공동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에 드러나지 않는다. 

3. 형식적 공동시행 성립의 어려움

공동시행이라는 점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시에 드러나지 않고 도시정비조합만이

사업시행자로 대외적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되면 향후 법에 의해 시행권한을 수여

받은 도시정비조합만이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등 행정주체로서 시행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형식적 공동시행은 성립하기 어렵고 실질적 공동시행만이 성립

가능하다.  

Ⅱ. 시공자, 도시정비전문관리업자와의 구별

1. 시공자와 구별

(1) 의의 및 구별실익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는

시공자가 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공동시행자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시공자의 정의도 도시정비법에 존재하지 않지만, 조합이 시공자와 철거공사를

                                        
50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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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 시공자가

‘공사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사를 대신해서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공보증을 하게 하는(도시정비법 제51조) 등의 규정을 통해 볼 때,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물리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시공자는 시설물을 물리적으로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공동시행을

하면 조합과 건설업자는 시행행위를 어떻게 담당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에 관해

협의하여 ‘공동사업의 협약’을 체결한다. 공사계약과 공동사업의 협약에 따르면

시공자와 공동시행자는 각각 그 업무 내용 및 책임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과 관련한 의무 및 책임만을 지므로 공동시행자와

법적인 책임 범위 등에서 구별된다51. 

(2) 구별

1) 구별의 어려움

시공은 물리적으로 시설물을 건축하는 행위이고 시공자는 이러한 시공만을

담당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는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를

구분하려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행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8조에서

공동시행에 관한 내용도 두고 있으므로 시공자와 공동시행자도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는 시공자와 공동시행자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으며

시공자의 시행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아 이러한 법령의

                                        
51 김종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형사처벌,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4호, 2007. 12, 

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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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점을 이용하여 시공자가 시행에 관여하게 된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시행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충해 줄 자가 필요하므로, 건설업자들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조합을 도와주면서 자신들이 시공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고

싶어한다. 이러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건설업자가 시공자로 선정되기

전부터 사업 전반에 관여하여 오게 되었다. 시공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공자의 시행행위에의 관여는

계속된다52 .  결국 개념적으로 시공자와 공동시행자의 구별이 가능하지만, 법령의

미비로 인해 시공자가 시행기능을 가지면서 53 실질적으로는 둘의 구분이 어렵다.  

게다가 도시정비법상 형식적 공동시행의 성립이 어려워 공동시행자인지 여부가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단순 시공자인지 공동시행을 하는지의

구분이 더욱 어렵다. 

2) 시공자와의 구별

도시정비법에서 시공자와 공동시행을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고, 공동시행자는

도시정비법상 선정절차나 시기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개념적으로 시공과

시행이 구별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시공자와 공동시행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조합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단순 시공만을 담당하는 자만을 시공자라고

보아야 한다. 반면 건설업자가 단순 시공행위 외에 시행업무에 관여하면 사업 관여

정도에 따라 공동시행자인지, 아니면 공동시행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지만 시공계약

외에 위임계약 등을 추가로 체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일 건설업자가

조합의 사업시행에 전반적이고 깊게 관여하고 있다면 공동시행자로 보아야 하고, 

시공만을 하거나 시공 외에 일부 행위만을 계약에 따라 수행한다면 공동시행자는

아니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과의 구별

                                        
52

김종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형사처벌,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4호, 2007. 12, 

208면
53 김종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형사처벌,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4호, 2007. 12,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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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구별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의의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를 도입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일정 사항에 관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일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69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해야 하고 조합과는 위탁이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업무는 ‘대행’이

가능한 업무와 단순 ‘자문’만 가능한 업무로 구분된다(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조합설립의 동의나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업무,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이나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는 대행이 가능하고 설계자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는 지원만이 가능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고유 업무인 설계자나 시공자

선정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 

2) 구별

공동시행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지위와 책임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둘을 구별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위탁 또는 자문’을 하려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만일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위탁 또는

자문 외에 알선 같은 다른 행위를 하거나 도시정비법에서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문만 한다면 굳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러한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고 시행에 관여하면

공동시행자와의 구분이 어려울 수더 있다. 먼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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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면 공동시행자가 아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시행행위에 전반적이고 깊숙하게 관여했는지로 공동시행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업무는 매우 한정적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동시행자라고 볼 수 없고 대행, 자문, 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2) 대행, 시행자문, 시공보증과의 구별

대행이란 시행자가 시행 업무 중 일부를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따라 특정인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자는 위임인 또는 도급인의 지위에 서 있고

상대방은 수임인 또는 수급인으로 계약의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업무를 대행하는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고, 시행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 54 이 시행자문이다. 사업시행자가 시행업무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행이나 자문 외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면55 시행지원, 

시행보증이다. 

                                        
54 예를 들어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55 예를 들어 사업시행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할 때 보증을 제공하거나, 분양업무를 할 때 시

공자가 날인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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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동시행의 내용과 책임

Ⅰ. 공동시행의 내용 일반

1. 업무에 관한 규정

(1) 공동시행자의 업무

공동시행시56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대표자인 조합이 해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이 외에 공동시행시 업무에 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공동시행자가 어떤

업무를 분담해서 하게 되는지, 반드시 도시정비조합이 해야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는 ‘조합’ 및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관한 규정 및 도시정비법 전반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시행자의 업무

1) 업무 담당자가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않거나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등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도시정비법

제39조)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도시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공고를 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도시정비법 제46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은 제외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 인가를 신청한다(도시정비법 제47조, 

제48조). 철거 및 공사를 완료한 후에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고(도시정비법

제52조) 지적정리와 등기를 하고, 종전가액과 분양 받은 시설물 간의 차액에

                                        
56

단,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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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는 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한다. 

2) 업무 담당자가 도시정비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도시정비법에서는 일부 업무는 ‘도시정비조합’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승인을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 조합을 설립한다(도시정비법 제13조 제1항).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등에 관한 업무를 한다(도시정비법 제14조). 또한 시공자 선정은 도시정비조합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57 공동시행을 해도 시공자 선정은 ‘도시정비조합’이 담당해야

한다. 정관의 작성도 조합이 해야 하므로(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공동시행을

하는 건설업자는 자문이나 업무 지원 정도만 할 수 있다. 도시정비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야 하고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공동시행을 한다고 해도 사업시행과 관련해 최종적인 결정은 조합

총회에서 한다(도시정비법 제24조). 이런 업무는 도시정비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해야 하고 공동사업의 협약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다.

2. 업무분담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대표자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므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인허가도 조합이 받아야 하고 건설업자는 할 수 없다. 

인가나 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지 못해

시행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건설업자는 공법적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인허가 업무, 매도청구나 수용, 비용분담 등의 업무는 도시정비조합만이 담당하고

건설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의 대행이나 업무의 보조를 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나 도시정비조합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시공자 선정, 정관 작성 등은

조합만이 할 수 있고 건설업자는 그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57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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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의 협약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업무에 관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건설업자가 담당할 수 없는 업무를

제외하면 조합과 건설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Ⅱ. 공동사업의 협약

1. 혼합계약인 사업협약

(1) 조합계약의 성격

공동시행시 조합과 건설업자는 민법상 조합이고 조합원간 업무분담이나 비용에

관해 정하는 공동사업의 협약은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진다. 도시정비법에는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건설업자가 담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제외하면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약의 내용을 정하면 된다. 

(2) 시공계약의 성격

공동사업의 협약 중 건설업자의 시공과 관련된 부분은 ‘시공계약’이고, 공동사업의

협약은 조합계약의 성격과 시공계약이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계약이다. 

혼합계약은 두 개 이상 계약의 형태가 혼합되어 있어 계약 당사자는 각 계약의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므로, 공동사업의 협약 중 ‘시공계약’ 부분에서

도시정비조합은 ‘도급인’으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고

건설업자는 ‘수급인’의 지위에서 시설물의 건축 및 하자보수를 담당한다.

(3) 대행계약, 자문계약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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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업무와 사업시행자가

행정주체로서 하는 공법적 권능 행사는 공동시행자가 할 수 없다. 건설업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의 대행을 하거나 자문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건설업자는 대행 또는 자문계약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부담한다.

(4) 소결론

사업협약은 조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자문계약 등 여러 가지 계약이 혼합된

혼합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건설업자는 각 계약에 따라 다른 지위를 가지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2. 공동시행자의 다중적 지위

공동사업의 협약이 혼합계약의 성격을 가지다 보니 공동시행자는 각 계약에 따라

다중적 지위를 가진다. 건설업자는 조합계약에 따라 공동시행자의 지위와 책임을

가지고, 시공계약에 따라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며 대행계약과

자문계약에서는 수임인(또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수급인이 될 수도 있다)의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각 지위에 따라 업무내용과 법적인 책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사업의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아 어떤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지와 각

지위 및 책임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한편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협약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업협약이 공법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지 않고,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형식적 공동시행이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주택법과 달리 사업협약에 대한 행정청의 통제가 어렵다.

3. 규정에 위반한 사업협약의 효력

(1) 논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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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정비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건설업자가 하는 내용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했을때 이러한 약정을 효력이 무효라고

보면 건설업자의 업무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의무 및 책임의 범위도 달라진다. 

따라서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사업협약의 법적 효력에 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2) 형사 처벌

시공자 선정에 관한 규정, 추진위원회 구성 규정(도시정비법 제84조의 3), 

추진위원회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도시정비법 제85조)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협약의 효력

1) 규정을 위반한 부분의 효력

이러한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면 규정을 위반하여도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먼저 강행규정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행정주체가 아닌 자는 공법적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일부 업무를 추진위원회나 도시정비조합만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협약의 내용이 규정에

위반된다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다. 다만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공동사업의 협약 중 위반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무효행위의 전환

만일 공동사업의 협약 중 위반부분을 무조건 무효라고 본다면 협약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협약의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정해 보건데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를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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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사업협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일부 무효의

법리 및 무효행위 전환 법리에 따라 도시정비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고 공동시행을

하는 건설업자는 선정업무에 대한 지원 또는 자문을 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건설업자가 시행권한을 행사하도록 약정했다면, 시행을 위한 보조업무를

하는 내용으로 약정했다고 볼 수 있다.

Ⅲ. 건설업자의 책임

1. 도시정비조합과의 관계

(1) 혼합계약에 따른 책임

공동사업의 협약은 조합계약, 시공계약, 자문계약 등 여러 가지 계약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공동시행자는 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 및

책임을 진다. 조합계약과 관련해서 공동시행자로서 법적인 책임을 지고, 대행계약

또는 자문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하여 계약 내용을

위반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나, 공동시행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2) 시공계약에 따른 책임

건설업자는 시공계약에서 ‘시공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급인으로서 시설물을

건축하고 하자보수를 할 책임을 부담한다. 공동시행을 하는 건설업자가 시공도

하면 시공보증을 제출해야 하는데(도시정비법 제51조) 시공보증은 시공자가

공사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다. 도시정비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58 공동시행을 하는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면 시공보증을 하도록 개정되었다. 

                                        
58

도시정비법 [시행 2005.3.18.] [법률 제7392호, 2005.3.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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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59 는 공동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조합에 제출한 시공보증서의 보증 범위와

관련해서, 공동사업협약 자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협약 중

시공계약에 관하여만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보증범위는

공동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약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주택조합의 모든

손해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시공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았다. 

2. 조합원에의 책임

도시정비조합은 조합원과 독자적인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직접 받는다. 건설업자의 행위로 주택조합이 손해를 입어 결과적으로

조합원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이는 간접적인 손해이므로 조합원이

건설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도시정비법에 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업자가 조합원과 자신이 책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다면 약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60. 

3. 제3자에의 책임

도시정비법상 형식적 공동시행은 성립할 수 없고 실질적 공동시행만 성립하므로

공동시행자가 외부적으로 드러나기 어렵다. 따라서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만일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볼 때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서 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사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61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한다.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해서도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고 볼 수 있다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도 정비사업에서 시공자가 건축공사를

                                        
59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19410 판결
60

예를 들어 조합원 모집계약에 건설업자의 의무나 책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건

설업자가 날인한다면, 건설업자는 이 약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61 단순히 공동목적의 달성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정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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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주위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일조를 방해한 경우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서

조합과 함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와 관련해서 공동시행자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62. 

4. 건설업자의 도시정비법 위반과 형사책임 부과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고(도시정비법

제85조), 준공인가를 받지 않거나 시장·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도시정비법 제86조). 도시정비조합이

사업시행인가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동시행자인 건설업자는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만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건설업자가 공사에 착공한다면

의무부담자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의무부담자이지만 실제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도시정비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의무부담자는 아니지만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건설업자가 형사처벌을

받는지 애매하다.

도시정비법의 해당 조항들을 문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건설업자는 의무부담자가

아니어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시공을 하는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준공인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하면, 도시정비조합이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규정을 위반한 자가 없는 것이 되어 처벌을 받을 대상이 없게

된다. 

                                        
62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

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

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

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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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시정비법에서 반드시 ‘그 의무를 부과 받은 자’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처벌받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 결국 건설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면 조합이 아니라 실제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건설업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5. 소결론(강한 조합)

도시정비조합은 강한 조합이어서 건설업자가 사업에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은데다

도시정비법상 실질적 공동시행을 하는 것만이 가능하므로 건설업자의 업무 범위가

주택법의 공동시행에 비해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업자의 책임의

범위가 주택법상 공동시행에 비해 좁으므로 도시정비법에서는 주택법과 달리

건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약한

조합이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대외적으로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서

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건설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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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공동시행자 선정시기

Ⅰ. 선정시기 논의의 필요성

공동시행을 하는 건설업자의 선정시기는 건설업자가 언제부터 공동시행자로서

책임을 지는지와 관련이 있다.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선정되고 나서야

공동시행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선정시기는 건설업자의 책임을 논하기 위한

전제여서 선정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시행을 하기로 하고

사업협약은 체결하지 않았다면, 조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어떤 내용으로

공동시행을 할지 정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 선정을 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해야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선정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도시정비법의 선정시기 관련 규정은 여러 번 개정되었는데 연혁을 살펴보면

현행 도시정비법 규정상의 공동시행자의 선정시기에 관해 분석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연혁을 살펴보고 선정시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한다. 

Ⅱ. 선정시기 연혁

1. 시공자 선정시기 제한 도입

도시정비법이 2003. 7. 1. 법률 제7392호로 제정될 당시 제11조 제1항에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시공자 선정시기 제한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했는데63, 이는 조합 또는 토지소유자가

                                        
63 다만 2003년 제정 규정에서는 시공자 선정시기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해도 처벌하도

록 하는 규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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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로 선정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었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해서 규정하지 않았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도시정비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까지 독자적으로 사업시행을 해야 했고

시공자와 공동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자력으로

추진이 어려운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졌다64.  

2. 공동시행제도 도입

시공자 선정시기 제한 규정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 중 특히 재개발사업의 타격이

가장 컸기 때문에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자 선정시기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내용으로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었다. 이 때부터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재건축과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구분하는 입장을 보였다.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시공자 선정시기 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시기 제한은 삭제했다. 또한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와의

공동시행도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 시공자 선정시기를 위반해서 시공자를

선정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다65.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에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건설업자와 사업을 공동시행 할 수

있는데다 시공자 선정시기의 제한도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의 태도를

                                        
64 김종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형사처벌,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4호, 2007. 12, 

212면
65 주택법(2005. 3. 18. 개정 법률 제7392호) 제84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18.>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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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공동시행자와 시공자를 구별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태도로 인해 건설업자와의 공동시행을 허용한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자 선정시기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66. 그렇다면 당시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법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공자 선정행위를

재건축사업이냐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냐에 따라 시공자 선정시기 제한을

할 것인지 여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까지 달리

취급한다는 점에서 부당했다. 

3. 시공자 선정시기 개정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자 선정시기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도시정비법이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었다. 당시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제11조 제1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해 도시정비법이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시공자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선정하도록 했고, 재건축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시공자 선정시기에 차이는 있었지만, 선정시기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은 동일했다67. 

하지만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조합이 건설업자와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의 지위에 있는지 시공자의 지위에 있는지 불분명했다. 개정

전 도시정비법은 공동시행자와 시공자를 구분하지 않는 입장으로 보였는데, 이

입장에 따르면 공동시행을 하는 건설업자는 시공자의 지위에 있고 시공자

선정시기의 제한도 받게 된다. 반면 공동시행자와 시공자를 구분해서 보게 되면, 

                                        
66 김종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형사처벌,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4호, 2007. 12, 

213면
67 제84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18.>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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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자의 선정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공동시행자가 시공을 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진다. 

4. 시공자 선정시기 재개정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조기화하여 사업 초기의

자금 확보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업활성화를 기하고 조합의 전문성 보완을 통한

사업추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시정비법이 2009. 2. 6. 

개정되면서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는 내용의 규정이 도입되면서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도 조합설립인가 후로 변경했다. 조합의 시공자 선정시기에 관한 규정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재건축사업에서는 건설업자와의 공동시행이 허용되지 않았고, 

공동시행자의 선정이 가능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공동시행자와

시공자를 구분해야 하는지 공동시행자 선정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불분명했다. 

5. 현행 규정

도시정비법이 2015. 9. 1. 개정되면서 재건축사업에서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의 공동시행이 허용되었다. 이로써 공동시행자와 시공자를 구분하여

둘을 달리 취급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그 선정시기와 선정방법에서 제한 및 통제를 받도록

했다. 반면 공동시행자는 그 선정시기 및 선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공동시행자가 시공을 담당하는 경우 시공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하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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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정시기 및 절차

1. 선정시기

(1) 불명확한 현행 규정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와 공동시행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가능성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공동시행자의 선정시기, 절차, 공동사업의 협약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2) 선정의 시기(始期)

도시정비법을 보면 ‘조합’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합설립 이후에야 공동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이 설립된 이후라면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조합총회’가 있고 공동시행자의 선정도 시공자의 선정과 같이 조합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받아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도록 규정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8조를 보면 굳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라고 하여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총회’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직접 동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의 부족한 시행능력을 보충하고 사업초기에 자금확보를 가능하도록 해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시정비조합의

공동시행을 허용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야

공동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전 단계에서도 공동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동시행을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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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부합한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8조에서 ‘조합’이 공동시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도시정비법의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 중에서도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기 위해서 ‘조합’이라 했다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외에 조합 설립 전의 추진위원회

단계 등에서도 공동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선정의 종기(終期)

공동시행을 허용한 취지를 고려할 때 공동시행자를 선정하여도 실효성이 없는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공동시행자를 선정할 수 없도록 해서, 공동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는 종기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 일까. 도시정비법에는

공동시행을 허용하는 규정만 있고 종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사유인 토지 또는 건물을 사인들의 의사에 따라 개발하는 사업이므로

규정이 없다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조합이

공동시행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언제든지 공동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동시행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부합한다.

2. 선정절차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라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공동시행을 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Ⅳ. 공동시행자가 동시에 시공자인 경우

1. 이중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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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는 시공도 포함되며 공동시행자인 건설업자가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면

공동시행자의 지위와 시공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공동시행자로서는

공동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 시공자로서는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담당한다. 

2. 시공자 선정 절차의 필요성

공동시행자가 시공까지 담당하기로 하면 시공에 관한 내용을 담아 공동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 공동사업의 협약은 조합계약 외에 시공계약의 성격도

가진다. 그런데 조합에서 공동시행자를 선정할 때 이미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므로 시공자 선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공동시행자인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기로 하면 공동시행자의 지위와 별개로

시공자의 지위를 가진다.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면

이는 ‘공동시행자’를 선정한 것이고, ‘시공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시공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1조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공동시행자가 시공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의 지위 외에 시공자 지위를 이중적으로 가지려면

도시정비법 제11조에 따라 다시 선정절차를 밟아야 하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합총회 의결을 받아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만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면서 공동시행자가 시공도 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해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는다면 공동시행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시공자도 선정한 것이다.  

Ⅴ. 시공자 선정절차 위반의 효력68

1. 도시정비법 제8조의 제한

                                        
68 김종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형사처벌,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4호, 2007. 12,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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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시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라면 그 선정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설계를 진행해서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을

세워야 하고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임대주택건설계획 등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고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통상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다.  

(2) 절차

시공자 선정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정관에 따라 총회를 소집해서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하며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는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보나 서면결의 한 경우는 직접 참석한

것이 아니다(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통상적으로 시공자 선정과

동시에 가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러한 가도급계약의 체결은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비용부담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정관변경에 대한 총회의결을 동시에 받아야 할 수도

있다(도시정비법 제20조). 

(3) 선정방법

시공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 이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69 ’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경쟁입찰의 방법은 ‘일반경쟁입찰’, 

건설업자의 자격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건설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경쟁입찰’, 조합이 5인 이상의 대상자를 지명하여

입찰을 하는 ‘지명경쟁입찰’의 세 가지 방식이 있고(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6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6-331호로 2006.8.25. 제정되었고, 세 차례 개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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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합은 이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입찰을 진행한다. 조합은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거쳐 입찰을 실시하며 대의원회가 상정한 입찰서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결정한다(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2. 선정결의 및 계약의 효력

(1) 선정결의의 효력

1) 강행규정 여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과열 양상을 보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자로 선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그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 절차, 방법을 제한하는 규정이 도시정비법에

마련되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규정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한

행위를 유효로 한다면 공정성과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되고 분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위반할시 형사처벌(도시정비법 제84조의 3)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시공자 선정의 효력  

강행규정을 위반한 시공자 선정결의에 의해 시공자로 선정되었다면, 시공자

선정결의는 당연히 무효이며, 무효인 시공자 선정결의에 의해 시공자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효력이 없으므로 시공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70.

                                        
70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61340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

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의 내용과 입법 취지,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유

효로 한다면 정비사업의 핵심적 절차인 시공자 선정에 관한 조합원 간의 분쟁을 유발하고

그 선정 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이 침해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1호 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

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

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어진 입찰과 시공자 선정결의는 당연히 무효라

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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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계약의 효력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면 선정 결의가 무효이고

건설업자는 시공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시공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가 체결한

시공계약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아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11조에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고 시공계약의

체결에까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시공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시공계약을 무효로까지 보기는

어렵고 착오 등에 의한 취소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며 이를 위반하여 시공자

선정을 한 경우 무효로 보고 있는데, 시공자 선정 결의를 위반하여 시공자로

선정된 자가 체결한 시공계약을 무효로 보지 않고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둔 취지에 맞지 않는다.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로 선정된 자가 체결한 시공계약도 당연히 무효로

보아야 한다. 

다만, 공동사업의 협약을 체결했고, 그 안에 시공계약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시공계약의 내용에 단순 자문이나 시행대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부분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반드시 시공자의 지위에 있어야만

시공계약을 제외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시공계약을 제외한 계약

내용까지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3. 형사처벌

도시정비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84조의 3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조합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도시정비법 제11조 및 제24조를 동시에 위반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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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3과 제85조의 동시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상상적 경합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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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공공지원과 공동시행

Ⅰ. 서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데(도시정비법 제77조의 4), 공공지원 할 수 있는

업무는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시공자 선정방법 등에 관한 지원, 

관리처분계획수립에 관한 지원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정비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의 공공지원 제도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마련했고, 더 나아가 공공지원을 받는 조합이 공동시행을 할 때에 서울특별시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이다.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은 단순 '지원'을 넘어서는

내용까지도 담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떠하고 그에 따른 조합과

건설업자의 지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Ⅱ.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71 선정의 근거

1. 도시정비법의 위임

도시정비법에는 공공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공지원의 시행, 

시공자 선정시기 등을 위한 내용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77조의4 제2항, 제7항).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7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및 그 위임을 받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

준에 따르면 공동시행자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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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1., 2013.12.24., 

2015.9.1.>

6.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⑦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1., 

2015.9.1.>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도시정비법 제77조의 4 제2항,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72 에서는 조합이 건설업자와 정비사업을 공동시행하는 경우에도

공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서울시 조례 제44조), 건설업자와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관한 기준73을 시장이 만들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 조례 제48조

제4항).

제44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8조(시공자등의 선정기준) 

④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 및 법 제77조의4 제8항 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72 이하 ‘서울시 조례’라고 한다. 
73 서울시 조례 제48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것으

로 규정했다. 

1.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기타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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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기타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서울시 조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74 은

공공지원을 받는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8항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건설업자의 선정 및 협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지원을 받는 조합이 공동시행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시행

선정기준은 조합과 건설업자간의 업무 구분, 공동사업의 협약 내용, 건설업자 선정

시기 및 방법, 사업비 조달 및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Ⅲ. 공동시행 선정기준의 내용

1. 선정 절차와 시기

조합은 공동사업시행자인 건설업자를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에 선정할 수 있고(공동시행 선정기준 제16조),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선정계획안에 대해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공동시행

선정기준 제14조).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선정계획안은 조합 이사회 의결을 받으면

된다(공동시행 선정기준 제13조). 

건설업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에 따르며 현장설명회 개최 전에 입찰공고를 해야 하고

입찰 공고시에는 공사개요, 사업비의 조달 및 집행, 사업비 예정가격(공사비

예정가격, 대여금 예정가격) 등을 명시해야 한다(공공지원 선정기준 제19조). 

입찰일 전 45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서 건축심의 받은 내용을 반영한 각

                                        
74

이하 ‘공동시행 선정기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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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75, 사업비 조달 및 상환에 관한 사항,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사항76 등을

배포해야 한다(공동시행 선정기준 제20조 제2항). 공동사업의 협약서를 현장설명회

때 배포해야 하는데 이 협약서는 시장이 고시하는 ‘정비사업 공동사업시행

표준협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했다(공동시행 선정기준 제22조). 설계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실시설계도면 작성방법에

따르며 조합은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사업비를 산출해야

한다(공동시행 선정기준 제16조).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대의원회에 상정하고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명

이상의 건설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단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가 5명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공동시행 선정기준 제25조).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여야 하는데 대리인 참석도 가능하며,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면 직접 참석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공동시행 선정기준

제27조). 조합과 건설업자는 조합이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한 공동사업의 협약서로

협약을 체결하며 공사비는 건설업자가 입찰이 제시한 금액에 따른다. 

2. 업무 구분

조합과 건설업자간 공동사업시행의 대표자는 조합이고(공동시행 선정기준 제7조

제1항)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대표자가 된다. 조합은 정비사업구역 내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확보해야 하고 건설업자는 사업비용을 직접 대여하거나 자신의

신용으로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공동시행 선정기준 제7조

제3항, 제9조 제2항), 원칙적으로 건설업자가 직접 공사비를 조달해서 건축물을

준공해야 한다(공동시행 선정기준 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건설업자가 자신의

신용으로 조합이 사업비를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입찰시 제시한

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해야 하고 공사비에 대한

대출이자는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공동시행 선정기준 제9조 제2항, 

                                        
75 공사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미 설계도서 열람방법
76 공사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공사계약 조건 및 특수조건, 공동시행자 참여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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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건설업자가 자신의 브랜드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입찰 제안을 할 경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공동시행 선정기준 제9조 제8항). 

조합이 미분양으로 인해 준공인가시까지 건설업자에게 대여금이나 공사비를 모두

상환하지 못하면 현물로 전액을 상환하며 상환가격은 분양당시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공동시행 선정기준 제10조 제1항, 제2항), 건설업자는 입찰시에

제안한 공사비 이하로 공사를 해야 하고 조합의 요구로 설계가 변경되거나 법령

제·개정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만 공사비의 증가가 가능하다(공동시행

선정기준 제9조 제7항).

즉, 공동시행을 하더라도 종국적인 비용부담 및 이익귀속 주체는 조합이므로

조합이 주된 사업시행자이고 건설업자는 조합의 부족한 시행능력을 보충하도록

해서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미분양분 발생시

조합이 대여금과 공사비를 현물로 상환할 수 있게 해서 건설업자가 미분양

리스크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공사비를 건설업자가 조달해서

공사하도록 하고 공사비의 증가를 제한해 사업 위험의 부담을 건설업자도

부담하도록 했다. 조합의 시행능력을 보충하는 것 외에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서의 위험도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건설업자의 조합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3. 건설업자의 지위

서울시 조례와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사업협약은 조합계약, 시공계약, 

위임계약 등이 혼합된 혼합계약이며 조합과 건설업자가 다중적 지위를 가지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8조의 공동시행과 동일하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시 대표자를 조합으로 해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여, 

형식적 공동시행이 아닌 실질적 공동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조합만이



109

행정주체로서 공법적 권능을 가짐을 명확하게 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은 외부적으로 단독 시행자이자 행정주체로서 시행권한을 가지고 건설업자는

이러한 행정주체의 보조자이다. 건설업자의 행정주체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었는데, 조합의 부족한 사업시행 능력을 보충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건설업자가 공사비나 분양의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하게 하여 건설업자가

사업의 위험도 일부 부담한다. 그러나 건설업자가 사업의 위험을 상당히

부담한다고 하여도 행정주체의 보조자이므로,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 건설업자가 시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4. 적용사례(반포 주공 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 사업개요

반포 주공 1단지(1,2,4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를 면하기 위해

공동시행자를 조기에 선정하는 공동시행 방식을 따랐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기

전의 반포 주공 1단지(1,2,4주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조합원 2,276명의 소유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80% 이상이 50세 이상이며, 소유자가 50세 미만인 세대는 약

13%에 불과하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1%,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가 6.2%, 제3종 일반주거지역 76%, 나머지는 녹지로

이루어져 있다77.

<재건축 전 현황>

위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810 번지 일원

대지면적 370,484 ㎡

                                        
77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91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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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수 2,276 명

연면적
공동주택 1,501,088 ㎡ (454,079 평)

주구중심(상가) 105,448 ㎡ (31,898 평)

신축규모
공동주택 지하 4 층~지상 35 층, 5,388 세대

주구중심(상가) 지하 4 층~지상 5 층, 약 18,000 평

현재의 총 82개 동, 조합원 2276세대 규모에서 재건축 후 총 80개 동, 

5,335세대로 변경되어 2,000세대 이상을 일반분양 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폐율

50%이하이고, 용적률은 공공용지부담율을 고려하여 본래보다 약간 상향하여

285%이다78. 

(2) 주요내용 및 진행 경과  

반포 주공 1단지(1,2,4 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시 조례 및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따르고 있고, 건설업자 선정기준의 내용을 그대로 입찰유의서로 17. 7. 

21. 현장설명회시에 배포하였다.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그대로 따른 입찰유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의 부족한 사업시행능력을 건설업자가 보충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사업의 위험까지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추가되는 공사비, 

일반분양의 위험을 상당 부분 건설업자가 지도록 했고, 건설업자가 자금조달도

하도록 했는데, 현장설명회에 배포한 내용으로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하므로

건설업자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협상을 하기 어려워 불리하다79.

                                        
78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91호, 11면
79 <입찰유의서 주요 내용>

1. 모든 용역계약을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체결하고 책임져야 한다(선정 전 용역계약도

건설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는 변경계약 체결해야 한다)

2. 대여금은 건설업자가 차입하여 조합에게 직접대여 하는게 원칙이며, 시공사 보증으로

조합이 차입하는 경우 입찰시 건설업자가 제시한 이율 초과시 건설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3. 공사비를 건설업자가 조달해야 하고, 조합이 조합 명의로 차입시 이자는 건설업자

부담한다.

4. 조합이 입찰시 공사비 예정가격을 제시하는데 건설업자는 그 범위 내에서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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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의 입찰유의서를 기준으로 현대건설, GS건설이 제안서를 작성해 17. 9. 

5. 입찰이 참여했다. 17. 9. 27.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현대건설이

공동시행을 하는 건설업자로 선정되었고, 17. 12. 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의결을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Ⅳ. 서울시 조례 및 공동시행 선정기준 분석

1. 공동사업시행 협약과 행정청의 통제

건설업자 선정기준의 내용이 상세한 편이라 조합과 건설업자 간에 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체결시 협상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공공지원을 받아 공동시행을 하는

재건축 조합이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따르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따르지 않을시 주무관청에서 실효성 있는 통제를 가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도시정비법 제77조의 4 제9항 등을 볼 때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위 선정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허가를 해주는 서울시에서는 내부적으로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조합과 건설업자가 위 선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건설업자 선정기준 제36조에서의 감독규정에 따라 선정기준 위반시

행정청이 필요한 조치80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협약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위 감독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이미 한 처분의 취소 등의

                                                                                                                       

제시해야 하고 자신이 제시한 공사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5. 미분양시 공사비는 대물변제 받고, 상환가격은 분양당시 분양가격으로 한다.

6.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내용의 공동사업시행 협약서를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하여야 하고, 

위 협약서로 건설업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80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처분의 취소, 변경, 정지, 임원의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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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한다면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이 건설업자 선정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인가를

거부하거나 협약의 수정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한다면 이러한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수정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면 이러한 조건은 부담이고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해도

독립한 행정행위라 볼 수 있으므로 부담에 대하여 진정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81. 

2. 실효성과 제도의 개선

수익성이 매우 높은 극소수 사업지만 서울시 조례와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공동시행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지가 반포 주공 1단지(1,2,4 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다. 건설업자가 사업의 위험을 크게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사업지가 아니라면 위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공동시행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려면 17. 12. 31. 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해야 하므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부터 건설업자의 도움을 받아 사업 진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위 방식에 따라 공동시행을 하고 있다 82 .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의 환수에 관한 특혜가 사라지는 2018년이 되면 위 방식에 따른

공동시행은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시 조례와 건설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공동시행이 계속 활용될 수 있게 하려면 건설업자의 부담을 좀 더

줄이고, '공공지원'을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측면에 좀

                                        
81

홍정선, 행정법 특강 제8판, 2009. 1, 323면
8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

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

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

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7.2.8 제14569호(빈집 및 소

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3.21] [[시행일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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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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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주택법과 도시정비법상 공동시행은 ‘시행’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행을 ‘공동’으로 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조합과 건설업자 모두가 ‘시행자’의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주택법과 도시정비법의 규정, 공동시행을 허용한

취지, 건설업자가 개발사업의 이익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자는 시행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시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건설업자는 조합의 시행능력을 보충해서 조합이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자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그 역할은 행정주체의 보조자, 사업시행자의

보조자의 지위로 한정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약한 조합인 주택조합이 공동시행을 하면 건설업자는 사업에 크게 개입할

수 있으므로 건설업자가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반면 강한 조합인 도시정비조합이 공동시행을 하면 건설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건설업자가 제3자에 지는 책임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동시행을 하더라도 건설업자의 역할이 위와 같이 한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건설업자의 책임도 시행자의 그것보다는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설업자의 위와 같은 지위에 부합하도록 건설업자의 책임범위는 제한되어야 하고, 

건설업자는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행

공동시행 제도는 ‘공동시행’보다는 ‘사업시행의 보조자’ 또는 ‘행정주체의

보조자’제도에 가까우므로 ‘공동시행의 보조자’ 제도로 수정하고, 진정한 의미의

공동시행 제도가 필요하다면 새로이 공동시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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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Joint Implementation under
‘The development law’

KIM MIN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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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Housing Act’ and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there is a 'joint implementation' system that allows 

housing associations and the rearrangement project associations to cooperate with contractor to 

forward development business. However, ‘The Housing Act’ and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do not provide clear 

provisions concerning the definition, content, and responsibilities of 'joint implementation, there 

for it is necessarily to be clarified. Housing associations, the rearrangement project associations 

and construction companies as joint developers have characteristics of associations. All 

members of the association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associations’ liabilities 

incurred from their commercial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7,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Act. However, it will be difficult impose same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to the 

contractor as housing associations and the rearrangement project associations.

Because the housing associations or the rearrangement project associations is an administrative 

entity that has been given its official power by law, while the contractor is only an assistant to 

the administrative entity that does not have such authority. Therefore, even if housing 

associations or the rearrangement project associations cooperate with a contractor, the 

contractor cannot be regarded as having the same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due to its different 

legal status..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tractor should be comprehensively examined in terms of the nature 

of each administrative action, the nature and contents of contract of joint implement. Housing 

associations, the rearrangement project associations, and construction companies make a 

contract of joint implement, and the contract of joint implement have characteristics of mixed 

contracts which have characteristics of associations contract, construction contract, delegation 

agreement whthin a single agreement. Since contractor may have different status such as the 

member of an association under the associations contract, assistant of the administrative entity, 

contractee under a construction contract, and delegate under a delegatio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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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e contractor shall bear different responsibilities and liabilities for each of these 

different statuses.

In addition, the contractors who carry out joint implementation are divided into several 

categories, such as formal joint developer, actual joint developer, and external joint developer, 

depending on whether they have been accredited or registered as joint developer and whether 

they actually act as joint developers. The scope of works, legal status and other characteristics 

may differ depends on status of the contractor, and degree of responsibilities and liabilities will 

be different from one another. 

keywords : joint implementation, housing associations, the rearrangement project associations,

administrative entity, the contract of joint implement

Student Number : 2015-2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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