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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설계자는 건축법이 규율하는 건축관계자 중 하나로 건축 설계 업

무를 수행한다. 건축법은 공법적 개입을 통해 각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감리의 불완전한 운용 형태 

등은 그 균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건축 설계 업무에는 

건축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건축법은 건축사에게 

설계자로서의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자격법으로서 

건축사법은 건축사 자격의 취득과 그 자격의 등록 등 제도적 장치

를 통해 이를 정당화한다.

  설계도서는 건축관계자 간 의사소통 수단이자 건축허가절차에서 

중요한 심사 자료가 된다. 그러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건축법

령에서 개별적 행정행위의 형식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설계도서

의 종류 및 내용과는 괴리되어 있다. 건축법령은 건축허가 시점에

서는 기본설계도서만을 제출하고, 착공신고 시점에 이르러서야 공

사시공을 위한 기술적 사항이 포함된 실시설계도서의 제출을 요구

하고 있다. 결국 실시설계도서의 작성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설계

자에게 일임되어 있다. 이 같은 형태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과 각 

행정행위 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자율적 통

제 수단으로서 건축사법은 그 간극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

다.

  1차적으로 설계변경은 설계도서의 변경을 의미한다. 건축법상 설

계변경은 본질적으로는 건축허가의 변경으로 사후 일괄 신고를 폭

넓게 인정함으로써 선행하는 건축허가의 잠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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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에서 최소한의 규율만을 하고 있다. 그것이 건축물의 주관적 동

일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

라서 그 구체적 사유 관한 고려 없이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된 공사

완료도서를 하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계약금액 조정의 원인이 되는 설계변경에 관하여는 공사도

급계약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공공계약의 경우에

는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법상의 특수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설계변경의 사유를 세분화하여 그 

절차와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

서는 설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나아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설계자에게 공사시공 과정 참여의 

적극적인 기회까지 부여하고 있다. 종래 사법적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던 공공계약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 논의를 행정법적 영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주요어 : 설계자, 건축사, 설계도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변경

학  번 : 2016-2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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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 관

제1절 연구의 목적

  분업과 협업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

을 가능하게 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작업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건축주와 함께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건축법이 규율하

는 건축관계자를 구성한다. 이들은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공동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업한다. 건축

법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1) 이들

의 역할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공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건축법은 건축사에게 건축 설계 업무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건축사법은 이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난 

수년간 제·개정을 거듭하며 건축사 자격에 관한 섬세한 규율을 꾀

하고 있다. 그 연혁과 함께 구체적인 규율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건축사법의 건축법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건축 설계 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

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건축관계자 간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 

또한, 건축허가절차를 구성하는 개별적 행정행위의 형식적 요건을 

구성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이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

부를 심사하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설계도서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 고시(제2016-1025호)로 「건축물의 설계도

서 작성기준(이하,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

어 있다. 그러나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설계도서의 종류와 내용은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완화와 강

1)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6판)』, 피데스, 2018. 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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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거듭하여왔다. 그 연혁을 살펴보는 것은 설계도서가 건축허가

절차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성하는 개별적 행정행위 

상호 간의 역학관계와 그 과정에서 설계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조

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한편, 설계도서는 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며서 크고 작은 변경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의 설계변경은 사

실상의 의미로서 설계도서의 변경에 해당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건

축허가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는데,2) 건축법은 기왕에 받은 건축허

가를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전 허가 등의 원칙을 

통해 이에 관한 최소한의 규율을 하고 있다. 한편, 설계도서의 변

경은 계약금액 조정의 원인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공사시

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맡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가 

등이 계약 체결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에서 있어서는 이에 

관한 특수한 공법적 규율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함께 살펴보는 것

은 설계변경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에 관하여 공법적 개입이 필요한 

순간을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본 연구는 설계자의 다른 건축관계자와의 관계와 

그 자격요건으로서 건축사에 관하여 살펴보고(제2장), 설계도서가 건

축허가에서부터 사용승인에 이를 때까지 건축허가절차에서 갖는 의

미를 단계적으로 이해하며(제3장), 특히, 건축법상 설계변경과 함

께 공공계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한 규율 형태를 고찰함으로

써(제4장) 건축법상 설계가 갖는 행정법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파

악하고, 장래 공법적 규율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김종보, 앞의 책,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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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

한다.

  제2장에서는 건축법상 설계자와 다른 건축관계자로서 건축주, 공

사시공자, 공사감리자와의 관계를 살피고, 기획업무에서부터 건축 

설계 업무, 사후 설계 관리 업무에 이를 때까지 건축 설계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통해 건축법상 설계자의 정의를 파악한다. 특히, 건

축법은 건축사법상 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건축 설계 업

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건축사법은 건축사 자격의 취득, 

건축사 자격등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방법을 통해 건축사 

자격을 규율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건축사법과 건

축법의 관계를 파악한다.

  제3장에서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도서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보고,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절차에서 요구하고 있

는 설계도서와 비교해 본다. 또한, 이를 구성하는 개별적 행정행위

의 개념 및 법적 성격과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간략히 정리하는데, 

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각 행정행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가 그에 상응하여 심사에 필요한 충분

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데 있다. 특히, 설계도서의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실시설계가 기본설계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변화에 관한 연혁적 고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축허가절차에서 설

계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한편, 설계변경

에 관한 제4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사완료도서가 안고 있는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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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에서는 설계도서의 변경에 관한 건축법의 특수한 규율 방법

으로 사전 허가 등의 원칙과 사후 일괄 신고의 예외의 구체적인 내

용을 살펴본다. 한편, 계약금액 조정의 원인이 설계도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공사시공자와의 계약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가 등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공법적 개입

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계약법령과 이에 기초하여 기획재정부 계

약예규(제365호)로 제정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

는 설계변경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로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내용을 살핌으로써 현행 설계도서의 변경에 관한 행정

법적 규율 방식에 대한 제도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도출해 낸 결론과 

장래 과제를 살펴본다.



- 5 -

제2장 건축법상 설계자와 그 자격

제1절 공법상 설계자 규율

(1) 전통적 규율 방법

  건축법은 ‘설계자’를 건축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한

다(제2조 제1항 제13호 참고). 이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다

른 건축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설계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춘 정의이다. 건축법은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 설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건축사에게 이에 관한 독점적·배타

적 지위를 부여하고(제23조 제1항 본문), 설계자가 수행하는 업

무의 내용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규율한다. 이때, 건축사란 건축사

법상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제2조 제1호)을 뜻한다. 건

축사법은 건축사 아닌 사람이 건축 설계 업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

처벌 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제39조의2 제2호, 제4

조), 건축사 자격의 취득과 그 자격의 등록 등과 같은 일련의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 범위

  설계자가 수행하는 ‘설계’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에 대응하는 ‘건설용역업’으로 구분된다(제2조 제3호).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은 물리적 시공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

는 건설업자 즉, ‘공사시공자’에 대한 규율을 주된 목적으로 하

기 때문에3) ‘건설용역업’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

3) 김종보, 「시행과 시공의 구별-종합공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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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분쟁조정위원회 등 극히 일부의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4조 단서).

  한편, ‘설계’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기술’에 해당한

다(제2조 제2호 가.목). 그러나 이때 ‘설계’에는 건축사법 제2

조 제3호에 따른 ‘설계’ 일체를 제외하고 있어(같은 목 참조) 

「건설기술 진흥법」은 적어도 설계에 있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

체 등이 발주하는 설계에 관한 규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3) 새로운 입법을 통한 규율의 시도

  건축물의 공공성을 제고하여 건축 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2007. 12. 21. 건축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건

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설계’는 「건축기본법」상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 중 하나로 ‘건축디자인’

에 해당한다(제2조 제4호). 이에 「건축기본법」은 건축정책의 일

환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의 수립에 관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제21조). ‘건축디자인’은 이 같

은 건축디자인 기준의 적용을 위한 기본 단위가 된다는 점에서 건

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개별적 건축물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상 ‘설

계’와는 구별된다.

  한편, 다른 건축 관련 산업에 비하여 그 경쟁력이 저조한 건축서

비스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2013. 6. 4.

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설계’는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상 ‘건축서비스’에 해당한다(제2조 제1항 

-」, 행정법연구 제26호, 2010. 4.,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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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공공발주사업에 따른 공공

기관의 건축물 등의 설계는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제21조), 시

공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제22조).

(4) 전통적 규율 방법의 재고 필요성

  이처럼 설계자가 수행하는 건축 설계 업무를 일컫는 명칭이 우리 

공법 법제에 각기 다르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각 법률이 규율 목적

과 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으로 이는 입법 기술상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건축기본법」이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 및 시

행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입법자는 그 필요에 따라 새로운 입법을 

통해 설계를 ‘건축디자인’이나 ‘건축서비스’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관한 새로운 규율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기존 건축법과 이를 

뒷받침하는 건축사법이 설계라는 ‘행위’만을 그 규율 대상으로 

할 뿐이고, ‘설계’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법제의 구조에 관한 이해와 그

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시정 없이 새로운 입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실효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하에서

는 설계자에 대하여 건축법과 건축사법에서 취하고 있는 전통적 규

율 방식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건축법상 설계자

    1. 건축관계자로서 설계자

(1) 건축관계자 간 역할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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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자’는 ‘건축주’,‘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와 함께 

건축관계자를 구성한다(건축법 제5조 제1항 참조). 이들은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자 그에 상응하는 역

할을 분배하고 상호 협업한다. 건축경찰법으로서 건축법은 건축물로

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을 정의

하고,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건축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궁극적으로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건축법은 건축을 위한 공사에 초점을 맞춰 이를 발주하거나 그 

스스로 하는 자로 ‘건축주’를 정의한다(제2조 제1항 제12호). 

그러나 후단의 공사를 스스로 하는 자라는 정의는 아래에서 보게 

되는 ‘공사시공자’가 분담하는 역할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적

절하지 못하다. ‘건축주’가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종류나 사업 

방식에 따라 적용 법령을 달리하는데, 「주택법」상 ‘사업주체’

(제2조 제1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

(제2조 제8호),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제2조 제10

호) 등으로 나타난다.

  ‘공사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를 하는 자(건

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로 정의된다. 건축법은 ‘공사시공자’

에 관하여는 ‘설계자’에게 건축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달

리 별도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그가 수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자본

금, 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 등록기준(제10조 각 호)을 갖춰 건설

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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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감리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건축물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

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로 정의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6

호). 건축법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 일정

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설계자와 마찬가지로 공사감리 역시 건축사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닌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용역업자도 공사감리자가 

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각각은 일반적으로는 건축주와 

설계용역계약, 공사도급계약 등 개별적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

라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체결하는 계약

은 각각이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

는 민사상 계약에 불과하고,4) 실제 건축법은 그 계약 내용에 우선

하여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사실적 행위를 규율하게 된다

(제15조 제1항, 제2항 참조).5) 건축주를 중심으로 한 다른 건축

관계자들 상호 간의 관계는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

라는 건축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건

축법은 곳곳에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불량 건축자재의 납품이 문제가 되면서 건축법은 2016. 

2. 3.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게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자재

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도록 하고, 행정청은 이에 관해 점검할 수 

4)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참조.

5) 김종보, 앞의 글, 62면, 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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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제조업자’, ‘유통업자’ 

각각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제2조 제1항 제12호의 2, 제12호

의 3)하여 그 규율 대상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2) 역할의 중첩과 제한

  이처럼 건축법상 건축관계자들에 관한 정의는 그들이 건축허가절

차를 전제로 하는 개별적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수행하게 되는 

역할, 즉, 설계, 공사시공, 공사감리라는 사실적 행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즉, 건축관계자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상호 독립된 주체

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계자와 공사시공자가 동일한 법인격을 갖는 등으로 그 역할이 상

호 중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각자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본질적 특성상 상호 역할이 중첩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

한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3) 설계자와 공사시공자의 관계

  특히, 대형 건축물이나 플랜트 등 특수 건축물을 중심으로 건설

업자가 공사시공뿐만 아니라 설계까지 도맡아서 건축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방식의 설계·시공 일괄계약, 이른바 ‘턴키계약

(turnkey-base contract)’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설계자와 공사시공자가 일치하는 경우로서 건축법은 이를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 경우에도 설계도서에 누락이나, 오류를 

원인으로 하는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설계도서

는 설계자인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변경은 원칙적

으로는 공사시공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으로 그에 따른 공사비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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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공발주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

력의 사유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

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이 

같은 국가계약법령 상의 제한 내용은 민간공사에 관한 계약 내용에

도 그대로 편입되는 경향을 보인다.

(4)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의 관계

  반면에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건축법령과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공사시공

자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을 전제로 한다. 이에 건축사법은 공사시공

자인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할 수 없

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 간 역할이 중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제23조 제9항). 「건설산업기본

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도 역시 공사시공자 및 그 계열회사가 

공사감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건설

산업기본 제26조 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2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종래에는 이에 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2008. 1. 7. 경기도 이천시 

냉동창고 건축현장 폭발·화재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설계·공사

시공·공사감리를 동일한 계열사가 수행한 사실이 지적되면서 

2008. 3. 28.에 이르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

되었다(건축법 제110조 제4호 나.목).6)

6) 이세정, 『건축법제 선진화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

원, 2014. 10.,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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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자와 공사감리자의 관계

  종래 건축법은 설계자가 공사감리자가 되는 경우에 관하여 별도

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중·소형 건축물의 경우 동일한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주로부터 설계뿐만 아니라 공사감리까지 함께 

위탁받아 수행하여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동일한 경우를 흔히 찾

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오면

서 공사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독립하여 공사시공을 관리, 감독하

는 것이 아니라 건축주의 편의를 위하여 그 과정의 편법을 묵인해 

줌으로써 부실시공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건축법은 2016. 2. 3.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로

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를 도입하였

다(제25조 제2항 본문). 이는 크게 두 가지 제한을 골자로 한다. 

첫째는 위와 같은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는 시·도지사가 작성한 

건축사 명부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둘째는, 이때,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공사감리자로 지정

할 수 없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상 신기술을 적용한 설계

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 역량 있는 건축사인 설계자, 설

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설계자는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예

외를 인정한다(같은 법 제25조 제2항 단서 각 호).

  그러나 이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

다. 우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함으로써 공사감리자는 건

축주와의 계약 체결 이전까지는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모르

나, 계약 체결 이후에는 건축주와의 관계에서 설계자와 다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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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 있게 될 뿐이다. 이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

택에 관한 감리자 지정 제도(주택법 제43조 제1항) 도입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건축법은 공사감리자

에게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시정·재시공부터 공사중지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제3항). 그러나 이를 보장할 만

한 법적 수단이 없어 그것이 공사감리자의 권한이라기 보다는 의무

에 가깝게 이해된다. 실제 건축물의 완성을 최우선의 이익으로 생

각하는 건축주의 이익에 반하여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에게 공사

중지 요청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시공 과정의 

부실은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

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를 제재할 만한 권한 또한 갖고 있지 못하

기 때문에 일어난다. 공사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감리 업무 수

행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게 되는 현행 감리 제도가 안고 있는 본질

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공사감리자를 건축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지 않는 이상 

단순히 설계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공사시공 과정의 부실을 방

지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즉, 공사감리자를 설

계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건축주로부터 독립하는 것과 같은 결

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설계자의 설계 의도 

구현을 위한 시공 과정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건축서비

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 입법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물론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는 하지만 이는 반대 해석상 설계자가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에는 시공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도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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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 설계 업무

(1) 설계의 의의와 구분

  건축법상 ‘설계’는 설계자가 ‘자기의 책임으로(보조자의 도움

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을 기획하고, 이에 관한 설계도

서를 작성하며, 해석 및 자문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자기의 

책임으로’라는 문언상 표현은 1994. 10. 21.에 있었던 성수대

교 붕괴사건을 계기로 1995. 1. 5. 설계자와 공사감리자의 책임

과 부실 설계 및 공사감리에 따른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공

사감리자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명시되었다. 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은 그 반대 해석상 보조자가 설계자로서의 업

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지만 설령 그러한 경우에도 

설계자 자신이 법적 불이익을 부담하게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설계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가 건축법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

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다(건축법 제

21조 제3항). 이는 설계자가 수행한 건축 설계 업무의 품질을 보

증함으로써 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7)

  건축법상 설계자는 광의의 건축 설계 업무, 즉, ‘설계’를 수행

한다. 건축사법은 이를 설계도서의 작성을 의미하는 협의의 건축 

설계 업무를 기준으로 그 전, 후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설계는 본격적으로 설계도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이를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기획하는 ‘기획업무’와 설계도서가 

작성된 이후에 그 결과물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 및 

조언하는 ‘사후설계관리업무’를 포함한다(건축사법 제2조 제3호 

7)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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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목). 결국 ‘설계’는 기획업무와 사후설계관리업무를 포함한다

는 점에서 단순히 설계도서의 작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 설계 업무의 기준으로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마련

되어 있다, 이는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나, 건축

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설계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준수

하여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

력을 갖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된다.8)

「설계도서 작성기준」 역시 설계를 기획업무, 건축 설계 업무, 사

후 설계 관리 업무로 구분하고, 건축 설계 업무를 다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세 가지로 세분화하고 있다(설계도서 작성기준 

2.2 내지 2.8).

  이와 같은 구분은 본질적으로는 연속되어 있는 건축 설계 업무를 

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설계가 건축사법이나 「설계도서 작성기

준」에서처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

여야 한다.9) 실제 기획업무는 건축 설계 업무 중 계획설계와 구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건축허가를 위하여 계획설계와 중간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설계자의 고도의 창

의성이 발현되는 특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 업무 중 실

시설계를 분리함으로써 서로 다른 설계자가 건축 설계 업무를 분담

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8)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7. 2., 169면,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14판)』, 박영사, 2015. 1., 148면, 149면.

9)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제5판)』, 박영사, 2014.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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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업무

  광의의 건축 설계 업무는 설계도서 작성의 전제로 건축물과 그것

이 위치할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을 기획하는 업무인 기획업무

를 포함한다.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기획업무를 시기적으로 설

계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건축주가 설계(예정)자에게 요구할 수 있

는 업무임을 전제로 정의하고 있다(설계도서 작성기준 2.3). 그

러나 정작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열거하고 있는 건축물의 규모

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은 설계자의 선정과는 무관하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 규모, 그리고 공사비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루어

지는 것들이다. 이 같은 정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건축주와 설계

자 간의 설계계약 체결 시점을 제한하고, 설계자에게 계약 체결 이

전 업무의 수행을 강제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기획업무의 내용으로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건축물의 개

략배치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의 관계를 담은 대지종횡단면도 

등으로 구성된 규모검토서와 대지 및 주변현황을 확인 및 분석하고 

사용자를 조사하며, 기존 시설물 분석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다(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기획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종류, 용도 등에서 비롯되는 특수성과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자의 가치관이나 주관적 사상 등에

서 비롯된 독창성이 반영되게 되는 기초가 된다. 그것이 아파트나 

주택처럼 비교적 획일적 형태를 갖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것이라면 

전체 설계에서 기획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

나, 개성 있는 형태의 대규모 복합상가 등 특수한 건축물이나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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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설계자의 독창성이 

발현되는 경우에는 기획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한편, 건축사법 제19조의 3 제3항에 근거하여 국가 등이 설계 

등 건축사의 업무를 발주하는 경우 그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관하

여 국토교통부 고시(제2015-911호)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

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공공발주사업 대가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민간사업에 있어서도 건축사의 

설계 용역 대가 산정의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건축사법 제

19조의 3 제2항). 「공공발주사업 대가기준」은 기획업무의 대가

를 일률적으로 전체 설계대가의 3% 이상 8% 이하 범위 내로 제한

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그러나 이는 전체 건축 설계 업무에서 

기획업무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적

절하지 못하다.

(3) 건축 설계 업무

  건축 설계 업무는 설계자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설계도서의 작성은 설계자에게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 전체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설계자는 건축주의 요구에 부응

하여 설계도서를 통하여 정해진 용도에 따른 구조와 형상 등을 갖

춘 건축물을 구현하게 된다. 해당 건축물은 공사시공자의 시공이라

는 행위를 통해 실현 가능하여야 하고, 현행 건설 법제 하에서 건

축이 허용되는 것으로 설계자에게 고도의 전문성 발현이 기대되기

도 한다. 이에 건축 설계 업무는 건축물의 난이도와 필요한 설계도

서 작성의 수준에 따라 그 업무의 내용과 강도가 달라지는 특수성

이 있다.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이를 다시 계획설계, 중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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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실시설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 별로 작성되어야 하는 설계도

서의 내용과 종류를 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 제1

절에서 살펴본다.

  그러나 설계자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 ‘설계’와 그 결과물

로서 ‘설계도서’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구별된다. 설계도서는 건

축 설계 업무에 따른 결과물이다. 즉, 그 자체만으로는 기획업무나 

사후 설계 관리 업무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설계도서가 곧 

건축 설계 업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여

야 한다. 실무상 설계도서는 설계의 결과물로서 설계자의 업무 수

행 정도와 그에 따른 대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 일응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건

축물의 용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

현되는 설계자의 창의성 유무나 그 정도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설계자의 건축 설계 업무는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단순히 설계도

서의 작성만을 내용으로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보통은 설계도서의 작성에만 국한되는 경우는 드물고, 건축주를 

위하여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실제 건축 설계 업무는 설계자가 수행하는 인․허가 대행 업

무와 긴밀히 결합하여 전체 사업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발주사업 대가기준」은 건축 설계 업무의 대가요욜을 산정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건축물의 종별을 창고시설 등 

비교적 단순한 건축물을 1종(단순), 단독주택, 제1종·제2종 근

린생활시설과 같은 일반 건축물을 2종(보통), 문화 및 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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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특수한 건축물을 3종(복잡)으로 구분한다(제10조 제1항, 

[별표3]). 또한,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각각의 단계별로 

작성된 설계도서의 양에 따라서 기본·중급·상급으로 구분한다(공

공발주사업 대가기준 제6조 제3항 제1호, [별표2]). 그리고 해

당 건축물의 난이도와 설계도서의 양에 따라 그 대가요율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기획업무를 포함하는 건축 설계 업무의 대가는 원

칙적으로 공사비 예정금액에 위와 같은 대가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다. 이 중 기획업무의 대가 3% ~ 8%를 제외한 것이 순수한 건축 

설계 업무의 대가가 된다(같은 기준 제11조 제2항, [별표4])

(4)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사후설계관리업무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상에 현출된 설계

의도가 공사시공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석 및 자문

하고, 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현장여건의 변화나 업체선정에 따

른 재료의 재질·색상·규격 등의 선정이나 그 변경을 검토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이다(설계도서 작성기준 

2.8). 다만,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앞서 살펴본 기획업무나 

건축 설계 업무와 달리 사후설계관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대표적인 예로는 설계도서와 현장 상태와의 

상이, 설계도서상의 오류, 사정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설계도서

의 변경을 들 수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허가의 변경을 

수반하기도 한다. 건축법은 설계자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의 요청에 

따른 설계도서의 변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4조 제3항).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제4장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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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사후설계관리업무가 단순히 설계변경에만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설계자가 공사시공 과정에서 그가 작성한 설계도

서를 해석하고 자문하는 행위 일체가 포함된다. 다만, 그것이 설계

자에게 적극적인 시공 과정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일반적인 규정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공사시공자가 시공 과정을 주도하는 

국내 현실에서 설계자의 이와 같은 관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축관계자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공공발주사업에 있어서 설계자

에게 설계 의도 구현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

다(제22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 호). 

이는 건축법이 2007년도에 국가정책사업 등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위 구역 내 공공발주사업에 한하던 규정하

고 있던 것(구 건축법10) 제62조 제8항)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법」을 제정하면서 공공발주사업 일반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공공발주사업 대가기준」은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대가를 실비정

액가산식의 방식, 즉,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를 포함하는 직접비에 

제경비 및 창작 및 기술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공

공발주사업 대가기준 제11조 제3항, 제18조).

    3. 건축전문가로서 설계자

(1) 건축 분야 전문성의 요구

  이상의 건축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설계자는 건축법령

10) 2007. 10. 17. 법률 제8662호로 일부 개정한 것(2008.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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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에 따른 처분,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장래 시공을 통해 구현될 건축물이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이상 건축법 제23조 제2항 참조). 이를 

위하여 설계자에게는 건축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 같은 전문성은 건축 분야에 관한 제도화된 교육과 실무로부터 

습득한 견고한 지식체계11)를 전제로 한다. 「건축기본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건축기본법 제2조 각 호) 내지 

건축의 공공재로서의 성격12)은 이 같은 지식체계를 습득한 전문가

에게 건축 설계 업무를 독점시켜야 할 명분을 제공한다. 국가는 건

축 분야 전문가에게 건축사라는 공인된 자격을 부여하고, 각종 제

도적 장치를 통해 그의 영업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이들이 건축 설계 

업무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데 정당성을 부여한다.

(2) 설계자의 자격 요건

  건축법은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 설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본문). 다만, ‘바닥면적

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등 비교적 소규모의 

건축물(건축법 제23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호)과 특정한 용도

의 가설건축물(같은 항 단서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

호, 제2호)은 예외적으로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종

래에는 건축법이 아닌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는 건축주의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침익

적 사항으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2005. 5. 

11) 이강민, 성은영, 『건축사의 호칭과 업무의 제도적 형성에 관한 연구』, 건

축도시공간연구소, 2015. 12. 31., 34면 참고.

12) 이강민, 성은영, 앞의 책, 40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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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로소 건축법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구 건축

법13) 제19조 제1항 각 호). 이후 건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2007. 7. 4. 그 예외 사유를 추가하면서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아

니면 건축 설계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다만, 그 예외 사유를 한

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규율 형태를 띠게 되었다(구 

건축법14) 제19조 제1항). 이처럼 건축법은 건축사에게 건축 설계 

업무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때, 

건축사(建築士)는 건축사법에서 정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함

으로써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된 자격을 갖춘 자(건축사법 

제2조 제1호)를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건축 분야 종사자를 

칭하는 용어인 건축가(建築家)와는 구별된다.

(3) 건축사법에 의한 통제

  건축사법에 의하면 모든 건축사가 건축법상의 설계자가 될 수 있

는 것이 아니다. 건축사법은 건축법상 건축 설계 업무는 건축사법

에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그 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

항). 즉, 건축사가 건축 설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영업 개시 요건을 추가로 갖춰

야 한다. 아래 제3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등은 건축사 자격의 취득과 그 등록을 전제로 한다. 따라

서, 건축사가 설계자로서 건축 설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

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건축사사무소개설신

고를 하거나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들은 상호 결

합하여 건축사법이 건축사 자격을 통제하기 위하여 마련한 일련의 

13) 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일부 개정한 것(2005. 5. 26. 시행).

14) 2007. 1. 3. 법률 제8219호로 일부 개정한 것(2007. 7.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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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를 구성한다.

(4) 자격법으로서 건축사법

  설계자는 건축주 등과의 계약 체결을 통하여 건축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건축법상 ‘설계자’는 그 역할 내지 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건축법은 설계자 외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을 구분하고, 그 업무의 내용과 그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책임을 규율하는 실체법으로서 작용한다. ‘건축사’는 건축

법상 설계자의 자격 요건을 구성하는 한편, 자격법으로서 건축사법

상 건축사 자격의 취득과 등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공법적 

통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건축법상 ‘설계자’ 개념과 구별된

다.15) 건축법이 건축사에게 설계자로서 수행하게 되는 건축 설계 

업무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지위를 부여한다면, 건축사법은 그 자

격 요건이 되는 건축사 자격의 통제를 위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절 설계자의 자격

    1. 건축사법상 규율 방법

(1) 자격의 규율 방법 일반

15)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72776 판결 참조[건축주와 직접 계약 

체결 상대방이 아닌 건축사에게는 설계자의 설계변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 제19조의2 제3항(현행 건축법 제24조 제3항)을 직접 근거로 하여 불

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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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제도는 특정 업무의 수행, 영업 활동, 그 밖에 경제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기능의 보유 또는 일정한 경험

이 있음을 공증하는 제도이다.16) 이는 다시 업무 독점적 자격과 

명칭 독점적 자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업무 독점적 자격은 변호

사, 의사처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업무 또는 영업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다.17)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재산의 보

호를 위해 그 업무 활동을 자격자의 관리·감독하에 둠으로써 이에 

수반되는 위험이나 재산상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18)

반면에 명칭 독점적 자격은 건설기계기술사, 미용사처럼 특정 자격 

명칭을 부여하고 기술·기능 등을 국가가 공인함으로써 직업능력의 

향상을 기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독

점적 자격과 구별된다.19) 명칭 독점적 자격과 달리 업무 독점적 

자격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자격자 외의 업무 수행 등을 금

지함으로써 결국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를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에 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고, 그 경우에도 합리

적 범위에서만 제한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20)

(2) 업무 독점적 자격

  건축법은 건축사가 아니면 건축 설계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

함으로써 건축사에게 건축 설계 업무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지위

를 부여한다(건축법 제23조 제1항).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같은 법 제

16)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2017. 12., 

318면.

17) 법제처, 앞의 책, 318면, 319면.

18) 법제처, 앞의 책, 319면.

19) 법제처, 앞의 책, 319면.

20) 법제처, 앞의 책, 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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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제1항). 건축 설계 업무와 공사감리는 건축사의 주된 업무에 

해당한다(건축사법 제19조 제1항). 건축사법은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닌 

자가 이를 수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39조의 2 제2호). 

이 같은 형사처벌 규정을 통해 건축사법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자격 통제 장치를 강제함으로써 위와 같은 건축법상의 규정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3) 독점적 지위의 보장

  이 같은 업무 독점적 자격의 경우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자격을 갖는 자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유사 명

칭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 등 공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21) 건축사법은 역시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

는 것을 금지한다(제10조). 그 명의를 빌려준 건축사의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그 상

대방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함으로써 무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위법으로 다

룬다(같은 법 제39조의 2 제3호). 또한, 건축사법은 종래 건축사 

명칭의 사용 금지만을 규정하였으나 유사한 자격 명칭의 사용도 금

지할 공익상의 요청과 사회생활에서의 혼동 등을 고려하여22)

2011. 5. 30 일부개정을 통하여 유사명칭의 사용까지 금지시키

고(같은 법 제12조),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

다(같은 법 제1조 제1항).

21) 법제처, 앞의 책, 322면 내지 324면 참조.

22) 법제처, 앞의 책, 3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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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수적 업무

  한편, 건축사가 이 같은 주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주를 

대리하는 등의 부수적 역할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각종 

개별 법령이 건축사에게 건축 분야 전문가로서의 주된 업무 외에 

부수적 역할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부수적 업무로서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 업무, 허가권자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관리 

업무 등을 열거하고 있다(제19조 제2항 각 호).

  특히, 2017. 12. 26.에는 부수적 업무 중 하나로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건축사법 제19조 제2항 제7호)를 명

시하였다. 건축주가 건축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사에게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이는 기존에도 설계자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허가권자를 상대하는 업무로서 소위 ‘대관업무(代官業務)’라 하

여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으레 수행하여 오던 업무를 재확인한 것

에 불과하다. 이를 건축사의 부수적 업무로 명시하는 것은 건축사

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한 단계 진보

한 일이다. 그러나 자칫 이에 치우쳐 설계자의 본연의 업무가 터부

시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허가권자를 위하

여 대행하는 업무이다(건축법 제27조 제1항), 건축물의 유지·관

리 역시 건축사 외에도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의 2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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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 대관업무 역시 행정사법상 행정사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주된 업무와 달리 이 같은 부수적 업무들

을 건축사에게만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

다.23) 건축사법 역시 이 같은 부수적 업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형

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2. 건축사 자격의 취득

(1) 건축사 자격의 취득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건축사법 제7조 제1항). 다만, 피성년후견인 등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제1호),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2호, 제3호), 2

년 이내 건축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제4호)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없다(같은 법 제9조 각 호). 특정한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

제도에 관하여는 그 분야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정도와 사회적 책임

을 고려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광범위한 입법적 재량

이 인정된다.24)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서 설계 및 공사감

리 업무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건축사에 있어서는 더욱 그

러하다. 건축사법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하기에 앞서 이를 위한 

응시자격으로 다시 일정한 학력요건과 일정 기간 동안의 실무경력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23) 이강민, 성은영, 앞의 책, 174면, 175면.

24) 헌법재판소 2008. 5. 29. 2005헌마195,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7헌바5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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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1 : 학력요건

  종래에는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예비시험의 합격과 이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비시

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대학의 건축공학과 등 건

축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했다(구 건축사법25) 제15조 제1항 제1

호). 다만, 일반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못했더라도 건

축전문대 졸업 후 2년 이상 또는 건축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면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헌법재판소는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이 같은 학력요건

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건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련의 교육

과정 속에서 배태하게 되는 사회적 책임감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26)

  이후 2011. 5. 30.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으로 건축사 

예비시험이 전면 폐지되고, 학력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대대적인 개

정이 이루어졌다. 국가 간 FTA 체결 등을 통한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건축사 자격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편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27) 개정된 건축사법에 의하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

시하기 위해서는 5년제 일반대학 건축학과에서 8학기 이상 이수하

거나(건축사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건축전문대학원에서 건축학 

전공 학사는 2학기 이상, 건축학 외 전공 학사는 4학기 이상 각 

이수하였을 때(같은 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25) 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되

기 전의 것.

26) 헌법재판소 2008. 11. 27. 선고 2007헌바51.

27) 2011. 5. 23.자 국토해양부 보도자료(“건축사자격제도 국제기준에 맞추어 

전면 개편-5년제 건축대학 졸업생에게 건축사시험 응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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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 비로소 아래에서 보게 될 실무수련 이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대학 건축학과나 건축전문대학을 졸업하

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건축사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되

었다. 이는 대학에 건축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하는 교육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다만, 기존 건축사 예비시험의 폐지는 2020. 1. 1.부터 시행

되고,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도 2026. 12. 31.까지는 함께 건

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현재는 신, 구 

양 제도가 병존하고 있다.

(3) 응시자격2 : 실무경력요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이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실무경

력요건을 갖춰야 한다. 종래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

시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췄을 때, 비로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

시할 수 있었다(구 건축사법28) 제14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건

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된 이후에는 일반대학 건축학과 또는 건축전

문대학원에서 일정 학기 이상 이수한 후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거

쳤을 때 비로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건축사법 제13

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3 제2항 본문). 실무수

련자는 실무수련 감독 건축사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건축 설계 

업무에 관하여 365일 이상, 공사단계별 관리와 프로젝트 관리에 

관하여 80일 이상, 사무소 관리와 관련 활동에 관하여 20일 이상 

합계 465일 이상의 수련일수를 채워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의 5, [별표1의2], 제6조의 6 제1항 내지 제4항).

28) 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되

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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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사 자격시험

  건축사 자격시험은 매년 9월 [대지계획]과 [건축설계1], [건축

설계2] 세 과목을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치른다(건축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대지계획]은 건축물의 배치계획, 대지 조닝

(Zoning), 대지분석부터 대지주차 등으로 구성된다. [건축설계

1]은 평면설계, [건축설계2]는 단면설계에서부터 구조계획, 설비

계획 등으로 구성된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하게 

되면 합격한다.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그 시험 직후 

연속 5회 동안 그 과목에 대한 시험이 면제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2017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6,409명이고, 그 

중 10%에 해당하는 607명이 최종 합격하였으며, 합격률은 매년 

10% 내외이다.29)

(5) 건축사 자격의 취소

  한편, 건축사법은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그 자격을 취소 사유를 

정함으로써 그 자격을 통제하고 있다. 그 사유로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1호), 자격증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제3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

속하여 건축사업을 하거나(제4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

법을 위반하여 부실 공사를 야기함으로써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

한 손궤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제6호) 등이 있

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건축사 자격의 취소는 중대한 

29) http://exam.kira.or.kr/(2018. 1. 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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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를 근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제한해

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아래에서 보게 될 

자격등록의 취소와는 구분된다.30)

    3. 건축사 자격등록

(1) 건축사 자격등록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건축사법 제18조 제1항). 자

격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건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건축사 자격증 사본과 함께 건축사 윤리선언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건축사 윤리선언은 건축사의 사회적 책

임과 건축문화와 교육에의 기여에 관한 책무 등 그 자격이 지니는 

강한 공공성을 내용으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

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 [서식18]).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격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자격등록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같은 조 제3

항). 건축사법은 그 거부 사유로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자격등록이 취소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제2호),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3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같은 법 제18조의 2 제1항 각 호).

(2) 자격등록의 연혁

  종래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함과 

30) 법제처, 앞의 책, 3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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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했다(구 건축사

법31) 제7조 제1항). 그리고 그 면허의 취소는 곧 기존 건축사 자

격 전체를 취소시키는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해석되었다.32) 그러나 

건축사법은 2000. 1. 28.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는 이유로 면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격제로 일원화하였다. 

이후부터는 건축사 자격의 취득과 현재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에 

해당하는 건축업무신고의 이원적 규율 형태가 계속되었다. 그런데 

2011. 5. 30. 건축사 자격 취득 후에는 최신 기술 습득 등 자기 

계발의 동기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

격을 갱신하도록 하면서 그 전제로 자격등록을 하도록 하였다. 이

에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그가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영위하려면 다시 건축사

사무소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현재의 규율 체계가 마련되었다.

(3) 자격등록의 법적 성격

  자격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축사 자격의 취득 사실을 통

지하는 사인의 일방적인 행위로서 신고에 해당한다.33) 즉,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건축사로서의 업무 즉, 건축설계나 공사감리 

등을 개시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리하도록 하는 법적 효과가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종래 면허제

가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의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행위로서 강학상 허가로 이해되던 것과는 구별된다. 

31) 2000. 1. 28. 법률 제6244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0. 4. 29. 시행되기 

전의 것.

32)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042 판결.

33) 김동희, 앞의 책, 303면, 405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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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그 자격을 등록하였는지 여

부가 건축사 자격의 취득 사실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

다. 이는 자격등록 제도가 등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갱

신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목적에서 비롯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사법은 그 거부 사유

(제18조의 2 제1항 각 호)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에 관한 형식적 심사는 할 수 있는 수리를 요

하는 신고를 신고로 이해된다.34)

(4) 자격의 갱신등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사의 자격등록 제도는 그 자체보다는 

그 자격의 갱신등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자격등

록을 한 건축사는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실무교육을 받

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건축

사법 제18조 제5항, 제30조의 2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갱신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게 된

다. 이는 변호사, 의사와 같은 다른 전문직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기술의 발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축사 자격의 특수성에 따라 일

정 기간마다 그 자격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35)

(5) 자격등록의 취소 등

  2011. 5. 30. 자격등록 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부당한 행

위를 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등록의 취소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

34) 김동희, 앞의 책, 303면, 405면 참고.

35) 법제처, 앞의 책, 3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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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건축사법 제30조의 3, 제30조의 4). 그 밖에도 국토교통부장

관은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나 스스로 자격등록 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제3호)에

도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각 호). 

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자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4.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1)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에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과 사무실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국토교

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

에 관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조). 단, 자

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사유가 있는 사람이나, 2년 이내 건축

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이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사람 

등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4조 각 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는 이 같은 건축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을 갖춰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사인의 일방

적 행정행위로서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거부 사유에 해당하

는지 여부에 관한 형식적 심사를 할 수 있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이해된다.36) 다만, 이는 실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영업상 관리 

36) 김동희, 앞의 책, 303면, 405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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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감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을 위한 자격등록과는 그 규율 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다.37) 다른 

자격 제도들이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자

격자임을 공증함과 동시에 업무개시를 위한 법적 요건으로 자격등

록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38) 건축사법은 양자를 각각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도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그 대표자는 건축사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건축

사가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건축사법 제2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

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 역시 1개의 건축사

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2)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실무수련자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외에도 그의 업무를 보조

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를 둘 수 있다. 소속 건

축사는 앞서 살펴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그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없

37) 이강민·성민영, 앞의 책, 179면.

38) 법제처, 앞의 책, 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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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건축사법 제23조 제2항).

  종래 건축사보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가.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

기·전자, 기계 분야 등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한 사람(나.목)만을 일컬었었다. 그러나 건축물 품질관리를 위한 

감리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2015. 8. 11.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예정)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 후 2년 이상 건축실무

에 종사한 자 또는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 후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자 등(다.목)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건축

사법 제2조 제2호 각 목). 그러나 건축사법 본래의 목적 외의 정

책적 판단에 따라 건축사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자격법으로서 

건축사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3) 업무정지명령 및 효력상실처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실

이 드러난 경우(제1호), 건축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제2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람

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제4호) 등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각 호).

  한편, 건축사법에서 정하는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제3호),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제6호), 거

짓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한 경우(제7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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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경미한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각 호). 다만,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

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효력상실처분을 할 수 있다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5호). 이는 제재적 처분의 법정 가중 

요건으로 업무정지명령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 명령이 전제가 되어 효력상실처분까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

문에 예외적으로 그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39)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접수는 물론 효력상실

처분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건축사법 제38조

의11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제5호). 따라

서, 제3자에 불과한 건축사협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로부터 특별히 권한을 재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설령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속 건축사에 대하여 업

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40)

39)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 참조.

40)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11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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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축허가절차와 설계도서

제1절 설계도서의 의의와 유형

    1. 설계도서의 의의

  설계도서는 설계자가 건축 설계 업무를 통해 그 의도하는 바를 

지면상에 표현한 결과물 일체를 의미한다. 건축법은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로 그 구성 요소들을 나열하여 정의

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서부터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건

축물의 건축 과정 전반에 걸쳐서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에게 그 

시공 방법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싸 이를 통해 설계자는 건축관계자

들과 소통한다.

  창조적 행위인 건축물의 건축에서 일반적인 의사소통 방법인 서

술적 방식으로 건축관계자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이에 도면(圖面)을 활용한 특수한 의사소통 방식 즉, 2차원적 그

림으로 표현하는 도해적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다. 건축법상 정의 

규정에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공사용 도면’이란 이 같은 도해

적 방식으로 표현된 서류 일체를 의미한다. 실제 공사에 사용되는 

도면이라는 의미에서 아래에서 보게 될 실시설계도서를 구성하는 

도면을 ‘공사도면’ 또는 ‘시공도면’이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시설계도서 역시 기본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 정

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사용 도면’을 실시설계에 국한하여 해석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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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최근에는 설계 품질을 향상하고,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 정보 모델, 일명 

‘BIM(Bu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 불리는 3차

원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이 대규모 건축물 등에 일부 활용되고 있

다.41)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2016. 12. 30.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나(13.2.), 그것이 실제 건축허가절차에서 온

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BIM 기술의 효용성과 그 발

전 속도에 비해 그 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한 상태로 이에 관한 규율 

방식은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시방서’는 도면상에 도해적 방법으로는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을 서술적 방법으로 기술한 서류 일체를 의미한다.42) 주

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

항들을 담게 된다(설계도서 작성기준 8.1.). 「설계도서 작성기

준」은 특정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작성된 것을 ‘공사시방서’

라고 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시방서나 전

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되,43)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8.2).

  설계도서는 건축관계자 간 의사소통 수단으로 상호 이견이 없을 

41) 이강원·손호웅,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BIM-건축 정보 모델, 빌

딩 정보 모델(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2016. 1. 3., 

h t t p : / / t e rm s . n a v e r . c o m / e n t r y . n h n ? d o c I d = 3 4 7 3 6 2 4 & c i d = 5 8 4 3

9&categoryId=58439(검색일 2018. 2. 3.).

42) 윤재윤, 앞의 책, 41면, 42면.

43) 현재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www.kcsc.re.kr)에서 표준시방서와 전

문시방서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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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시공 과정에서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사이의 상호 불일치로 인하여 그 해석을 둘러싸고 건축관계

자 간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당사자 

간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 공사시방

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7. 관계법령

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순으로 우선하게 된다(설계

도서 작성기준 9.). 

    2. 설계도서의 유형

(1)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

  실정법상 설계도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설계자가 직접 계약 체결의 상대방인 건축주와의 

관계에서 건축 설계 업무의 진행 단계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설계도

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에 관하여는 건축법령의 위임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일응의 작성기준이 된다.

  다른 하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일련의 건축허가절차에서 이

를 구성하는 개별적 행정단계별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에 관하여는 건축법령의 위

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각 행정행위의 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 중 하나로 설계도서의 종류와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건축주가 설계자에 대하여 건축 설계 업무를 위탁할 때 설계도서 

작성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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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가 수행하는 건축 설계 업무에 부수하여 건축주를 위하여 건

축허가절차를 구성하는 개별적 행정행위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해 

주는 것까지 기대하고 이를 함께 위탁한다. 이때는 전자보다는 후

자의 구별 기준이 건축관계자 상호 간에 더욱 실제적인 의미가 있

다.

  양자의 구별 기준에 따라 각 단계 별로 작성되는 설계도서의 종

류와 내용이 서로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후

자의 구분 기준은 그에 따른 결과물로서 설계도서가 허가권자가 행

정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고, 건축허가절차 상

호 간의 관계와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공법적 개입이 이루

어 다는 데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정하는 구분 기준에 따른 

유형과는 차이가 있다.

(2) 건축주와의 관계에 따른 구분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건축 설계 업무를 그 진행 단계에 따라 

ⓛ 설계목표와 디자인 개념을 설정하는 건축물의 계획 업무(‘계획

설계’), ② 인, 허가 관련 사항 포함하는 연관분야에 관한 다각

적 검토 업무(‘중간설계’), ③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 업무(‘실시설계’)로 세분화한다(2.4). 그리고 각 단계 별

로 작성되어야 하는 결과물로서 설계도서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

으로 나열하고 있다. 특히, 그 종류에 있어서는 기본업무와 건축주

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그 요구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 추가업무

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

  ‘계획설계’는 기획업무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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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실현 가능한 계획안을 제안하는 단계이다. 「설계도서 작성기준」

은 건축 분야 외에 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과 같은 연관 

분야에 관한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로 정의한다(2.5.). 그러나 그 내용으로는 설계

개요와 함께 배치도, 대지 종·횡단면도, 각 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와 같은 건축 분야의 설계도서 작성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정의와는 다소 괴리를 보인다(설계도서 작성기준 [별

표]). 그밖에도 제반 법규를 검토하고 인허가절차를 파악하는 것

이 포함된다(같은 기준 [별표]). 실제 건축주가 수립한 사업계획

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고, 공사시공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

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 보게 될 건축심의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간략설계도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여 ‘심

의도서’라 부르기도 한다.

  ‘중간설계’는 계획설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시설계에서 변

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이

다. 건축 분야 외의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 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로 정의된다(설계도서 작성기준 2.6.). 따라서, 

건축계획서와 건축 분야 설계도면 외에도 연관 분야의 설계도면 작

성을 기본업무로 한다(같은 기준 [별표]). 아래에서 보게 될 건축

허가 신청 시점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설계도서를 포함44)하기 때

문에(같은 기준 5.1)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라는 의미

로 ‘허가도서’ 내지는 ‘기본설계도서’라 부르기도 한다.

44)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건축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던 

제8조를 현행 건축법 제11조로 미처 수정하지 못한 것으로 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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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설계’는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

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된다(설계도서 작성

기준 2.7.). 건축 분야와 연관 분야의 일반도면과 상세도면, 공

사시방서 등을 기본업무로 한다(같은 기준 [별표]). 중간설계와 

달리 각 도면 별로 요구되는 축척의 정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시설계가 실제 시공을 통하여 구현될 수 있도록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정확한 치수와 형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45)

아래에서 보게 될 착공신고 시점에 제출하여야 하는 실시설계도서

를 포함하기 때문에(같은 기준 5.2) ‘착공도서’ 내지는 ‘실시

설계도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공발주사업 대가기준」은 건축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

축물을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일괄하여 수행 할 경우에는 각 

단계별 업무비율을 계획설계 20%, 중간설계 30%, 실시설계 50%

의 비율로 책정한다(제6조 제5항 제1호). 그 밖에 타 법령에 따

라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 등의 경우

에는 제반 법규의 검토를 위한 계획설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

기 때문에 5%의 비중을 더하여 계획설계 25%, 중간설계 30%, 실

시설계 45%의 비율로 책정한다(같은 항 제2호). 한편,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각각의 단계를 분리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각 단계 별

로 5%~10%의 비중을 더하여 전체 건축 설계 업무의 비율을 일괄

수행 대비 120%로 책정하고 있다(같은 항 제1호, 제2호).

45) 김찬주, 정낙현, 『도면의 힘-건축설계도면의 표현과 이해』, 구미서관, 

2013. 2., 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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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허가절차에 따른 구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등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

는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면서 간략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건축법 제4조의 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조의 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6항 제2호 자.목). 

간략설계도서는 건축계획서와 함께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

도·조경계획도로 구성된 설계도서를 그 내용으로 한다[건축위원회 

심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3호) 7.3., [별표1]]. 

이때, 간략설계도서는 앞서 살펴본 계획설계에 따른 설계도서와 상

당 부분 일치하나, 대지종·횡단면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

고, 조경계획도를 그 내용으로 하는 등 그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건축허가 시점에 제출되

는 기본설계도서(건축법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별표2])와 착공신고 시점에 제출되는 실시설계도

서(건축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별

표4의 2])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건축허가절차를 구성하는 개별

적 행정행위의 요건으로 건축법령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있는 설

계도서의 내용은 앞서 살펴본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정하는 

중간설계나 실시설계에 따른 각 설계도서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

를 보인다. 특히,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혁적으로 다른 

행정행위와의 관계와 입법자의 정책적 목적을 요인으로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등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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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서의 내용과 건축허가절차, 특히,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각각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설계도서의 내용은 세부적으로 불일치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라는 

용어 대신 ‘허가도서’, ‘착공도서’, 그리고 사용승인 시점에 

제출되는 공사완료도서에 관하여는 ‘준공도서’라는 용어가 더욱 

친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설계자가 건축주를 위하여 수행하는 

건축 설계 업무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기 보다는 인․허가 대행 업

무로서 병행하여 진행하게 되는 건축허가절차에 초점을 맞춰서 진

행되는 경향 때문이다.

  주택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제2016-721호)로 제정된 「주택의 설계도서 작

성기준]은 허가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일련

의 행정행위에 초점을 맞춰 설계도면을 기본설계도면과 실시설계도

면으로 구분한다(제5조 제1항). 그리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기본설계도면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실시설계도면과 

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 제1항). 이처럼 「설계도서 작

성기준과」 달리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설계도면의 종류를 

기본설계도면과 실시설계도면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그 목적

(같은 기준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공동주택이라는 건축물의 

특수성에서 자재 및 부품의 표준화를 유도하고 시공의 합리화를 도

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행위의 개입 필요성이 일반 건축물보다 크

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 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244호)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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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사업에서 건축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서

도 동일하게 채택되고 있다. 위 지침 역시 건축설계를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는 ‘기본설계(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조 제8호)’

와 시공에 필요한 ‘실시설계(같은 조 제9호)’로 구분한다. 그리

고 각 단계에 있어서 수행되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

열하고 있다(같은 지침 제22조, 제25조). 건축법상의 건축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인 경우로 간접적으로는 공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의 구분 필요성은 있을지 모르

나. 그 건축물의 특성이나 내용에 있어서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달리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처럼 현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실제 건축허가절차에서 

설계자에게 기대되고 있는 역할과는 괴리되어 있다. 이 같은 간극은 

개별적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절차

에서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거나, 반대로 부

실한 심사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더군다나 실무에서는 종종 해당 

건축물의 개별적 특수성과 관계없이 담당 공무원의 자질이나 성향

에 따라서 제출할 것이 요구되는 설계도서의 내용과 종류가 달라지

는 경우까지 있다. 이 같은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양 구분 기준

의 차이를 인식하고, 장래에는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후자의 구분기준, 즉, 건축허가절차를 기

준으로 건축허가 시점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

서를 기본설계도서, 착공신고 시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를 

실시설계도서라 하여 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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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세시공도면(Shop drawings) 문제

  한편, 공사시공자가 실시설계도서에 표현되어있는 내용을 시공을 

통하여 실재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이에 기초하여 시공 순서과 방

법을 상세하게 도면화하여 상세하게 작성한 상세시공도면이 있

다.46) 이는 그 작성 주체가 공사시공자라는 점에서 설계자가 작성

하는 실시설계도서, 그 중에서도 상세도면과는 구별된다.47) 상세

시공도면는 통상 공사시공자가 시공 과정에서 그 작성이 필요한 부

분을 시공하기 위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는 업무를 직

접 설계자나 설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축법은 공사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세시공도

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작성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사

시공자의 임의적 사항에 해당한다(제24조 제4항). 다만, 건축법

은 공사시공자가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을 요청받

으면 이를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같

은 항). 이 같은 규정은 공사시공자가 작성하던 상세시공도면 그 

자체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를 전제로 1996. 1. 

5. 공사감리자에게 공사시공자에 대한 상세시공도면 요청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명문화되었다.

  상세시공도면은 어디까지나 공사시공자가 설계자가 작성한 실시

46) 조미란 외 3명, 『상세도, 시공상세도의 개념정리 및 작성기준에 관한 연

구』,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98. 12., 21면.

47) 조남호, 이다현, 「설계와 시공 정합의 문제 –시공 상세도(Shop 

drawing)의 의미와 제도화 방안-」, 건축과 사회 제17호, 2009. 9.,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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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시공을 위한 현실적인 목적에서 작

성하는 것으로 현장 상태에 부합하는 탄력적 운영을 본질적 내용으

로 한다. 따라서, 기본설계도서나 실시설계도서와는 달리 건축법령

에서 그 작성주체나, 종류와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 않고, 그 운용

은 어디까지나 공사시공자에게 일임되어 있다. 공사시공자는 오직 

건축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편입되어있는 기본설계도서 

내지는 이를 기초로 한 실시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을 완성하여야 할 민사상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다만, 상세시공도

면의 본질적 특성상 그 내용은 기본설계도서 내지는 실시설계도서

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율의 부재로 공사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상

세시공도면의 종류와 내용, 그 한계가 명확하지 설정되어 있지 않

아 건축관계자 간 설계도서에 관한 해석상의 차이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늘 잠재되어 있다. 더군다나 상세시공도면의 운용이 공사

시공자에게 일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시공자가 설계자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기초로 작성한 상세시공도면에 따라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설계자로 하여금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상세시

공도면에 맞춰 설계변경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자의적으로 운용

할 소지까지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설계자와 공사시공자 간 역할 

배분에 실패하여 건축전문가로서 다른 건축관계자들 사이에 균형을 

잃고, 설계도서의 작성자인 설계자가 정작 해당 건축물의 구현 과

정에서는 도태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48)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상세시공도면의 목록과 그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공사시공

48) 조남호‧이다현, 앞의 글, 2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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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참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2절 건축허가와 기본설계도서

    1. 건축허가의 개념과 법적 성격

  건축법은 건축경찰법으로서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으로 건축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 이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1조 제1

항). 이 같이 건축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관하여 개별

적으로 그 금지를 해제시켜주는‘강학상 허가’49)에 해당한다.

  또한,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되었던 건축 할 자유를 당연히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발급해야 하는 기속행위50)이다. 따라서, 허

가권자는 그 요건을 갖춰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그 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판례 역시 건축허가를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보고 있다.51)

  그러나 인근 주민의 생활권 내지 법적 이익에 관한 인식이 확산

49) 김동희, 앞의 책, 291면, 홍정선, 앞의 책, 208면, 김종보, 앞의 책, 

111면.

50) 홍정선, 앞의 책, 209면, 김종보, 앞의 책, 111면, 112면.

51)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3263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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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특히, 2000년도에는 주거시설 또는 학습시설 인근에 러브

호텔이 난립하기 시작하면서 그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건축허가 신청을 주변 환경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다수의 하급심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면서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다.

  이에 도시계획적 판단이 필요한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나 개발행

위를 포함하는 건축허가로서 재량행위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재량행

위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52), 인인보호적 관점에 따른 구체적 

사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재량행위로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보는 견해53), 건축물이 주변환경 기타 중대한 공익에 적합하여

야 한다는 것은 명문의 규정 없이도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으로서 법

치국가 원칙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54) 등이 등장하였다.

   건축법은 2001. 1. 16. 일부 개정을 통해 허가권자가 주변환

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한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관하여 건축위

원회 심의를 거쳐 그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구 

건축법55) 제8조 제5항(현행 건축법 제11조 제4항 단서 제1호)]

을 신설함으로써 이상과 같은 논의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는 

그 거부 사유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마련한 제한적 열거 규정에 불

과하여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

다.56)

52) 김종보, 앞의 책, 112면, 113면.

53) 조성규,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과 인인의 보호」, 법학 연구, 2002. 

12.(제23집), 110면.

54) 김남철,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 2004. 4., 

427면.

55) 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된 것(2001. 7.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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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비록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의 사안으로 건축허가의 법

적 성질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부터 숙

박시설의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판시57)한 바 있다.

    2. 건축허가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건축허가의 요건은 해당 건축물 자체가 갖추어야 할 실질적 요건

과 이에 관한 건축허가를 위한 절차에서 갖춰야 할 형식적 요건으

로 구분할 수 있다.58) 실질적 요건은 건축법의 건축경찰법으로서

의 고유한 기능으로서 또 다시 ‘위험방지요건’과 ‘건축물의 위

생 및 기능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59)

  ‘위험방지요건’은 구조안전, 방화요건, 피난요건 등과 같이 주

로 직접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60) 위험방지요

건의 상당 부분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건축법 제5장

56) 다시 건축법은 2011년 서울 서초구에서 있었던 우면산 산사태를 이유로 

2012. 1. 17. 침수 우려 지역 건축물 지하층 일부 공간을 거실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그 거부 사유의 하나로 추가하였디[구 건

축법(2012. 1. 17. 법률 111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4항 제2호

(현행 건축법 제11조 제4항 단서 제2호)].

57)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 6839, 6846 판결.

58) 김종보, 앞의 책, 53면, 54면.

59) 김종보, 앞의 책, 55면, 74면.

60) 김종보, 앞의 책, 55면.



- 52 -

에서 정하고 있다. 주로 구조내력, 내진구조, 피난시설, 내화구

조, 마감재료 등에 관한 사항들이다. 그 내용이 상당히 기술적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

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각각 

위임하고 있다. 그밖에도 위험방지요건은 건축법 제4장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의 안전(제40조), 대지조성 등에 따른 토지의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제41조)나, 건축법 제6장의 대지 안의 공

지(제58조)와 같이 건축법 각 장에도 산재하고 있다.

  ‘건축물의 위생 및 기능요건’으로서 건축물에 설치되는 설비는 

그것이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다 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

의 위생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막는다.61) 건축설비에 관한 건축법 제7장에서 정하

고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에 관한 사항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역시 매우 전문적이고, 기술

적인 점을 감안하여 하위법령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

칙」에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컨대, 비상용 승

강기의 구조로 하는 승용 승강기(건축법 제6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단서)처럼 건축설비가 기능요건에 해당하면서도 동

시에 그 자체가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따

라서 건축물의 위생 및 기능요건은 앞서 살펴본 위험방지요건과 절

대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중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요건 중에는 이상의 위험 방지를 위

한 일련의 건축경찰법적 요건과는 별개로 도로, 일조권과 같은 국

토계획법적 요건들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62) 이 같은 국토계획법적 

61) 김종보, 앞의 책, 74면.

62) 김종보, 앞의 책,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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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들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제4장 중 공개공지 등의 확

보(제43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제45조)과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 제6장 중 건축물의 건폐율(제55

조), 용적률(제56조), 높이 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

한 높이 제한(제61조) 등 건축법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건축경찰

법적 요건과는 다소 이질적인 국토계획법적 요건들이 함께 건축법

에서 규율되고 있는 것은 건축법 제·개정 과정의 연혁적인 이유도 

있으나, 국토계획법은 건축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양자가 상호 

연계되어 운용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건축물 관리의 능률성

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고, 건축허가요건 중 국토계획법적 성격

이 강한 것은 국토계획법이 건축경찰법적 성격이 강한 것은 건축법

이 분담하는 형식으로 규율하는 방법을 따른 것이다.63)

  이 같은 위험방지요건 등 건축경찰법적 요건과 국토계획법적 요

건의 구별 역시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

다.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 국토계획법적 성격이 강하나, 또

한, 접도요건을 통해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

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한 것으로 건

축경찰법적 성격을 동시에 띠기도 한다.64) 이처럼 건축허가요건은 

서로 다른 규율 목적을 가진 요소들이 상호 결합하여 복합적인 양

상을 보이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와 형상을 언어나 개념의 

도움 없이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해적 방식으로 

표현된 설계도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63) 건설교통부, 『건축제도의 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교통부, 

2001. 10., 149면.

6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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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식적 요건

  다른 처분을 구하는 신청들과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건축법은 허가신청서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이에 

관한 소유권 내지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기

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3

항). 이 같은 서류들은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주가 그 허가에 필

요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밖에도 건축법은 이상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곳마다 행정청의 처분을 

개입시키고 있다.65) 건축법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에

서부터 착공신고, 사용승인에 이를 때까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일련의 절차들이 그것이다. 특히, 건축법 제2장에서는 건

축허가(제11조)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제13조의

2), 허가사항의 변경(제16조), 건축허가의 제한(제18조) 등 세

부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다. 같은 건축법 제11조 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제2항),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

우(제4항), 인허가의제(제5항) 등 역시 모두 건축허가를 위한 형

식적 요건을 구성한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형식적 요건들은 앞서 살펴본 실질적 요건과 

구별되는 전혀 별개의 맥락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요

건은 해당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

65) 김종보, 앞의 책,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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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심사하기 위한 일종의 매개로서 실잘적 요건과 결합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 요건은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순서나 방법을 담고 있어

야 한다.

    3. 기본설계도서의 제출

(1) 의의

  이 중 기본설계도서는 이를 통해 현출되는 해당 건축물의 위치, 

구조, 형상 등이 앞서 살펴본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를 심사하는 기초가 된다. 기본설계도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건축계획서 외에도 기본적인 설계도면, 즉,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총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된다. 각각의 설계도면은 

상호 결합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구현한다. 다만, 그 구체성의 정도

에 있어서는 이를 기초로 바로 시공을 할 수는 없는 정도의 것에 

그친다. 현행 건축법 시행규칙은 아래에서 보게 될 개정 과정을 거

쳐서 현재는 위 다섯 가지 설계도서 외에도 실내마감도 등을 추가

로 요구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제2호, [별표2]). 건축법 시행규

칙은 설계도면 각각에 필수적으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들을 명시함

으로써 설계자에게 그 작성기준을 제시하고 허가권자가 그 심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2) 건축계획서

  건축계획서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위치와 대지 면적 등 

개요와 함께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건축면적·연면적·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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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층수 등 해당 건축물의 규모, 각 용도별 면적, 주차장 규모 등

을 표시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별표

2]). 허가권자는 이 같은 건축계획서와 함께 제출되는 아래 각각

의 설계도면을 통해 현출되는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 건축물의 위

치, 규모, 용도 등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그 대지가 속한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부합되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준

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3) 배치도

  ‘배치도(配置圖)’는 해당 건축물이 대지에 자리 잡고 있는 위

치, 도로와의 관계, 대지 내 다른 시설 및 지형 등을 그린 그림이

다.66)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적 환경내용과 함께 인접대지경

계선, 도로경계선, 일조권제한선, 도로사선제한선, 최고높이제한

선 등 법규적 제약내용을 함께 표현한다.67)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되어야 하는 배치도에는 축척 및 방위에 관한 표시가 있어야 

하고,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대지의 종·횡단면도,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주차동선 및 옥

외주차계획,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별표2]). 허가권자는 이 같은 배

치도를 통해 특히, 해당 건축물이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서 접도요

건, 건축선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대지 안의 공지와 공개공

지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66)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건축용어사전』, 성안당, 2011. 1. 5., 

h t t p : / / t e rm s . n a v e r . c o m / e n t r y . n h n ? d o c I d = 7 1 0 3 7 6& c i d = 5 0 3 2 0

&ca (검색일 2018. 2. 18.).

67) 김찬주, 정낙현, 앞의 책,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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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배치도(예시)68)

(4) 평면도

  ‘평면도(平面圖)’는 해당 건축물의 각 층을 약 1m에서 1.5m

의 일정한 높이에서 수평으로 잘라 위에서 들여다봤을 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69) 전체 평면의 모습, 각 실 단위 공간의 크기와 

68) 해당 [그림1]은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제94호)으로 

정하고 있는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기초하여 연면적 200㎡ 미만의 주택에 관하여 농립축산식품

부장관이 작성하여 같은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2014. 12.

경 공고(제2014-1548호)한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중 지상 1층 경골목구조

의 농업 보급형 주택(농림-14-21-가)의 배치도를 예시로 한 것이다. 이하, 

[그림2] 내지 [그림4] 또한 같다.

69)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앞의 책, 

h t t p : / / t e rm s . n a v e r . c o m / e n t r y . n h n ? d o c I d = 1 6 0 4 6 8 9 & c i d = 5 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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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기능, 창문이나 문, 각종 설비 관련 시설물 등을 표현한

다.70) 건축법 시행규칙은 1층 및 기준층71)의 평면도를 요구하면

서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복도 

및 계단의 위치, 승강기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

조 제1항 제2호, [별표2]). 허가권자는 주로 이를 통해 해당 건

축물이 복도, 계단, 출입구 등 피난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는지 여부, 승강기 등 건축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그림2] 평면도(예시)

9&categoryId=50319(검색일 2018. 2. 18.).

70) 김찬주, 정낙현, 앞의 책, 26면.

71) 하나의 평면도로 몇 개 이상의 평면을 설명할 수 있을 경우에 그 하나의 평면

도를 기준층 평면도라 한다(김찬주, 정낙현, 앞의 책,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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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면도

  ‘입면도(立面圖)’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평면도에 입각하여 

작성되게 되는데, 해당 건축물 외부 모양을 각 방위 부분별로 그린 

그림이다.72) 그 방향에 따라서 정면도, 측면도(우측면도, 좌측면

도), 배면도가 있다. 건축물 외벽의 형상과 함께 전체 건축물의 

높이와 층별 바닥의 높이, 창이나 출입구 등의 위치뿐만 아니라 마

감재 등을 표현한다.73) 건축법 시행규칙은 2면 이상의 입면계획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건축물의 외부마감재료 뿐만 아니라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위치·크기와 같은 설치계획까지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제2호, [별표2]).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해당 

건축물이 높이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마감재료가 

건축법령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한다.

72)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앞의 책, 

h t t p : / / t e rm s . n a v e r . c o m / e n t r y . n h n ? d o c I d = 7 0 5 2 6 6& c i d = 4 2 3 1 8

&categoryId=42318(검색일 2018. 2. 18.).

73) 김찬주, 정낙현, 앞의 책, 30면,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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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입면도(예시)

(6) 단면도

  마지막으로 ‘단면도(斷面圖)’는 해당 건축물을 수직으로 절단

하여 그 절단면을 수평으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다.74) 길이 방향으로 절단한 모습을 나타낸 종단면도와 너비 방향

으로 절단한 횡단면도가 있다. 기초, 기둥, 보 등 구조체의 형상 

및 크기, 공간의 형상과 크기 등을 표현한다.75) 건축법 시행규칙

은 해당 건축물의 종·횡단면도를 모두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는 

해당 건축물의 높이, 각 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를 표시하도록 규정

74)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앞의 책, 

h t t p : / / t e r m s . n a v e r . c om / e n t r y . n h n ? d o c I d = 7 1 1 9 7 7 & r e f = y & c i d

=50333&categoryId=50333(검색일 2018. 2. 18.).

75) 김찬주, 정낙현, 앞의 책,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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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제2호, [별표2]).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해당 건축물이 높이 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

한다.

[그림4] 단면도(예시)

(7) 구조도 등

  한편, 건축법 시행규칙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기본

설계도서 제출요건을 강화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주요 부분의 상세도면 등이 표시되어 있는 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하

였다. 이후 2015년부터는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과정 등이 기재된 구조계산서까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건축법 시행규칙은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를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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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내마감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이상 제6조 제1항 제2

호, [별표2])

제3절 착공신고와 실시설계도서

    1. 착공신고의 개념과 법적 성격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에 착수

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건축

법 제21조 제1항). 건축법은 건축주가 착공신고 없이 공사에 착수

할 경우 허가권자는 공사의 중지 등 시정명령(같은 법 제79조 제1

항), 이행강제금 부과(같은 법 제80조 제1항) 등의 불이익 처분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형에 처하

도록 하여(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이를 강제하고 있다.

  건축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그 신고를 반

려하는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그 법적 성

격과 관련하여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착공신고

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착공신고 역시 사인이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

여 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건축신고의 법적 성격

에 관한 논의가 착공신고에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76)

  이와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

물의 착공 제한을 통보받고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반려한 사안에

서 제1심77)과 제2심78)은 착공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임

76) 김종보, 앞의 책, 140면, 1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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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제로 그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허가권자는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이를 거

부할 수 없으며, 설령 이를 이유로 거부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권

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축주 등으로서는 착공신고가 반

려될 경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위 반려가 이루어진 단

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79) 다만, 대법원은 착공신고의 반려가 가

지고 올 수 있는 불이익을 근거로 그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 

이를 근거로 판례가 착공신고의 법적 성질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고 보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80)

  생각건대, 실제 해당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

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에 이르지 못하는 경

우보다 착공신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사시공 과정에서 더욱 크다. 

따라서 착공신고 후 사용승인 전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하여 공법적 개입을 통하여 사전에 실체적으로 통제할 필

요성이 인정된다.81) 다만, 착공신고가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을 전

77) 인천지방법원 2009. 5. 21. 선고 2008구합3016 판결.

78)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누16819 판결.

79)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80) 김중권, 「2011년도 주요 행정법(행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안암법학 38권, 2012년, 35면 참조.

81) 최계영,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 행정법연구 제25호, 2009. 12. 



- 64 -

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미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방지

라는 건축경찰법적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다시 건축허가에서 

이루어지는 정도의 실체적 심사까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착공신고의 법적 성격은 적어도 최소한의 형식적 

심사 정도는 요구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한편, 건축법은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

기관의 적극 행정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2017. 4. 18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및 처리 기

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

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1조 제3항, 제4항). 

이는 착공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전제로 다만, 그 수리의 

기간을 법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2. 착공신고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착공신고를 위해서는 단순히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관한 실질적 요건으로서 실제 공사에 

착수 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사실상의 개념으로 실제 공사에 착수

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한다.82) 법원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 상의 창고와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울타리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였고, 건물의 신축을 위한 

177면 참조.

82)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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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경우83),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

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

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

나 공사의 경우84)만으로는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

시한 바 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건축

법 제11조 제7항 제1호). 다만,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 

기간이 지난 후 공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

다.85)

(2) 형식적 요건

  건축법은 착공신고의 형식적 요건으로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

가 서명한 착공신고서에 허가권자에게 건축주가 다른 건축관계자들 

간에 체결한 각 계약서의 사본과 아래에서 보게 될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21조 제1항, 제2

항,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 호).

  착공신고를 할 때, 건축주와 다른 건축관계자들 간에 체결한 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1995. 1. 5. 건축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면서 이와 동시에 부실 설계·공사시공·공사감리에 대

한 벌칙을 강화하면서 신설된 것이다. 그 도입 취지와 경찰소극의 

원칙에 비추어 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관계자들 사이의 민사상의 

권리, 의무 관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착

공신고 이후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관하여 건

83)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84)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8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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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관계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고, 면허대여 등으로 인하

여 부실 시공이 이루어 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석면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하여 

2010. 8. 5.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조사 결과 대상 건축물

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착공신고서에 석면 조사 결과 사본을 첨부하

여 제출하도록 하였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 또한, 시

공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6. 5. 30. 「산업안

전보건법」상 재해 예방 전문기관의 지도 대상 건축물은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6항). 다만, 

이를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건축법에서, 

또한 시행규칙 차원에서, 나아가 단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형

식적 심사만 이루어지는 착공신고 단계에서 첨부 서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실효적인 방법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다.

    3. 실시설계도서의 제출

(1) 의의

  앞서 살펴본 기본설계도서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공사에 착수하기

는 어렵다. 실제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건축 외에도 구조·기

계·전기·통신·토목·조경의 각 분야 별로 더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된 실시설계도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실시설계도서는 앞서 건

축허가 받은 기본설계도서를 발전시킨 것이나, 기본설계도서가 건

축허가를 위하여 법규적 사항을 주로 담게 되는 데 반하여 실시설

계도서는 공사시공자의 시공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표현의 정

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건축법은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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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고서에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로서 실시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

출하도록 하고, 그 세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1항 제2호, [별표4의 2]). 이때 제출되어야 하는 실시설

계도서는 건축허가 시점에 제출되어야 하는 기본설계도서와 마찬가

지로 건축법령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신고가 실제 공

사에 착수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법적 성격에 있어서도 단순 

형식적 심사만 이루어 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이상 그 심

사의 내용과 정도에 있어서 실체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축허가와

는 차이가 있다.

(2) 도면의 구성

  건축법 시행규칙은 실시설계도서를 건축·구조·기계·전기·통

신·토목·조경의 각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 별로 필요한 도서

의 종류와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제2호, 

[별표4의 2]). 기본적으로는 표지와 함께 각 분야별로 도면의 종

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도면 목록표를 제일 앞에 두

고, 그 뒤에는 각 분야에 관한 설계도서를 붙이게 된다. 각 분야별

로 구성되는 설계도서의 종류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와 같은 기본도면 외에도 해당 분야의 특수성에 따라 일람표나 계

통도 등으로 보다 용이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

별로 차이가 있다. 한편, 실시설계도서에는 각 분야 별 설계도면 

외에도 품질·성분·성능·정밀도·시공의 방법 등을 서술적 방법

으로 표시한 공사시방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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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 분야

  건축 분야에 관한 실시설계도서에는 건축허가 시점에 제출한 기

본설계도서를 기초로 하나, 그보다 큰 축척을 사용하여 이를 이용

하여 시공을 전제로 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표현되어야 한다. 건

축법 시행규칙은 해당 건축물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을 표시한 개

요서와 함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의 기본도면 외에도 

각 기본도면 별로 부분상세도를 요구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제2

호, [별표4의 2]).

  배치도의 경우 각종 건축 한계선뿐만 아니라 실제 공사를 위한 

공사기준점을 표시하는 등 법적 내용 외에 현실적 사항이 표현되어

야 한다.86) 각 층 및 지붕에 관한 모든 평면도가 제출되어야 하

고, 입면도에는 각각의 창호 형태, 외장재료의 범위와 줄눈뿐만 아

니라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크기·위치까지 표현하여야 한다87). 

단면도에는 천정 안 배관 공간, 계단 등의 관계까지 시공에 필요한 

세세한 내용을 나타내야 한다(이상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별표4의 2] 참고).

  한편, 기본도면에 상세히 기입한다 하더라도 축척의 한계로 인하

여 시공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

다.88) 이에 상세도는 시공 과정에 설계자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하

여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크게 확대된 축척을 사용하여 더욱 세세

한 표현을 담게 된다.89) 다만, 이 경우에도 상세도는 기본도면의 

86) 김찬주, 정낙현, 앞의 책, 124면.

87) 김찬주, 정낙현, 앞의 책, 222면.

88) 김찬주, 정낙현, 앞의 책, 44면, 45면.

89) 김찬주, 정낙현, 앞의 책,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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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서로 상이해서는 안 된다. 기본도면 간에 상호 수평적 위계

에 있다면 이 같은 상세도는 기본도면과 결합하여 설계도면의 수직

적 위계를 이룬다.90)

  그밖에도 건축법 시행규칙은 실내재료마감표, 창호도, 건축설비

도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제2호, [별표4의 

2]).

(4) 연관 분야

  구조 분야의 경우 골조의 단면 상태와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한 

구조가구도와 함께 앵커(Anchor) 배치도 및 베이스 플레이트

(Base Plate) 설치도, 해당 건축물의 구조를 이루는 기둥, 보, 

슬래브(Slab), 옹벽 등의 일람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계 분야의 경우 장비의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한 장비일람

표, 기계실, 공조실 등의 장비배치방안을 계획한 장비배치도, 기

준층 및 주요층에 있어서 공조배관 설비, 덕트(Duct) 설비, 위생 

설비 등을 표현한 기구평면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통신 분야의 경우 옥외 조명이나 CCTV 설비의 배치도와 

함께 전력, 조명이나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계통도, 평면도를 제

출하도록 하고 있다.

  토목 분야의 경우 주요시설물 계획을 표현한 각종 평면도와 함께 

지하 매설 구조물 현황, 흙막이 구조, 단면 상세, 옹벽 구조를 표

90) 김찬주, 정낙현, 앞의 책,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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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 토지굴착 및 옹벽도, 우수·오수 배수처리 평면도와 종단면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경 분야의 경우 조경계획을 담은 조경 배치도와 식재 평면도, 

단면도를 제출하여야 한다.(이상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별표4의 2])

    4. 실시설계의 한계

  한편,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게 될 사용승인과 마찬가지로 건축허가와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 실시설계도서 역시 건축허가를 받은 기본설계도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기본설계도서의 내용과 동

일성을 유지하되 다만,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실시

설계도서가 건축허가를 받은 기본설계도서의 내용을 단순히 구체화

하는 정도를 벗어나, 그것과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게 될 건축허가의 

변경을 그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상의 설계변경을 거쳐야 한다.

제4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관계

    1. 설계도서의 제출시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의 법적 성격을 

갖는다.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그 허가여부를 결정

한다. 이 때, 건축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되는 기본설계도서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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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허가를 위한 심사 자료로서 그 형식적 요건을 구성한다. 허가권

자는 기본설계도서를 통하여 구현될 건축물이 건축허가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한편, 실시설계도서를 통해 구현되는 건축물 역시 기본설계도서

와 마찬가지로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

항들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착공신고는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을 전제로 실제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단순히 이에 관한 공사 

계획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건축허가와 달리 형식적 심사가 이루어

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 

개념과 법적 성격을 감안 할 때,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시점에서는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실시설계도서를 통하여 실제 공사에 착

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형식적 심사만을 하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

게 된다. 즉, 그 심사의 내용이 실시설계도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독함으로써 장래 구현될 건축물이 건축법령에서 정하

고 있는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관한 실체적 심사의 

수준에 이를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결국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건축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은 실질적으로 허가권자가 아닌 건축전문가

로서 설계자에게 일임되어 있다. 이처럼 건축허가절차에서 착공신

고 시점에 이르러서야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

와 같은 모습은 일면으로는 허가권자의 실체적 심사 권한에 공백으

로 비춰질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실시설계도서에 관하여 착공신

고 전 별도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공공건축물의 경우(건설기술 진흥

법 제48조 제2항 참조)처럼 민간건축물에 있어서도 실시설계도서

에 관한 기술 심의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의 심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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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보는 견해91)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절차가 처음부터 이와 같은 규

율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최초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부터 기본설계도서뿐만 아니라 각종 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

까지 모두 표시된 실시설계도서를 전부 제출하도록 해 왔었다. 착

공신고시점에 이르러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현재와 같은 

규율 형태를 이해하기 아래와 같은 연혁적인 변천 과정이 있었다.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련의 

건축허가절차를 구성하는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사이에 보이는 간극

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법

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혁적 고찰

(1) 기본설계 완화 움직임(1991년)

  1991년은 경제·사회 각 분야에 자율화·민주화 바람이 부는 시

기였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축법에도 전면적인 재정비가 이루

어졌다. 종래의 건축허가절차의 규제위주적 성격과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편익을 증진하여 창의적인 건축 

활동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

었다.

  그 일환으로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다. 당시

에는 비교적 대형건축물이었던 층수 5개 층 또는 연면적 2,000㎡ 

91) 유갑형, 「건축설계도서 작성체계 : 현황, 문제, 개선방향」, 건축과 사

회, 2009. 9.,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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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이에 관한 사전결정을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구 건축법92) 제7조).

  한편, 전면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에 맞춰 건축허가절차를 간소화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 하에 시행규칙 차원의 개정

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종래 건축허가 신청서에서부터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던 ‘실시설계도서’ 중에서도 상세도, 공사시방

서, 구조계산서, 그밖에 각종 설비와 관련된 도면 등은 건축허가 시

점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요건을 완화하였다(구 건축법 

시행규칙93) 제6조 제1항 제2호 [별표2]). 이는 건축법상 건축허

가 사전결정제도의 신설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고, 

다만, 건축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한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종래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착공신고서만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건축법 시행규칙 차원의 개정을 통하여 원칙적으로 착공

신고서만을 제출하되, 다만,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한 층수가 3개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하고(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4

조 제3항),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막이

판 구조도면을 첨부하도록 하여 그 요건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조 제1항).

92)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된 것(1992. 6. 1. 시행).

93) 1992. 6. 1. 건설부령 제504호로 전부 개정된 것(1992.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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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개정 1996. 1. 18>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제6조 제1항 관련)
----------------------------------------------------

+---------------+---------------+--------------------------------------+
|  도서의 종류  |  도서의 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               |               |1. 개요(위치·대지면적등)             |
|               |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
|               |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   |
|               |               |높이·층수등)                         |
|건축계획서     |임의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
|               |               |5. 주차장규모                         |
|               |               |6. 인접건축물 현황                    |

(2) 사전결정제도 폐지와 기본설계 완화(1995년)

  건축법은 다시 한 번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1995. 1. 5. 건축물

의 건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

기 위하여 다수의 규제를 없앴다.

  다만,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역시 당시까지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94) 그 도입 5년 만에 폐지되었다.

  동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기본설계도서’만을 제출하

도록 하도록 하여 건축허가의 요건을 종래 건축계획의 사전결정제

도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다(구 건축법95) 제8조 제2항). 이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계획서 외

에 기본도면인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만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구 건축법 시행규칙96) 제6조 제1항 제2호 [별표2]) 허

가권자는 건축물의 입지·용도·규모 등에 관한 사항만을 검토한 

후 건축허가를 하도록 했다.

94) 이세정, 앞의 책, 41면, 127면.

95) 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일부 개정된 것(1996. 1. 6. 시행).

96) 1996. 1. 18. 건설교통부령 제46호로 일부 개정된 것(1996. 1.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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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축척 및 방위                       |
|               |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
|               |               |3. 대지의 종·횡단면도                |
|배치도         |임의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               |               |까지의 거리                           |
|               |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
|               |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
+---------------+---------------+--------------------------------------+
|               |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2. 기둥·벽·창문등의 위치            |
|평면도         |임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
|               |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
|               |               |5. 승강기의 위치                      |
+---------------+---------------+--------------------------------------+
|입면도         |임의           |1. 2면이상의 입면계획                 |
|               |               |2. 외부마감재료                       |
+---------------+---------------+--------------------------------------+
|단면도         |임의           |1. 종·횡 단면도                      |
|               |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 |
|               |               |높이                                  |
+---------------+---------------+--------------------------------------+

[별표 4의2]<신설 1996.1.18>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

+---------------+---------------+------------------------------------ -+
|  도서의 종류  |  도서의 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배치도         |               |Ｏ 건축허가도면외에 상세한 기재가 필요|
|각층평면도     |               |한 경우와 건축허가도면의 변경이 있는  |
|입면도         |임의           |경우(건축허가신청시 제출한 도면과 동일|
|단면도         |               |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
+---------------+---------------+--------------------------------------+
|구조도(구조안전|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
|확인대상건축물)|임의           |면                                    |
|               |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

[표1]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

  이와 동시에 기술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확

인하여 착공신고 할 때 실시설계도서로 제출하도록 했다(구 건축법 

제1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별표4의 

2]).97) 이에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기본

도면 외에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부분의 상세도, 시방서, 실내마감

도, 각종 설비도 등을 제출하여야 했다.

97) 제14대 국회, 제170회 제19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34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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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
|시방서         |임의           |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
|               |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
|실내마감도     |임의           |Ｏ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
+---------------+---------------+--------------------------------------+
|               |               |Ｏ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관서의 장의 동 |
|소방설비도     |임의           |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관련|
|               |               |설비                                  |
+---------------+---------------+--------------------------------------+
|               |               |Ｏ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
|건축설비도     |임의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등 건축설 |
|               |               |비                                    |
+---------------+---------------+--------------------------------------+
|               |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
|토지굴착 및    |               |2. 흙막이구조                         |
|옹벽도         |임의           |3. 단면상세                           |
|               |               |4. 옹벽구조                           |
+---------------+---------------+--------------------------------------+

[표2] 착공신고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착공신

고 시점에 이르러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법령에 

따른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책임을 건축사에게 일임하고 있는 현재

의 모습은 이 때 최초로 탄생하였다. 이 같은 건축허가 요건의 완

화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의 폐지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건축 행위의 진입장벽을 낮춰 건축허가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절차 간소화

라는 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나, 반면에 착공신고에 있어서는 

실시설계도면 제출이라는 요건의 강화를 가져왔다.

(3) 사전결정제도 재도입과 기본설계 강화(2005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

여 2005. 11. 8. 건축법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 77 -

  앞서 폐지되었던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는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10년 만에 이때 다시 부활하였다(구 건축법98)

제7조). 이후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는 이를 위해 제출하여야 하

는 서류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변동은 있으나, 건축허가

와 달리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

아 그 취득 전 건축 허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종 활

용되고 있다.

  위 사전결정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 차원에서 종래 착공

신고 시점에 제출하도록 하였던 실시설계도서로 정하고 있던 설계

도서들을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기본도면과 함께 일괄하여 제출하

도록 함으로써 건축허가 요건을 다시 대폭 강화하였다(구 건축법 

시행규칙99) 제6조 제1항 제2호 [별표2]). 이 같은 요건의 강화

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의 부활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그 요건을 

심사하는 절차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와 동시에 착공신고시에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전부 삭제되었고,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착공신

고서만을 제출하도록 하였다(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

2호 [별표2]).

(4) 기본설계 완화, 실시설계 강화(2015년)

  그런데 2015. 10. 5. 건축법 시행규칙 차원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설계도서 중 구조계산서를 더하는 한편, 

98)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 개정된 것(2006. 5. 9. 시행).

99) 2006. 5. 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로 일부 개정된 것(2006. 5.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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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등을 제외함으로써 다시 

종래 기본설계도서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별표2]). 이에 관한 구체

적인 입법 취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아래와 같이 착공신

고 시점에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의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 진 점에 비추어 건축허가를 할 때 심사하

여야 할 위험 방지 요건의 일부를 착공신고 시점에 실시설계도서의 

제출로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그 요건을 축소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같은 시행규칙 차원에서 착공신고 시점에는 건축주가 제출

하여야 하는 설계도서를 건축, 구조 또는 토목 등 분야별로 세분화

하고 그 도서의 내용 및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착공 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별

표4의2]). 건축물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을 근

절하고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3. 소결 – 법치행정과 효율성의 충돌과 조화

(1) 입법 정책적 목적에 의한 요건의 완화와 강화

  입법자는 건축물의 위험 방지라는 건축법 본래의 입법 목적 외에

도 건축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일련의 건축허

가절차를 구성하는 개별적 행정행위를 탄력적으로 규율하고자 한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행정행위 단계별로 요구되는 설계도

서의 종류와 내용을 달리 정하는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쉬

운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1990년, 1995년 각 개정에서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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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이나, 건축 시장 활성화의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경우에

는 기본설계도서 제출 요건을 완화하거나, 건축허가 시점에는 기본

설계도서만을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허가의 문턱을 낮췄다. 2005년

에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의 부활과 함께 부실 설계·시공 방지라

는 건축허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점에 실시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모든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이르러서는 다시 건축허가 시점에는 기본설계도서를 제

출하고, 착공신고 시점에는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1995년의 규율 형태에 가깝게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다.

(2) 건축허가절차 간 상호 작용의 결과

  그리고 이 같은 변화는 선행하는 건축허가를 전제로 착공신고 시

점에서 실시설계도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는 물론 그 종류와 내

용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축허가절차를 구성하는 개별적 

행정행위들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한다는 공

통된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들은 선행하는 행정작용을 전제로 

상호 유기체처럼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단순히 형식적 심사만 이루어지

는 착공신고 시점에 이르러서야 실시설계도서의 제출을 요구할 경

우에는 허가권자는 기본설계도서를 통해 현출되는 해당 건축물의 

위치, 구조, 형상에만 의존하여 건축허가를 하게 되고, 그 건축물

이 건축법령 및 그 위임에 따른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기술적, 전

문적 요건들까지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실제 공사에 착

수하기 전에는 개입할 수 없는 심사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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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반대로 건축허가 시점에 실시설계도서를 포함하는 모든 

설계도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건축허가절차에 경직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 특히, 건축허가 이후 착공신고에 이르지 않는 건축

물100)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자와 궁극적으로는 건축

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져와 건축 행위를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허가권자의 전문적인 역량의 부족에도 건축허가 

시점에 모든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행정 업무의 

부담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에 건축법은 기술적, 전문적 사항을 

담게 되는 실시설계도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건축 전문가로

서 건축사 자격을 갖고 있는 설계자에게 일임하는 현재와 같은 규

율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현대 국가에 있어 효율성은 행정 임무 수행의 중요한 지도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01) 행정절차는 법치 행정의 원리와 행정의 효

율성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그 규율은 이 두 가지 원리 사

이의 긴장 관계를 조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102) 현재의 

규율 형태 역시 건축행위의 진입장벽을 낮춰 건축시장을 활성화 하

기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건축법령에 관한 건축허가절

차에 있어 허가권자의 심사 범위를 제한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100) 실제 건축착공면적은 같은 해 건축허가면적의 약 70% 정도에 불과하여 건

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이 착공신고 후 실제 시공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

다[e-나라지표 홈페이지, 

h t t p : / / w w w . i n d e x . g o . k r / p o t a l / m a i n / E a c h D t l P a g e D e t a i l . d o ?

idx_cd=1224(검색일 2018. 2. 22.)].

101)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모

색」, 저스티스, 2008. 9., 380면, 381면.

102) 최계영, 「거부처분의 사전통지-법치행정과 행정의 효율성의 조화-」, 행

정법연구 제18호, 2007. 8., 2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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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만, 입법기술적으로는 단순 시행규칙 차원의 개정만을 

거듭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착공신고의 수리 요건을 명시하여 

허가권자의 형식적 심사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 심사의 객관

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건축사법의 자격 통제 역할의 중요성

  이처럼 건축허가절차에 있어서 실시설계도서 작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건축사 자격을 갖고 있는 설계자에게 일임하고 있는 형태는 

어디까지나 설계자가 그에 상응하는 건축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현재의 건축사법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건축사법은 허가권자가 공적 개입을 할 수 없는 건축허가절차에 존

재하는 공백을 건축사 자격에 대한 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자격법으로서 건축사법은 건

축사 자격이 설계자에게 요구되는 건축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률로서 

작용해야 한다. 이는 전문화와 분업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종래 타율적 규제에서 벗어나 피규제자에 의한 자율적 규제만

이 궁극적으로 규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시켜 줄 수 있다는 

점103)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건축경찰법으로서 건축법과 건축

사법은 일면으로는 서로 다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 같은 점에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건축법과 건축사법과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다.

103) 이원우, 앞의 글, 384면, 385면, 이원우,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와 

행정법학방법론의 과제」, 행정법연구 제48호, 2007. 2.,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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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사용승인과 공사완료도서

    1. 사용승인의 개념과 법적 성격

사용승인은 허가권자가 건축물이 완공된 후 그것이 건축허가 내

용대로 시공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증서를 교부하는 행정

행위이다(건축법 제22조 제2항). 판례 역시 종래 ‘준공검사’ 

내지 ‘사용검사’로 불리던 시기부터 현재의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로 변경된 이후에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정의하고 있다.104)

사용승인은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105) 따라서,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

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110조 제2호).

  이 같은 사용승인은 행정청의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의 표시

로서 ‘건축물이 건축허가 받은 대로 완공되었다’는 허가권자의 

판단 내지 인식에 대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특히, 준법률행

위적 행정행위 중에서도 건축물이 건축허가 받은 대로 시공되었는

지 여부에 관해 검사하고, 이를 확정하는 행위로서 ‘확인’ 내지 

이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건축물이 사용․수익할 수 있

는 상태임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이라고 볼 수 있다.

104) 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사용승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30465 판결(‘사용검사’),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준공검사’).

105) 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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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완성 후 사실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그 건축물의 사용·수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그 

확인 과정에서 사용승인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사용·수익 여부와는 다른 법적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건축법은 그 문언에 있어서도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

써 기속행위의 형식을 띄고 있다(제22조 제2항). 특히, 건축법은 

아래에서 보듯이 그 검사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

문에 거기에 행정청의 판단여지나 재량이 개입될 만한 부분은 찾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승인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승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

위라고 보아야 한다.

  현재까지 법원에서 사용승인의 법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한 국가

배상 청구사건에서 “준공검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

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주는 것이므로 허가관청으로서는 건축허가

사항대로 시공되었다면 준공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고 판

시106)하여 그 판결 이유에서 간접적으로 기속행위로 판단하였다.

    2. 사용승인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을 건축허가 내지

106)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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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고를 받은 내용대로 완성하여야 한다. 이 같은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완성은 사용승인의 실실적 요건을 구성한다. 이 때, 건축

물의 완성이란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

물로서 민사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107) 건축주의 소유권 취득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승인 절체에 부수하는 것으로 사용승인이 주된 목적

으로 하는 법적 효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허가상의 설

계도서대로 건축하여,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되어야 한다.108)

(2) 형식적 요건

  건축주는 이 같은 실체적 요건을 증명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신청서에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건축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감리완료보고서에는 해당 건축물의 완공 

후 현황이 건축법상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공사감

리자의 의견과 서명이 기재된다(같은 법 제2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별지 제21호 서식]). 허가권자는 위 신

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이 위와 같은 실질적 요건

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하

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이 때, 허가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검사의 내용은 종래 ‘준

공검사’나 ‘사용검사’에서 이루어지던 검사와는 차이가 있다. 

107) 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도1326 판결.

108) 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도1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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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竣工檢査)’는 최초 1962. 1. 20. 건축법 제정 이래 

해당 건축물이 완공된 시점에서 그것이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을 준수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의 품질까지도 확인하는 

절차로 운영되었다.109) 이에 일반인들은 준공검사를 받은 건축물

은 허가권자가 그 품질을 보증까지 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

었다.110) 그러나 1991. 5. 31. 건축법이 전면 개정을 거치면서 

건폐율 등 단순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건축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용검사(使用檢査)’로 변

경되었다111) 건축물의 품질에 관하여는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었다.112)

  그런데 1995. 1. 5. 공사감리자를 선정하는 건축허가 대상 건

축물의 경우에는 별도 검사 없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

고서에 의하여 ‘사용승인(使用承認)’을 하도록 변경되었다(구 

건축법113) 제18조 제2항). 공사감리자에 의하여 검사가 이루어지

므로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사용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만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공사감리자가 불법 내지 부실시공을 묵인하고 작성한 감리완

료보고서에 기초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

했다.114)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5. 11. 8.부터는 다시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구 건

축법115) 제18조 제2항). 현재의 사용승인이 운영되는 형태는 공

109) 윤혁경, 『건축법·조례 해설』, 기문당, 2014., 1-825면.

110) 윤혁경, 앞의 책, 1-825면.

111) 윤혁경, 앞의 책, 1-826면.

112) 윤혁경, 앞의 책, 1-826면.

113) 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일부 개정된 것(1996. 1. 6. 시행).

114) 윤혁경, 앞의 책, 1-826면.

115)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 개정된 것(2006. 5.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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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리자가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검

사가 그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허가권자의 

검사를 통하여 이를 보충하는 형식의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다.

  한편,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을 전제로 하는 하는 사용승인의 본

질적 특성상 건축허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종속적일 수밖에 없

다116). 따라서,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과정에서 건축

허가에서 요구되는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

는 건축법이 건축 행정 절차를 투명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 

한다는 목적으로 2007. 10. 17. 건축물이 건축허가 받은 설계도

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제1호)를 검사하도록 그 내용을 한정한 

데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건축법 제22조 제2항).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건축물대장에 기

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주요 공사의 시공

자, 공사감리자를 기재하게 되는데(건축법 제22조 제6항), 이는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미등기 건물에 관한 소

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건축주는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 졌을 때, 비로소 그 건축물에 관한 소유

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후속 절차는 건축주로 하여

금 사용승인을 얻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한다.117)

    3. 공사완료도서의 제출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

116) 김종보, 앞의 책, 152면.

117) 김종보, 앞의 책,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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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건축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건축법령은 이때 제출

되어야 하는 공사완료도서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

  건축허가도서에는 건축허가 시점에 제출한 기본설계도서뿐만 아

니라 이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착공신고 시점에 제출된 실시설계

도서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함은 뒤에서 상세히 보게 될 건축허가의 변경으로서 사전 

변경허가 등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사후적 일괄 신고의 예외로서 

사용승인 시점에 일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실무상으로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를 실시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있었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법령이 건축허가절차에서 제출되어야 하는 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의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해 사

용승인 시점에 제출되어야 하는 공사완료도서에 관하여는 그 작성

주체는 물론이고 그 종류와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다. 다만,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이 실제 건축허가 

받은 대로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사용승인의 본질상 설계자가 

직접 그가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설계변경 사항을 반영

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시공

자가 시공을 위하여 작성한 상세시공도면이 이를 갈음하고 있는 경

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118)

118) 윤재윤, 앞의 책, 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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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공사완료도서는 설계변경 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허

가권자가 사용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된다. 종래 준공검사에서 부터 비롯된 표현으로 이와 같이 사용승

인 시점에 제출하게 되는 공사완료도서를 그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도서’라 부르기도 한다.

    4. 하자 판단의 기준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허가절차에서 제출되는 설계도서는 

허가권자가 개별적 행정행위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이 된

다. 한편, 건축허가 받은 기본설계도서나, 이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착공신고 시점에 제출되는 실시설계도서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승인 

시점에 완성하여야 할 건축물의 성상에 관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전자가 허가권자의 개별적 행정행위에 있어 판단 기준의 문제라면 

후자는 건축관계자가 간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따라서 기본설

계도서 내지는 실시설계도서가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간 체결된 도

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리고 완성된 건축물이 실시설계도서에서 정하는 성상을 흠결하

였을 때에는 그 자체만으로 주관적 하자로서 공사시공자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된다.119)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이 착공신고 

이후 별다른 설계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승인에 이르렀다면 실시설

계도서가 하자판단을 위한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문

제는 실제 시공 과정에서 다양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사용승인 시점에 이르러 완성된 건축물의 성상과 이를 반영하는 공

119) 윤재윤, 앞의 책, 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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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완료도서가 실시설계도서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한다는 것이다. 이에 완성된 건축물의 하자 판단의 기준을 실시설

계도서로 할 것인지,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된 공사완료도서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가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본설계도서 내지는 

실시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그것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사완료도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20) 실제 시공 과정에서 대체시공이

나 가감시공 등에 따른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때, 원칙적으로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

의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공사완료도서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게 된다

는 점을 그 이유로 한다. 이후 법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의 절

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승인도면(기본설계도서)에서 변

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최종설계도서(공사

완료도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사완료도서를 하자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121)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완료도서는 법적으로 그 작성

주체는 물론 종류와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설계도

면으로 이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주택법

120)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121) 서울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4나46015 판결(해당 판결은 

2016. 3. 24. 대법원 2016다16214로 상고 되었으나, 2016. 7. 7. 심

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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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역시 건축법령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승인 시점과 착공신고 시

점에 제출하여야 할 설계도서의 종류와 그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데 반하여, 사용검사 시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감리자

의 감리의견서 외에 별도의 설계도서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주택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

  현행법상 설계변경이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이 사용승인에 이를 

때까지의 그 동일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 건축법상 설계변경은 선행하는 건축허가의 잠탈을 방

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주택법상 사

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아래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사후적 일괄 신고의 예외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현실에서는 모든 설계변경에 건축주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이 이루어지고, 

사업주체와 달리 수분양자가 설계변경에 관여하기 어려운 대형 건

축물이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설계변경 등

의 절차를 거쳤다 하여 그 변경에 건축주 내지는 수분양자의 동의 

의사 유무를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건축주의 의사를 

추단하고, 민사상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행정법상의 설계변경으로서 건축허가의 변경을 거쳤

는지 여부가 계약 체결 당사자 간 합치된 의사의 위반에 따른 주관

적 하자 판단을 위한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기본

설계도서 내지는 이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실시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의 구체적인 원인과 성격을 살펴 공사완료도서를 기준으로 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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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보게 되듯이 설계변경이 사

후 일괄 신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거기에 건축주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그 원인에 있어서 

수분양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단순 사업이익의 확대를 위한 사업주

체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설계변경에 기

초하여 수분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그 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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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설계변경

제1절 설계변경의 의의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지면상에 구현된 실제적인 

계획이다. 그리고 ‘계획’의 본질적 특성상 그 실현과정에서 특히, 

공사시공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그 원인

은 사업계획의 변경에서부터 설계도서의 불분명, 현장 상태와의 상

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시기 역시 착공신고 전, 후를 불

문하고 건축 전 과정에 걸쳐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변경

은 설계자에 의한 설계도서의 수정을 거쳐 다시 지면상에 현출되게 

된다. 이처럼 설계변경은 사실적으로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

의 변경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 같은 설계도서의 변경은 그 시기 

및 원인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제2절 규율의 필요성

  그러나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에 관한 임의로운 설계변경이 허용

된다면 당초 건축허가를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건축물의 안전이 사

용승인에 이를 때까지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122) 이에 건축법은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설계변경 과정에 개입하여 원칙적으로 그 

변경에 앞서 사전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은 그 명칭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을 전제로 하는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 즉, ‘건축허가의 변경’이 그 본질을 이룬다.123)

122) 김종보, 앞의 책, 144면.

123) 김종보, 앞의 책,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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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설계변경이 당초 의도와 달리 공사시공자의 공사대금 증액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설계변경’은 

건축관계자 간에 계약금액 조정(특히, 증액)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

향이 있다. 이는 설계변경의 개념과 역할을 왜곡하고, 공사시공 과

정 전반에 걸쳐 건축관계자 간 잦은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사적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공사시공자와 체결

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 지방

자치단체 등이 건축주로서 직접 그 계약체결의 상대방이 되는 소위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이 같은 사법적 원리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공법적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설계변경은 제한된 사

유를 원인으로 하고, 그 효과로서 계약금액의 조정 역시 엄격한 산

출 방법에 따르게 된다.

  실제 ‘설계변경’이라는 용어는 그 본래의 의미인 설계도서의 

변경이라는 그 자체 보다는 전자의 ‘건축허가의 변경’이나, ‘계

약금액 조정의 원인’을 칭하기 위하여 두루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양 자는 그 규율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설계

도서의 변경은 건축허가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한다. 그

러나 건축허가의 변경 특히, 변경허가 내지 변경신고를 수반하지 않

으나, 계약금액 조정의 원인이 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을 수 있

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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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설계변경에 관한 규율 일반

    1. 건축관계자의 변경

  건축주와 함께 다른 건축관계자들의 지위는 건축허가 시점에 관

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건축주의 사업권 양도 등 각종 사유로 위 각 당사자의 지위가 다른 

자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그 책임의 소재를 명

확히 하고, 새로운 관계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124)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이 역시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광의의 

설계변경에 해당한다. 다만, 물적 상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인

적 변경이라는 점에서 물적 변경으로서의 설계변경과는 구별된다.

  종래 건축법령은 설계자를 제외한 건축관계자, 즉, 건축주, 공

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7. 1. 20. 건축허가 후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권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일부 개정이 이루어 졌다(건축법 제

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이에 시행규

칙에서는 건축관계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항).

  건축주 변경의 경우 변경될 건축주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건축법 시

행규칙 제11조 제1항). 이때, 변경 전 건축주가 명의변경에 동의

124) 김종보, 앞의 책,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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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될 건축주는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

을 구할 수 있다.125)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126)

  이에 반해 건축주를 제외한 건축관계자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권

자에게 변경신고서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즉, 건축주와 달리 종전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의 동의를 받거나, 이들의 포기각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127)

이는 설계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이전 

공사시공자 등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변경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는 변경될 건축관계자에게 그 명의변경을 신

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허가권자로 하여금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하는 것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

을 갖추어 적법하게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지 

건축관계자 간의 권리관계에까지 개입하여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128)

12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126)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127)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1. 12. 19자 질의 회신 결과

[http://eminwon.molit.go.kr/faqContents.do(검색일 2018. 

1. 18., “건축관계자”).

128)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건축주’의 경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두10552 판결(‘공사시공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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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전 허가 등의 원칙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변경하기 

전에 즉,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경우 즉,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의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나 건축신

고를 한 건축물을 그 신고를 한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를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참조).

  사전에, 즉, 실제 이를 변경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경찰법으로서의 예방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건

축법상 설계변경에 대한 규율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 다만, 법원

은 위법 시공된 이후의 변경허가 신청이 있었던 사안에서 그 변경 

시공된 부분이 건축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에 맞추어 변경허

가를 받음으로써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으므로 사후 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변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다.129) 허가권자는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편,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

사시공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건축

법 제110조 제2호, 제111조 제1호).

  변경허가 내지 변경신고 역시 선행하는 건축허가 내지 건축신고

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행정작용과는 종속적인 관계에 

129)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3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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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30).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건축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별도의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서는 선행하는 행정작용으로부터 독립적이다. 이에 관하여는 건축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건축법 제16조 제

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변경허가는 건축허가

와 마찬가지로 ‘강학상 허가’로서 그 변경되는 부분에 관한 실질

적 심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

는 신고’로서 이에 관한 형식적인 심사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변

경허가와 구별된다.

  종래에는 건축허가와 달리 변경허가 내지 변경신고에는 관련 법

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의제 규정이 없어 이를 별도로 처리하

여야 했다. 이에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2011. 5. 30.에 이르러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인ㆍ

허가 사항의 의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건축법 제16조 

제4항, 제5항, 제11조 제5항, 제6항).

     3. 사후 일괄 신고의 예외

  과거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경미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에 대

하여도 변경 시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1. 5. 

31. 건축허가절차의 간소화 움직임과 더불어 국민 편익의 증진을 위

한 목적으로 사용검사를 할 때에 이를 일괄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일괄 변경 제도가 도입되었다(건축법 제16조 제2항).

  이후 일괄 신고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130) 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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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131) 2005. 7. 18. 그 범위를 현재와 같이 축소 조정하였

다. 이에 현재는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이 없으면서 변경되

는 부분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

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이고, 위치 

변경범위가 1m 이내인 경우 등 소규모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전 변경허가 내지 변경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건축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이 같은 일괄 변경 제도는 변경신고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

미한 변경의 경우에 한하여 그 변경 절차를 간이화하기 위한 것으

로 그 법적 성격에 있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야 한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시점에 제출된 공사완료도

서를 통하여 변경된 부분에 관하여 적어도 형식적 심사는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 제도의 취지상 사용승인에 포함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자적인 처분성을 갖지 못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원인으로 사용승

인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일괄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다.132) 또한, 

일괄신고를 원인으로 사용승인이 거부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대상

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일괄신고 그 자체만을 취소소

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133)

131) 윤혁경, 앞의 책, 1-707면.

132) 김종보, 앞의 책, 146면.

133) 김종보, 앞의 책, 146면,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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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양 건축물의 설계변경 제한

  이처럼 건축허가의 변경으로서 설계변경은 선행하는 건축허가의 

잠탈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복합 상가,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이나,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경

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관계자 외에도 수분양자라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존재한다. 이들은 건축주인 분양사업

자 내지 사업주체로부터 각 호실 내지 세대에 관한 최종적인 소유

권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사용·수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건축주에 의한 임의로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정작 공사시공 과정에서 이들의 의사가 배제되거나, 그 재

산적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특히, 주택법상 사용검사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사업

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이나,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지

분은 수분양자의 재산적 이익과 직결되어 있다. 이에 주택법은 주택

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이나, 호당 또는 세대 

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을 변경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

여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이후에는 수분양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수 없도록 그 원인과 

시기를 제한함으로써 수분양자의 재산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특수

한 공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제13조 제2항 본문).

  또한, 세대수 또는 세대 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

서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사용

승인 시점에 일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건축법령과 달리 그 

변경 즉시 사업계획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주택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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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각 호, 제6항).

  한편, 사용승인 전 분양이 이루어지는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

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공용면적·전용면

적·대지지분의 변경 등 수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은 수분양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제7

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조 제1항 각 호), 건축허가 받은 연면적의 3퍼센트 이상의 

내부구조 위치변경 등의 경우에는 이를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7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항, 제3항) 

수분양자의 의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5. 설계자의 설계변경 의무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건축법령이나 처분, 그밖에 관계 법령

에 맞지 않거나 공사 여건상 불합리한 경우에는 건축주와 공사감리

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건

축법 제24조 제3항). 설계변경에 응하여야 할 설계자의 의무는 단순

한 사법상의 의무가 아니라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이에 건축법

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변경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하고 있다(같

은 법 제111조 제2호).



- 101 -

제4절 국가계약법상 설계변경

    1. 공공계약의 특수성

  행정주체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행정계약은 다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계약과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134) 국가계약법령

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계약예규 등 각종 행정규칙들은 후자의 

경우, 즉, 사법상 계약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래에는 예

산회계법상 계약에 관한 제6장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맡춰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가계약에 관한 제

도로 대체하기 위하여 1997. 1. 1. 국가계약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가 공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 같은 국가계약법령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그 대외적인 

구속력을 부정하고 있다.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

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 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

부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135) 그러나 설령 그것이 사

법상 계약을 규율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국가계약

법령의 제정 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법상의 사적 자치의 원칙

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령만의 특수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136)

134) 김동희, 앞의 책, 226면.

135)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15695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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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달계약은 경제적 이득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순 사인

간의 계약과는 달리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그 재원은 세금

으로 충당된다.137) 담당 공무원은 최선의 계약 체결이라는 동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결코 

사인 간의 계약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중대한 특수성을 갖고, 이 

같은 특수성은 공법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138) 이와 같은 공

법적 원리를 간과할 경우 공법적 원리가 지배하여야 하는 영역에 

있어 사적 자치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이 지배하거나, 사실상의 편

의나 특정한 가치에 의해 행정결정이 정당화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139) 특히, 공공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특정한 상황에 있어 공법적 개입이 발현되는 양상은 그 문제에 관

한 국가의 인식을 보여주고, 그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그

와 같은 공법적 규율의 파급력은 단순히 계약 체결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 사인 간 계약에 편입되는 등으로 

일반 공중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법상 설계변경은 건축허가의 변경으

로서 건축물의 위험 방지라는 건축경찰법적 관점에서 기왕에 받은 

건축허가를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계약금액 조정의 원인이 되는 설계변경으로서 

공법적 개입 없이 계약당사자 간의 사법상 계약에 일임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부담하여야 하는 

136) 김동희, 앞의 책, 227면.

137)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11., 190면, 박

정훈,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민사판례연구 25권, 2003년, 33면.

138) 박정훈, 앞의 책, 190면, 박정훈, 앞의 글, 33면.

139) 이원우, 앞의 글, 97면.



- 103 -

경제적 책임의 소재와 그 금액에 관한 다툼의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공사시공자가 그 시공 과정에 내실을 기하지 못

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잠재하여 그것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

에는 궁극적으로 건축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설계변경

에 관하여 국가계약법령의 구체적인 규율 방법과 그것의 공법상 특

수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건축법적 한계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양상을 살펴 그 본질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는 공법적 개입이 필요한 순간을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설계변경의 사유

  국가계약 중에서도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을 단순히 계약사

무처리를 위한 국가의 내부규정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의

하면 이에 근거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역시 대외적인 법적 구속

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반대로 국가계약법이 법적 구속

력이 있다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관하여도 국가계약법령상 근

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임에 따라 그 법적 근거를 

갖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해

석할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본문, 같

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참조)140).

  이 같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의 조정 원인이 되는 설계변경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

여 상세한 규율을 하고 있다. 특히, 설계변경의 사유를 첫째, 

140) 박정훈, 앞의 책, 192면, 박정훈, 앞의 글, 35면 참조.



- 104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둘째,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

계서와 다를 경우’, 셋째,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넷째, ‘기

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 

이처럼 설계변경의 사유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아래

에서 보게 되듯이 각 경우에 있어서 특수성에 따라 설계변경의 절

차와 그 효과로서 계약금액 조정의 방법을 서로 다르게 규율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같은 설계변경은 앞서 살펴본 건축허가의 변경으로서 

설계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시기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

한 부분의 시공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국가계약법 시행

규칙 제74조의 2 제1항 본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본문). 다만, 전자가 기왕에 받은 건축허가를 잠탈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사전허가 등의 원칙을 요구하는 것이라

면 국가계약법상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시공에 앞서 계약당사

자로서 발주청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

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그로 인한 공정 지연으로 품

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히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설계변경의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 2 제1항 

단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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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계변경의 절차

  일반적으로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① 

공사시공자의 신청으로 건축주가 이를 승인하면, ② 공사시공자는 

수정된 상세시공도면과 조정된 계약금액을 제시하고, ③ 건축주가 

이를 검토한 뒤 승인하면 ④ 공사시공자가 그 변경된 사항을 시공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141)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이 같은 일

반적인 절차를 따르면서도 원인이 되는 개별적 사유마다 그 객관성 

내지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공사시공자가 시공 중 설계도서의 불분명 등을 발견한 경우

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구체적인 사정

을 따져 설계도서의 내용이 ① 불분명한 경우나 ②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 당시 작성한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해 설계도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계약 일반조

건」은 ③ 설계도면와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물량내역서를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등으로 설계도서 상호간 우열까지 정하고 있다(이상 같은 조 

제2항 각 호).

  설계변경의 두 번째 유형으로 공사시공자가 시공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으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사실을 발

견한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

지하여야 하고(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3 제1항), 계약담당공무

원은 그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이에 맞게 설계도서를 변경하여야 

141) 윤재윤, 앞의 책, 1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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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같은 조 제2항).

  세 번째로 공사시공자는 발주 당시 설계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신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등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경우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

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데, 공사시공자의 제안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객관성을 담보하

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상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공사시공자는 위 요청이 승인된 즉시 

신기술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상세시공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마지막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①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

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 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을 목적

으로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개요서와 변경

된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도 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5 제1항, 제2항). 공사시공자는 그 즉시 공사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그 이행 가능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

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상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하

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

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설계자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7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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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계약금액의 조정 원인으로 설계변경 외에도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제64조 제1항),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

의 변경이 있는 경우(제66조 제1항)를 제한적으로 열거142)하고, 각 

경우에 있어서 서로 다른 계약금액 조정의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

고 있다. 즉,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의 조정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사유들 중 하나일 뿐 설계변경이 곧 계약금액의 조정

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의 원인으로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효과로서 계약금액의 조정 자체는 상호 구분

되어야 한다.

  이처럼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계약금액 조정의 원인과 그 방

법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이유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조달

계약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계약금액 조

정과정에서 임의로 재원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담당 공무

원이 발주자를 빙자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일방

적으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데 있다. 이

에 행정주체가 계약상대방과의 합의로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특수조건의 효력

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 반대의견은 위 규정은 입법적 선택

에 의하여 사법상의 원리를 제한하는 강행규정 내지 효력규정에 해

당한다고 보고,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143)

14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참조.

143)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디만, 다수의견은 종

래 견해와 일관되게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와 같은 특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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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종래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금

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별도로 발주가 

가능한 추가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처리하거나, 금액을 지나치게 상향 

조정하는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무분별하게 이루

어지고, 이 과정에서 관련 업체와의 유착 등 부패행위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가계약법 시

행령은 설계변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5. 9. 8.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려

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사전 심의

를 반드시 거치도록 개정하였다(같은 조 제3항).

  이때,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상대방이 입찰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상 계약단가를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발주청이 정한 예정가

격단가 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등(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65조 제4항 제1호) 그 계약금액의 조정의 방법에 있어서도 

계약 체결 당사자 간 사적 자치의 원칙에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

다. 한편, 발주청이 요구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

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 금액의 50%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항 제3호). 이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공사계약 일반조

건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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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도적 시사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변경은 설계자가 수행하는 사

후설계관리업무 중 하나로 사실상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 설계

도서의 변경에 관하여 건축법은 종래 받은 건축허가의 잠탈을 방지

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축허가의 변경을 위한 최소한의 개입만을 하

고 있다. 건축법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의 공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사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하

여야 하는 소극적 의무로 이해될 뿐이다. 그 밖의 부분은 건축관계

자 간의 사적 자치의 영역, 특히,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간의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그 해석의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설계도서의 변경에 관하여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은 그에 따르는 효과로서 계약금액 조정, 특히, 

증액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들에게 설계

변경은 설계도서의 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에 앞서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

로 조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설계변경에 

관한 이와 같은 태도는 설계변경이 공사시공자의 계약금액 증액의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다. 또한, 그에 수반하는 

작업내용의 변경이나, 건축관계자 상호 간 이견에서부터 초래되는 

비계획적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시공자가 정작 공사 시공 과정에서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그것이 발주 과정에서 안고 있는 다른 문제들은 차치하고 국가가 

발주자로서 계약 체결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규율하는 국가

계약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이를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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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시도하고 있다. 설계도서 변경의 원

인이 되는 사실을 세분화 하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보이는 특수

성에 따라 설계변경의 절차와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방법을 더욱 세부적으로 정하

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그것이 공사대금 증액의 수

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특히, 설계도서의 불분명을 

원인으로 하는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 또한, 그 사유를 불

문하고 변경되는 사항이 건축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

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안정

성을 꾀하고자 하고 있다(같은 조건 제19조의7 제1항).

  이는 일차적으로는 건축분야 전문가로서 설계자의 의견을 반영함

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또한, 설계

자의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

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설계자에게 현행 건축법령만으로는 보장되

기 어려운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사적 주체로서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 그

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에서 설계

자의 의견 반영의 중요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되기 어

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의사를 반영

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것이 국가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

약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것에 머물러 있고, 그 집행 

과정이 여전히 단순한 사법적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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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설계자는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와 함께 건축법이 규율하는 건축

관계자 중 하나로 기획업무, 사후설계관리업무를 포함하는 건축 설

계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각각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구분으로 

상호 중첩될 수 있으나, 건축법은 공법적 개입을 통해 각 건축관계

자의 역할 상호 간 균형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감리의 불완전

한 운용 형태와 공사시공자에게 일임되어 있는 시공상세도면에 잠

재하고 있는 문제는 그 균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건축 

설계 업무는 건축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건축법은 건축

사에게 설계자로서의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자격법

으로서 건축사법은 건축사 자격의 취득과 그 자격의 등록, 건축사사

무소개설신고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를 정당화한다.

  건축 설계 업무의 결과물로서 설계도서는 건축관계자 간 의사소

통의 수단이자 건축물이 건축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허가권자의 중요한 심사 자료가 된다. 「설계도서 작성기준」

은 건축주와의 관계에서 설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설계도서의 종

류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

는 개별적 행정행위 단계 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의 종류 

및 내용과는 괴리되어 있다. 건축법령은 건축허가 시점에서는 기본

설계도서만을 제출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

고 있는 착공신고 시점에 이르러서야 공사시공을 위한 기술적 사항

이 포함된 실시설계도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건축법령을 

준수하여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

은 그 작성자인 설계자에게 일임되어 있다. 이 같은 규율 형태는 입

법자의 정책적 판단과 각 행정행위 사이의 상호 작용에 따른 것이



- 112 -

다. 궁극적으로 건축사법은 건축사 자격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은 1차적으로는 설계도서의 변경을 의미한다. 그러나 건

축법상 설계변경은 본질적으로는 건축허가의 변경으로 선행하는 건

축허가를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후 일괄신고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며 최소한의 규율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

것이 건축물의 주관적 동일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역할까지 수행하

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변경승

인 등의 절차를 거쳤음을 이유로 그 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정에 관

한 고려 없이 공사완료도서를 기준으로 주관적 하자를 판단하는 판

례의 태도는 부당하다.

  한편, 계약금액 조정의 원인으로서의 설계변경에 관하여는 공사도

급계약 체결 당사자 간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공

공발주사업의 경우 공공계약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법상의 특수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사계약 일반조

건」은 계약금액의 조정 원인이 되는 설계변경의 사유를 세분화하

고, 각 경우에 있어서 절차를 달리 정하고 있다. 특히, 건축물의 안

전과 관련된 설계변경에 관하여는 설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

다. 이는 설계변경에 있어 설계자의 의견 반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공법적 인식을 반영한다. 나아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공공발주사업에 있어 설계자에게 공사시공 과정 참여의 적극적인 

기회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제는 사법적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던 공

공발주사업의 공법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 논의를 행정법적 영역

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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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architect is one of architecture 

participants regulated by Building Law, who 

conducts architecture design. Building Law is 

balancing between architecture participants by 

intervention of public law. However, sometimes 

the balance could be threatened by incomplete 

operation of construction supervision etc. 

Because architecture design requests 

professionalism of architectural sector, 

Building Law accords exclusive status 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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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architect. As Certification Act, 

Certified Architect Act justifies the status by 

institutional strategies, like acquisition of a 

architect certificate and registration of the 

certificate.

  Drawings and documents of architecture design 

are means of communication in architecture 

participants, and documents of investigations in 

the process of building permit. However, there 

are considerable gaps between 「Standards of 

Drawings and Documents of Architecture Design」 

and the one requested by Building Law as a formal 

requirement of each administrative actions. 

Building Law requests to submit 

basic-architecture design in the point of the 

time for building permit, and requests to submit 

implement-architecture design which is contain 

technical details in the point of the time for 

declare of starting construction. Ultimately, 

making implement-architecture design and 

accompanying responsibility are left to the 

architect. Such forms of discipline are caused by 

the legislator’s policy decision and interaction 

between each administrative actions, and 

Certified Architects Act should make up the gap 

of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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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first notion, change of architecture 

design means change of drawings and documents of 

architecture design. Fundamentally, change of 

architecture design in Building Act is change of 

building permit, so it minimally regulates in 

order to prevent building permit already 

obtained. It doesn’t conduct institutional roles 

as ensuring subjective identity of building. 

Therefore, drawings and documents of 

construction completion couldn’t be a standard 

for judgement of defection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cause.

  Meanwhile, as a cause of adjusting contract 

amount, change of architecture design goes upon 

contents of construction contract. However, 

there is particular regulation through National 

Contract Law based on distinct characteristics 

in a public construction project. 「General 

Conditions of Construction Contract」 

departmentalizes causes of change of 

architecture design, and regulates differently 

in procedures and methods of adjusting contract 

amount. Especially, a procedure for reflection 

of the architect’s opinion shows awareness of 

public law for the importance and the neces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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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at. Furthermore,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 gives a chance to the architect 

for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It’s the time to understand 

distinction of public law about public 

construction project which have been understood 

in the private law, and expand discussion to 

administrative law.

keywords : an Architect, a Certified Architect, 

Drawings and Documents of Architecture Design, 

Basic-Architecture Design, 

Implement-Architecture Design, Change of 

Architectur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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