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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문초록)

건축법은 건축물이 야기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위험방지’라는 건축법의 건축경찰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건축

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축허가제도이다. 무허가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자의적으로 건축하

였다는 점에서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서 예상하지 못한 건축물이다.

일반적으로 법은 위법상태에 대해 조력하지는 않는다. 이러

한 관점에서 행정청이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건

축법 제79조 제1항 등의 제재규정을 적용하여 철거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상태를 시정하는 조치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다

른 한편으로는 현행법은 무허가건축물 및 그 소유자에게 일정한 법

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서 무허가건축물을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

로 보는 입장과 모순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의 형식적 불법을 제거하

여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철거명령을 발하며,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

과라는 제재를 동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은 무허가건축물 및 그 소유자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무허가건축물이나 그 부지가 수

용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서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재산권 보상 및 생활보상 등 일정

정도의 손실보상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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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중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나 지상권자’를 의미하는데 ‘건축물의 소유자’에 무허가건축물의 소

유자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법원은 건축물의 소유자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반면, 재개발 사업

의 정관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석을 달리한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정관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정

관으로 정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일정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무허가건축물이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

은 일제 강점기부터 무허가건축물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건축법에 반해서 건축되었다는 이유

로 법적 지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후(戰後)에 주거를 마련

하지 못하는 등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없어서 불가

피하게 무허가건축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다. 법치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에는 무허가건축물이 양산된

현실적인 배경과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성의 비교형량을 통해

무허가건축물의 법적 지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무허가건축물, 형식적 불법, 철거, 재산권 보상, 생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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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건축법을 비롯한 건축관련법령들은 위험방지 및 국토의 합

리적 이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가제도 내지 특허제도

를 활용하여 건축 관련 행위의 자유를 일정정도 제한하고 있다. 건

축행위 자체에만 국한하여 살펴본다면, 행정청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를 통해 건축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다. 건

축허가는 헌법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보장되는 건축행위의 자유

를 위험방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하여 놓고, 건축법에서 정

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그 금지를 해제하는 제도

이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등 관

계법령에 의하여 철거명령이 내려지는 제재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법상으로는 철거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허가건축물에 대

한 모든 법적인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공익사업이 시행되

는 과정에서 철거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도시재개발 사업에서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도

적법한 건축물의 소유자와 유사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기도 한다. 이

러한 현상은 무허가건축물에 비록 형식적 불법이 있기는 하나 무허

가건축물이 주거용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현실적인

배경으로 인해 무허가건축물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기인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서 무허가건축물을 엄단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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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무허가건축물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법치국가에서 불법적인

상태인 무허가건축물의 법적 지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인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성질을 정

리하면서 ‘무허가건축물’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유사 개념과의 차이

점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의 연혁과 발생하게 된 원인

을 살펴보면서 행정청이 그동안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정도

의 법적 지위하게 된 계기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제2장).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을 규제하는 관련 제도를 크게 건축법

상 철거명령제도(제3장),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손실보상제도(제4장), 도시재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법적 지위(제5장)의 관점에서 차례로 검토하고자

한다. 위의 세 제도를 통해 무허가건축물이 건축허가가 없다는 형식

적 불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 무허가건축물의 이중적인 지위를 비교하

면서 오늘날의 무허가건축물의 지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과정

에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 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

는 현실적인 측면이 형식적 불법에 대한 제재와 어떠한 방식으로

비교형량되는 것이 타당한지 연구하고자 한다.



- 3 -

제2장 제도 개관

제1절 무허가건축물의 개념

Ⅰ. 건축법의 목적

건축법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법’이라 한다)과 함께 건축물의 허가요건을 정하는 법이다. 적법하게

건축을 하고자 한다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해야 한다.1)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은 적법한 건축을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

통점이 있지만, 두 법률은 규율 목적에서 큰 차이가 있다. 국토계획

법에는 건축물이 어떻게 건축되어야 도시 전체의 기능에 비추어 토

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율이 주를 이룬다. 국

토계획법과 달리 건축법은 건축경찰법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

받기 때문에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주된 규

율 목적으로 한다.2)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

시켜 놓고, 자신이 예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

해서 개별적으로 그 건축을 허가하고 있데, 이는 건축물로부터 발생

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위험방지요건을 정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단계에서 이를 강제하고자 하는 건축경찰법의 성격이 드러나는 예

이다.3)

1)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3, 13면.

2)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에 대하여 자세히는 김종보,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관계, 공법연구, 1998. 6, 333면 이하 참조.

3) 김종보, 위의 책,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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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는

1962년에 건축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건축법에 드러나 있었다. 1962

년 1월 20일에 법률 제984호로 제정된 건축법 제5조는 ‘건축허가’를

표제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행

위’들을 규정하고 있고, 제42조는 건축법에 반하여 건축한 건축물(이

를 표제에서는 ‘위반건축물등’이라고 통칭하고 있다)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도 위반건축물에 포함되며 건축법의 규제대상

에 해당한다.

현행 건축법(법률 제12968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1.

6. 시행)에서도 제11조에서 건축허가대상을, 제14조에서 건축신고대

상을 각 규율하고 있고, 제79조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정하

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제

110조 제1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도시

지역 밖에서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11조 제1호에서는 건축신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벌칙조항을

두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축법의 목적을 실현하

려는 의도가 담긴 입법이다.

Ⅱ. 위험방지목적 및 건축허가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건축물의 건

축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시켜 놓고, 자신이 예정하고 있는 허가요

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그 건축을 허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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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건축물이 실제로 건축허가

를 받아서 건축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한시법이 끊임없이 제정되어 왔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

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

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 2013. 7.

16. 제정, 2014. 1. 17. 시행)이 시행되어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여전히 건축허가 없이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법은 제3조에

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하

고 있어서, 2012년 말에도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건

물 건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조례 제727호, 2008. 5. 9. 제

정, 2008. 5. 9. 시행)나 「무허가및위반건축물단속요령」(예규 제544

호, 2003. 6. 30. 일부개정, 2003. 6. 30. 시행) 등이 계속해서 입법되

었다는 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Ⅲ. 건물 및 건축물

일반적으로 ‘건물’이라 함은 일정한 면적·공간의 이용을 위

해 지상·지하에 건설된 것을 말한다.4) 판례는 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은 물

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4) 곽윤직, 민법주해(Ⅱ) 총칙(2), 박영사, 1992,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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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5) 구체적으로 건물의 기능과 효용면에

서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추고 있으면 건물로 보고

있다.6)

Ⅳ. 무허가건축물의 뜻

1. 실정법상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용어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대상인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서 허가와 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

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

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무허가건축물은 오

늘날까지 여전히 많이 건축되고 있다.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실정법 체계 안으로

편입된 것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1989. 9. 22. 건설부령 제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

라 한다) 제5조의9 단서에서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물(이하 “무허가건물등”7)이

5)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1591 판결(공 2001하, 2474).

6)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 판결(공 1987, 3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공 1996하, 2144);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공2001상,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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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이라고 규정한 것이다.8) 이처럼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용어는 1989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입법자들이 실정법에서 사용하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무허가건축물은 ‘허가’라는 모습으로 공권력

이 개입하여 건축행위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을 회피해온 결

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건축허가와 관련한 행정청의 규제를 회피하

여 무허가건축물이 양산되는 것은 1989년을 전후한 일시적인 현상

이 아니다. 오히려 건축행위와 관련한 행정청의 규제가 있었던 시점

부터 계속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행정청의 이중적인

태도

역사적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행정청의 태도는 이중적이

었다. 일단 무허가건축물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반하여’ 건축된 것이

기 때문에 실정법적으로는 규제의 대상이 되어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건축법 제79조). 그러나 1981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제정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

7) 무허가‘건축물’과 무허가‘건물’과의 차이

8) 이영동, ‘무허가건물의 부지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 특별법연구 제7권, 박영사,

2005, 345면은 “다만 공특법 시행규칙 제5조의9 본문에는 모든 건물이 아니라

‘주거용’ 건물에 관한 보상이고, 그 단서에는 그 중 무허가인 건물에 대하여는

달리 보상액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단서에서 말하는 ‘무허가건물’이란 ‘무

허가주거용 건물’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공특법 시행규칙 제6조 제

6항에서 말하는 ‘무허가건물’도 ‘무허가주거용 건물’에 한정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특법 시행규칙 제5조의9 본문은 그 제목처럼 ‘주거용 건물 등

에 대한 보상특례’를 규정한 것이고, 그 단서는 주거용 건물 등이 무허가일 경우

에는 그러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보상례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단서의 규정을 반드시 ‘무허가주거용 건

물’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공특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무허가건물’

도 ‘무허가주거용 건물’ 등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도 위와 같은 관점과 같이 공특법 시행규칙에서 무허가 ‘주거용’ 건물에

한정하여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

하고 서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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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시법은 오히려 철거의 대상인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

인하고, 이들을 양성화해왔다. 이는 결국 모든 무허가건축물에 대하

여 일률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이 있기 때문에 철거한다.’는

기준을 관철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정청이 법률에 위반

하여 건축한 건축물을 단호하게 철거하지 못하고 철거한 후 오히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국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기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입법을 하는 등 이

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이처럼 행정청

이 무허가건축물 규제와 관련하여 철거와 보상이라는 이중적인 태

도를 취해온 것, 그리고 그 결과 무허가건축물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은 건축주들이 규제를 회피하여 무허가건축물을

양산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었기 때

문일 가능성이 있다.

무허가건축물이 철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 현실적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서 무허가건축물의 발생 양상과 이에 맞추어 변화해온 건축허가와

관련한 규제를 연혁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유사 개념들이 이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논

의하고자 하는 대상인 ‘무허가건축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선결

적으로 밝힘으로써 무허가건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무허가건축

물이 법현실에서 어떠한 좌표에 위치하고 있는지 규명하기 위한 토

대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현재의 대응방

식이 이중적인 양상을 띠는 근본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를 무허

가건축물이 양산된 역사적인 맥락에서 구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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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사 개념

Ⅰ.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이란 건축관계법에 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의미

한다.9) 여기에서 건축관계법이란,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을 비롯하여

도로법, 도시공원법 등 당해 법률의 제정목적에 따라 건축행위를 제

한하는 법률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불법

건축물에 나타나는 불법의 양태는 크게 ‘형식적 불법’과 실질적 불

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10) 형식적 불법이란 건축허가를 받지 않

고 건축하는 불법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실질적 불법이란 건축허가

를 받았다고 하여도 허가내용과 달리 건축하는 불법적인 양태를 의

미한다. 본 논문에서 살펴볼 무허가건축물은 불법건축물 중 형식적

불법성만을 띠는 건축물을 일컫는다는 점에서 불법건축물의 일부만

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

Ⅱ. 위반건축물

건축법 제79조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라는 표제 하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

하여 철거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서 사용되는 ‘위반건축물’은 건축경찰법인 건축법의 각 조항에 위반

한 건축물을 통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의 일부에 해당한다.

9) 김종보,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공법연구, 2000. 3, 281-302면;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판결.

10) 김종보, 위의 책, 17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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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토막 및 불량주택

토막과 불량주택은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주거형태를 지칭한

다. 조선총독부 조사월보 1942년 3월호와 1944년 6월호에 실린 「토

막 및 불량주택조사」에도 토막과 불량주택에 대한 정의가 등장한

다. 두 주거형태가 보다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서 발간한 조선총

독부의 자료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토막이나 불량주택과 같은

열악한 주거형태가 1940년대 당시의 보편적인 주거양식이었으며, 그

현황을 파악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총독부 조

사월보에 의하면 토막은 “지면을 파내려 가서 토벽으로 하고 간단한

지붕을 덮은 원시적 주택”을 지칭하고, 불량주택이란 “위생상 유해

또는 보안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오두막과 같은 조악한 주택”을 뜻

한다.11) 무허가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형식적 불법에

주목한 용어라면, 토막이나 불량주택은 1940년대에 주거형태로 만연

한 현상을 반영한 용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Ⅳ. 판잣집

‘판잣집’은 일제강점기의 토막(土幕)이 다소 변형된 형태인

데, 판잣집이란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광복 직후인 1946년부터 1947년에 걸쳐서 이북에서 내려

온 피난민들이 당시 미군이 들여온 나왕·미송 등 목재조각과 루핑·

11) 『朝鮮總督府調査月報』 第13卷 第3號, 28면; 조선총독부가 사용한 ‘불량주택’이

라는 용어는 오늘날 ‘주택의 구조상의 위험, 방재상의 난점, 설비 불완전 등의

점에서 일정한 기준에 이르지 않는 열악한 주택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건축용어사전, 2011, 성안당.)’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일반명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특징적인 주거형태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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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등을 이용하여 만든 주택을 그렇게 불렀다고 추정된다.12) 1957

년 한글학회가 지은 『큰사전』 제6권에는 판잣집을 풀이하여, “판

자를 이어 둘러서 벽을 만들고 임시로 허술하게 세운 집”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판잣집 역시 당시에 주거형태로 만연한 현상을 반영한

용어라는 점에서 형식적 불법에 주목하여 개념화한 ‘무허가건축물’

과는 차이가 있다.

Ⅴ.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이란 용어 그대로 ‘임시로(假) 설치

(設)한’ 건축물이다. 경찰행정법인 건축법에서는 그 규율대상인 ‘건

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에서 ‘토지에 정착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만이 결여된 개념이다.

가설건축물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건축법이 규율하고 있

는 대상은 ‘건축물’임을 건축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

축법에서 건축을 위해서 건축허가라는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는 ‘건

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가설건축물이

허가대상인 ‘건축물’로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되어도 무허가건축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당해 가설건축

물은 철거명령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토지에 정착

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허가 없이 건축하더라도 무허가건축물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허가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은 상호배타적인

12) 서울육백년사 제5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8, 6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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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다.

이처럼 가설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해야 한다는 건축물의 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건축법 제 11조 및 제14조). 그러나 건축법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자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4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인 경우

등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건축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등).

제3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규제의 연혁

Ⅰ. 가가(假家) 시대

행정청이 건축을 규제하는 모습은 조선시대에도 자주 발견

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가가(假家)’이다. 이는 한양의 육

의전 등에서 가게를 가진 사람들이 상점 면적을 늘리고자 관청의

단속이 없는 틈을 타서 가게 앞에 임시로 늘린 가건물이다.13) 현행

법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건축인 점에서는 ‘무허가건축물’인 셈이

다. 특히 빈민들이 기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염병과 화마의 온상이

라고 지탄을 받은 점은 오늘날 무허가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

는 경우에 제기되는 우려와 유사하다. 무허가건축물이 양산될 수밖

에 없었던 현실적인 상황과도 오늘날의 상황이 있었다는 점도 오늘

날의 상황과 비슷하다.

13) 김형국·하성규, ‘불량주택재개발론’, 나남출판, 199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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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말, 가가를 대대적으로 철거하면서 철거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종로와 남대문로의 행상과 좌고들을 선혜청 창고 자리로

몰아넣고 이곳을 도시 상설시장으로 만드는 방안이 마련되기도 하

였다.14) 이는 오늘날 재산권보상이나 생활보상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탑골공원 조성 전의 원각사지 터 주위로 초가

집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이는 무허가건축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

원 조성을 위해서 위 초가집들을 마구잡이로 허는 일은 용납되지

않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가의 점유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들을 사들이는 조치가 필요했다. 이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수용’하고 ‘보상’하는 것과 유사하다. 가가를 둘러싼 행정

청의 여러 관행들은 오늘날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무허가건축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만으로는 무허가건축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Ⅱ. 토막시대 (일제강점기)

1. 토막 및 불량주택의 증가와 「불량주택지

구개량법」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1920년대 이후 농촌에서 쫓겨난 인구

는 도시로 이동하여 도시빈민이 되었다. 당시의 식민지 산업구조가

이농민(離農民)을 공장노동자로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식민

지 구빈사업(救貧事業)이 이농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해줄 조건에 있

지 못했다. 결국 이들은 굴을 파서 살거나 매우 조잡한 가건물을 지

어 사는 ‘토막민’이 되었다.15) 현재 구할 수 있는 최초의 토막민 통

14) 전우용, 서울은 깊다, 돌베개, 2008, 299면.

15) 강만길, 일제 강점기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사, 1987, 244-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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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동아일보 1927년 8월 31일자에 실렸다고 파악된다.16) 이에 의

하면, 신당리의 169호가 제일 큰 토막민촌이었고, 다음은 청계천 제

방의 89호와 동부이촌동의 40호, 서부이촌동의 30호가 규모가 큰 편

이며, 나머지는 대체로 10호 내외의 작은 토막촌이 서울 주변 약 20

개소에 형성되어 있었다.17) 이처럼 토막을 위시한 불량주택의 수가

계속 증가하자 도시 곳곳에서는 슬럼화가 진행되었고, 식민지 공권

력의 주체였던 조선총독부는 1927년에 「불량주택지구개량법」을

제정·공포하였다.18) 건축허가로 건축물의 건축을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급증하는 불량주택을 규제하는 방편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

2. 조선총독부의 이중적인 대처

조선총독부는 불량주택지구개량법을 통하여 ‘토지구획정리지

구’ 내에 있는 토막을 그 지구 내의 한 구석에 집단화하고 땅세를

받거나 연부(年賦)로 매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토막을 강제로 철거하였다. 또한 토막

에 거주하는 빈민들을 일본의 훗카이도나 사할린으로 강제로 이주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19) 조선총독부 역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한 건축물을 일률적으로 ‘철거’하는 방식만으로는 무

허가건축물을 강경하게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총독부는 무허가건축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무허

가건축물로 된 주택을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는 것을 어쩔 수 없

이 용인하기도 한다. 당시에 문제되었던 무허가건축물의 용도가 일

16) 강만길, 위의 책, 245면.

17) 동아일보, 1927년 8월 31일자.

18) 손세관, 서울 20세기 주거환경의 변천, 서울 20세기 공간 변천사,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2001, 237면.

19) 손세관, 위의 글, 237-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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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주거용이었다는 특징 때문에 해당 무허가건축물 그 자체

를 철거하여 위법상태를 없애더라도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던

빈민들이 그 자리에 여전히 남게 되는 현실적인 측면 때문이다. 이

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행정청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철거하는 한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주장소 등을 마련하는

이중적인 대응방식을 보인 것은 이주대책을 비롯한 생활보상 등의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나타난다.

3.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

조선총독부가 1927년에 불량주택지구개량법을 제정·공포20)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토막 및 토막민은 1930년대로 접어들

면서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행정청의 허가 없이 지

어지는 무허가건축물인 토막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부 당국 차원

에서도 『경성부 토막민조사서』의 형태로 공식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하였다.21)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총독부는 1930년대를 기점으로

20)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에게는 ‘입법권’이 있었다. 권태억, 일제 식민통치의

기조, 일제 식민지지배의 구조와 성격, 경인문화사, 133면; 이승렬, 역대 조선총

독과 일본군벌, 역사비평 24(1994. 봄), 역사문제 연구소, 193-195면; 조선총독에

게는 법률의 효력을 갖는 ‘총독부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制令權)이 주어졌으

며, 오직 천황에 직예(直隸)하여 일본 내각의 관할을 벗어나 있었다. 그리하여

조선총독은 조선 안에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한 속에 장악하는 등 절대적

인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령은 1910년 9월 30일 제정된 칙령 제

354호 「조선총독부관제」 제4조(총독은 그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조

선총독부령을 발포한다)에 근거한 것이다. 제령(制令)과 부령(府令) 제정권이 입

법권의 대표적인 예이다. 제령은 조선총독이 조선에서 법률을 요하는 사항(즉,

입법사항)에 대해서 법률과 칙령(勅令)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천황’

의 재가를 받아 발하는 명령이며, 법률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조선총독의 명령

이었다.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하위규범이고 ‘천황’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단서

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

로 큰 제약을 받지는 않았다. 중요한 것은, 조선총독이 의회의 의결절차 없이

‘천황’으로부터 위임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 조선총독의 결재만으로 부령(조선총독부령)을 실시할 수 있었다.

21) 강만길, 위의 책,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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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농민의 수가 늘어나고, 도시의 주택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

택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다. 한편, 토막과 불량

주택이 급증하기 시작하자, 이러한 사회현상을 이용하여 빈민이나

세민이 아니고, 상당한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단건축을

고의로 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22) 예를 들면, 신

설정(新設町)23) 토막민들은 신당정(新堂町) 토막민에 비해 현저하게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돈암토지구획정리를 위한 이전(移轉)과

관계가 있는 세대가 362세대, 인구는 1,921명에 달하기도 했다.24) 이

처럼 주택이 상품적 가치를 갖게 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불

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주택건설업자들이나 임대업자들도 많

아지자, 조선총독부는 법규에 따른 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하여 주택

생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불량주택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934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조선총독부제령 제18호, 1934. 6. 20.

제정, 1934. 6. 28. 시행)을 제정하였다.25)

22) 강만길, 위의 책, 275면.

23) 동명(洞名)을 ‘정(町)’으로 표시한 것은 일본식이지만 여기에서는 원문 그대로

쓴다.

24) 長鄕衛二, 「土幕民と其處置に就いて(1)」, 42면, <第2表 土幕民の就業別及生計

狀況>, 강만길, 위의 책 272-277면에서 재인용; “신당정 토막민 325호의 총월수

입은 7,338원이어서 1호당 평균 수입은 22원 57전이라 했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인 가족으로 20원 이하 15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호가 37호로 제일 많다.

이 경우 그 월수입을 중간인 17월 50전으로 잡으면 4인 가족의 1인당 1일 생활

비는 14.6전이 된다. 또 10월 이상 15월 이하의 수입으로 6인이 생활하는 가족

이 두 가족이나 있는데 이 경우 1인당 1인 생활비는 6.9전밖에 되지 않아서 가

장 가난한 가족이며 가족 수가 제일 많은 11인 가족의 수입을 35원으로 잡는

경우 1인당 1일 생활비는 10.6전이 된다. … 한편 신설정 토막민 362세대의 경

우는 … 이들의 월수(月收)는 최하 10원 이하로부터 최고 200원 이상까지 있으

며 20원 이상 30원 이하가 143세대로 전체의 39.5%에 이르고 있다. 토막민이라

보기 어려운 월수 50원 이상 세대가 54세대, 14.9%나 되어 신설동 토막민의 특

수성을 말해주고 있지만, 이와 같은 실정은 [그들의] 자산정도에서도 잘 나타나

고 있다.”

25) 손세관, 위의 글, 237-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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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피난과 수복 시대 (1945년-1965년 경)

1. 한국전쟁 이전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의 증

가

1) 무허가건축물의 밀집지역의 형성

광복 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서울의 주택사정은 좋지 않았

다. 급속하게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이에 대응하는 주택의 보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서울에는 판잣집을 포함하여

불량주택의 숫자가 급증하였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서울의 인

구수는 170만 명, 주택은 약 3만 동의 무허가건축물까지 합하여 모

두 19만 동 정도였다.26)

1950년경에 정부가 적산가옥27)을 불하하기 시작하였지만, 적

산가옥에도 들어갈 수 없는 시민들은 하천변이나 산비탈에 판잣집

26)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이야기 1, 한울, 2003, 11면.

27) 적산(敵産)이란, 본래 ‘자기 나라의 영토나 점령지 안에 있는 적국의 재산 또는

적국인의 재산’을 뜻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 일본인들이 물러간 뒤 남겨놓

고 간 집이나 건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적산가옥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 정부에 귀속되었다가 일반에

불하되었다. 손세관, 서울 20세기 주거환경의 변천,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

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251면에 의하면, 미군정 3년간의 폐쇄적인 적산관리와

불법적인 점유 등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1950년경에 적산가옥

을 불하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책이 입안되었다고 한다. 이 정책에서는 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기 때

문에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낙찰가격으로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었고, 그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서 분납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러한 방식으

로 적산가옥을 일반인에게 불하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없

는 세민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서는 현실적으로 무허가건축물

에서 주거생활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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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짓고 살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시민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

가했다. 당시 서울의 판잣집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정확히 추

산할 수 없으나,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기록에 의하면,

한국전쟁 전 서울에 거주한 시민들 중에서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

가 등을 받은 적법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53%에 불

과했다고 한다.28) 이러한 통계에 의하면 결국 당시의 서울시민의 약

절반 정도가 셋방이나 불량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때 형성된 불량주택들이 지금의 ‘달동네’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

에 당시 서울 곳곳에 형성된 불량주거지는 서울의 불량주택 형성과

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무허가건축물의 용도가 주

거일 때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하는 것만으로는 무허가건축물 문제

를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배경이 되기도 한다.

무허가건축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이 집

중되는 지역이 생기기 시작했다. 1945년 9월 19일에 미국의 군정청

이 설치되었으나 전시체제하에서 폭격에 대비하여 부분적으로 개설

되고 있었던 소개도로와 기존가로는 불법점거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무허가 주택을 짓고, 무허가건축물의 주

인이 되었다. 남산을 비롯한 중심시가지를 둘러싼 이른바 내4산 및

공원용지에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되고, 그 결과 남산기슭에 이른바

‘해방촌’이라는 무허가 판잣촌 동네가 생겨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또한 기존 시가지를 둘러싼 금화산, 낙산, 창신동, 금호동 비탈에 무

허가 판자촌이 들어섰으며 일부 기존 간선도로와 소공원 및 광장을

점거하여 가건물을 짓는 실정이었다.29)

28) 손세관, 위의 글, 251면.

29) 최상철, 현대 서울 도시계획의 변화: 1950-2000,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2001, 5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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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규제수단

한편 이와 같은 무허가건축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1934년 일제하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유일했으며, 해

방과 동시에 서울의 도시계획을 담당하였던 일본관료들이 떠난 후

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30) 무허가건축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에 공백이 있는 현상은 1962년에 건축법이 제

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일본의 도시계획법과 시

가지건축물법에 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두 법 역시 1930

년대에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미처 체계를 확립하지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 결과 건축경찰법의 역할을 하는 시가지

건축물법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규율하는 도시계획법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한 채 집행되고 있었다.31) 1950년대 말까지 서울시에는

‘건축과’라는 기구가 없었고 도시계획과 건축계가 건축행정의 총본

부였던 것32)도 규제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계속해서 시행하는 한, 이를 운용하는 주체였던

서울시도 건축법의 규율사항과 국토계획법의 규율사항을 분리하여

관장하는 행정체계를 갖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건축법이

라는 법률도 없었으며, 조선총독부가 1934년 제정하여 공포한 ‘조선

시가지계획령’을 ‘도시계획령’이라고 이름만 바꾸어 시행하고 있었던

실정이었다.33) 결과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규율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조선시가지계획령 정도였다고 할 수 있으나

조선시가지계획령이라는 법령 역시 그 법령이 성격도 불분명하여

30) 김종보, 건설법의 변천사 2, 2010. 4. 15.자 도시개발신문; 1962년 박정희 정부가

시가지계획령을 폐지하고 건축법을 제정하기까지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되었던

조선시가지계획령이 해방 후 이름만 바뀌어 그 당시까지 잔존하고 있었다.

31) 김종보, 내 친구 건축법의 불우한 일대기, 2001. 4. 1.자 도시개발신문.

32) 손정목, 위의 책, 133면.

33) 손정목, 위의 책,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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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충분한 건축경찰법적 규제를 하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2. 戰後 무허가건축물의 급증

1) 주거지 훼손과 무허가건축물의 확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에 불량주

거지가 확산되면서 무허가건축물이 생겨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

인은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서 주택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있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이러한 주택난을 더욱 심화

시켰다. 일반건축물의 경우, 서울에서는 특히 중구(中區)가 가장 심

각한 피해를 보았으며, 용산구·성동구·서대문구 역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용산구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

로 나타난다.34) 전쟁 전에 서울에 있던 약 3만 동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 19만 동의 주택 중에서 절반 가량이 폭격이나 화재의 피해

를 입었으며, 전혀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2만 동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전체 주택의 30%를 새로 건축하여야 하

는 상황이었다.35)

한편, 1950년 7월 17일 부산으로 정부가 이전함과 동시에 서

울에는 행정적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의 인구도 격감하

여 24만에 가까운 부재시민(不在市民)이 파악되었다. 당시 서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괴된 주거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34) 당시 용산에는 철도시설 등이 밀집하여 있었기 때문에 집중적인 폭격의 대상이

되었다.

35) 손세관, 위의 글, 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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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할 수 없었던 시민이 소유하고 있던 사유지와 전재지역에 무허

가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2) 무허가건축물 규제의 양면성

(1) 무허가건축물 규제를 포함한 서울재건계획

-철거와 보상의 공존

1949년 서울시장에 취임한 이기붕 시장(재임 기간: 1949년 6

월-8월, 1949년 8월-1951년 5월)은 무허가건축물을 엄단한다는 경고

를 계속하였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쟁으로 파괴된 서울시를 새

로운 도시로 계획하겠다는 의지를 ‘서울재건계획’의 수립을 통해 구

체화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설동

경마장 일대에 공지(空地)를 제공하여 이재민을 위한 임시수용단지

와 무허가 건축지대를 지정하여 겨울을 대비한 임시수용시설을 만

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36) 이처럼 행정청이 무허가건축물을 엄중

하게 단속한다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상당수의 무허가건축물의 용도

가 주거용인 이상 무허가 건축지대를 지정하는 등의 생활보상을 강

구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에 대한 극단적인 제재는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규제에도 철거와 보상

이 공존하는 양면적인 상황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건축행정요강의 무허가건축물 규제

36) 최상철, 위의 글, 512-5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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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김태선 서울시장(재임 기간: 1951년-1956년)

재임 시절에 기존의 조선시가지계획령 내지 도시계획령 이외에 무

허가건축물을 규율하는 법적 수단을 새로 마련하였다.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된 1953년 7월 27일로부터 정확히 1주일

이 지난 8월 3일에 ‘서울특별시 공고 제24호 건축행정요강(이하 ’본

요강‘이라 한다)’이 공포되었다. 1962년에 건축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서울의 건축물은 본 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37)으로 보았다. 당시에 본 요강은 실질적인 건축법의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요강은 무허가건축물의 단속에 관

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도 두고 있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상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 무허가건축물도 철거

의 대상으로 보아 도시계획사업에 저촉될 경우에는 철거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본 요강이 휴전 직후에 제정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다면,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의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요강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고자 하는 의도도 갖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7) 손정목, 위의 책, 133-134면.

38) 띄어쓰기는 별도로 한 것

九. 無許可建築物에 對한 조치38)

1. 無許可建築物을 敢行하는 者에 對하여는 依法嚴重處斷한다.

2. 旣無許可建築에 對하여는 都市計劃事業을 實施할 때 自進撤去

함을 期限附로 豫告하고 期限內에 撤去하지 않을 때에는 强權으

로써 이를 撤去한다.



- 23 -

본 요강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행정을 규율하였던 건축법규

인 도시계획령, 조선총독부가 1934년 제정한 시가지계획령과 동 시

행규칙에는 주택부지면적의 최저기준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었다.40)

이에 따라 25평은커녕 10평 남짓한 협소한 땅에도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았다. 본 요강이 최초로 주택 대지의 최

소면적을 25평으로 제한하면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이 밀집되는 것

을 막아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대지면적의 크기를 불문하고 협소한 대지에 들어서는 영세

건축물의 건축을 모두 허용한다면 비효율적인 토지 사용과 이로 인

해 도시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요강의 위 규정은 일

정 면적 이하로의 지적 분할을 금지하여 25평에 미달하는 토지에

건축허용성이 부여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의도로 마련되었다. 오늘날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최소 대지면적을 다르게 규

정하면서 건축허용성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3) 전후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행정청의 대응방식

1920년대의 토막촌에서 시작되는 불량주택지구는 한국전쟁

이후에도 전재민과 피난민으로 인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었다. 그

러나 불량주택지가 형성되는 양상에 있어서는 전쟁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전쟁 이전의 불량주택은 주로 서울

39) 띄어쓰기는 별도로 한 것

40) 손정목, 위의 책, 136면.

五. 住宅敷地面積의 限度39)

一戶垈地面積 二十五坪 未滿인 垈地에는 建築을 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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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두리의 다리 밑이나 하천 주변 또는 언덕 위에 자리하였다. 반면,

전쟁 이후에는 종로구·중구·서대문구·동대문구 등 시내 중심부에 무

허가건축물이 지어졌다는 점이 다르다. 이처럼 도심지 내부에까지

불량주택이 확산된 이유는 전쟁에 의하여 주거지가 파괴되었기 때

문일 뿐만 아니라, 1950년대에 들어 영세경작을 포기하고 서울로 이

주하는 이농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건축행정요강 등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고는 있었다. 하

지만 당시에 여러 선거로 인한 행정력의 이완과 선심행정이 이루어

져서 무허가건축물 철거라는 강경책만이 사용될 수 없었다는 현실

적인 측면이 불량주택지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정치

적 상황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약화시켰다. 특히 무허가건

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불법주거지가 확산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단속하지 않고 묵인 내지 방관하는 선심행정이 자행되

었다.41) 이처럼 무허가건축물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이 민생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단속만을

고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

다.

3. 1950년대 무허가건축물의 확산 배경

1) 가건축제도

한국전쟁이 3년 1개월동안 지속되면서 1950년대 서울의 도

41) 손세관, 위의 글, 252-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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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획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행정청은 전재복

구 및 서울재건을 위한 도시계획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계기로 하여 서울의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재수립하려는 시

도를 하였다. 이는 단순한 전재복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런던 대화

재를 전환점으로 하여 런던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수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의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임시수도 부산에서는 내무부 토목국 도시계획과 이봉인 국장과 오

석환 과장, 주원 도시계획위원이 중심이 되어 수도복구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신생국가수도로서 손색없는 현대도시계획수립을 시도하였

다. 당시 김태선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설실무기구로서 상임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주원 위원을 상임위

원으로 임명했다.42)

그러나 이러한 의욕적인 시도는 서울로 환도하면서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선 피난민들이 서울로 돌아오면서 기존에는

없었던 도시계획으로 인해 피난민들의 종래 사유지에 대한 자유로

운 소유권 행사에 새로운 제한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반발이

상당했다. 그리고 임시거처를 마련해야 했던 시민들이 자유롭게 주

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에 큰 제한이 되었던 도시계획에 대한

저항이 컸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도시계획을 중단하고라도 우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었다. 그러자 기존 개설도

로 한복판에 말뚝을 박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현상까

지 나타났으며, 행정적으로는 ‘장래 어느 시점에 예정되어 있는 철

42) 최상철, 위의 글, 514-5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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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수용한다’는 조건 아래 ‘가건축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43)

가건축제도는 어떤 땅이 가로계획 또는 광장계획에 걸려서 정식으

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행정청이 해당

사유지를 빠른 시일 내에 매수할 능력도 없을 때, 행정청이 재정능

력을 확보하여 대상토지를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만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44) 이는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제도였으며 행정청이 장래에 가로계획선이나 광장

계획선에 걸린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가건물에 대한 보상비는 지급

하지 않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어주도록 되어있다.

비록 가건축제도가 ‘불확정기한부’로 건축허가를 내어주는

것이기는 했지만, 무허가건축이 아닌 적법한 건축을 할 수 있게 했

다는 점에서 시민과 토지소유주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사

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무허가건축물의 확산과 가건축

허가의 남발 등으로 수도복구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2) 풍치지구 해제

1950년대에 무허가건축물이 확산되는 현상에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 중에는 풍치지구의 해제를 들 수 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1950년대에 들어서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 1952년에 4개 신편

입지구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과 주거지역의 축소, 상업지역과 공

업지역의 부분적 확대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도 풍치지구에

43) 최상철, 위의 글, 516면.

44) 손정목, 위의 책,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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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장 큰 변동이 있었다. 풍치지구란, 시가지계획구역 안에서 일

정한 지구를 지정하여 그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신축·

개축·증축·대수선 또는 제거, 물건의 부가증치, 죽목·토석류의 채취

기타 풍치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조선시가지계획령(조선총독부제령

제18호, 1934. 6. 28. 시행) 제21조}. 풍치지구는 1934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해 도입된 이래 비교적 엄격한 토지이용규제를 받던 곳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년 서울 수복 이후 계속적인 지가의

앙등과 택지난으로 풍치지구의 해제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었고, 행

정적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하였다. 결국 1954년부터 1959년까지 풍

치지구의 31%에 해당하는 2,537천평의 풍치지구가 해제되었으며 풍

치지구에 대한 건축규제가 완화되었다. 이로 인해 중심시가지와 강

북의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는 돈암동, 성북동 일대, 한남동과 남산

공원 남사면 및 응봉동 일대, 신당동, 금호동, 옥수동 일대의 공원과

녹지가 파괴되고 무허가건축물과 불량주택지구가 개발되었다.45)

Ⅲ. 산업화·도시화 시대(1970년-80년대)

한국전쟁 중에 줄어들었던 서울의 인구는 휴전 중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1960년에는 240만 명에 달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 속에서 시민들은 서울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주거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무허가건축물을 지었다. 1961년에 이

르러서는 서울에 4만 채가 넘는 불량주택인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46) 또한 1965년에는 서울의 인구가 347만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1960년을 기준으로 매년 20만 명의 인구가 늘어

45) 최상철, 위의 글, 515면.

46) 김광중·윤일성, 도시재개발과 20세기 서울의 변모, 서울 20세기 공간 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561-5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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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셈이다. 당시에 서울로 이주한 시민의 대부분은 도심으로부터 도

보로 다닐 수 있는 곳에 무허가건축물을 건축하여 주택문제를 해결

하였다.47) 이들은 인왕산과 안산산록의 현저동 일대, 홍제동 고개

부근, 만리동과 아현동에서 공덕동 일대의 구릉사면, 노고산동 일대,

신공덕동과 효창동 일대, 남산 남사면의 후암동과 한남동 일대, 장

충동 및 약수동·신당동 일대의 구릉사면, 옥수동, 금호동, 응봉동, 행

당동 일대, 창신동과 숭인동, 동숭동에 이르는 낙산 일대, 돈암동에

서 미아리고개 일대, 답십리에서 전농동, 이문동, 휘경동 일대, 미아

리에서 수유리에 이르는 북한산 동쪽 산지, 그리고 강남의 흑석동,

노량진 등 일대의 구릉사면 등 구릉지 지역에 주로 자리잡았다.48)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

를 하지 않고 건축한 위법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규정된

제재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다. 즉, 건축법 제79조 제1

항에 의하여 허가권자인 행정청은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도 있다. 무허가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위법행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이를 단속하거나 철거하는 데에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무허가건축물인 불량주택을 도시행정

상의 큰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의 관점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서울시의 연례 행정보고서인 『시정개요(市政槪要)』에

잘 드러나 있다.49) 당시 서울시에서는 무허가건축물은 국공유지 또

는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축조된 위

법행위로 보았다. 이러한 위법성은 행정의 논리상 공권력에 의해 시

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무허가건축물은 “발본색원(拔本

47) 최상철, 위의 글, 518면.

48) 서울육백년사 제5권, 499면.

49) 김광중·윤일성, 위의 글, 5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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塞源)”하여 “가차없이” 철거해야 할 대상이었고, “쾌도난마(快刀亂

麻)”와 같은 대량철거를 행정적 업적으로 기록하기도 하였다.50) 이

렇듯 단속과 철거는 신축되는 무허가건축물을 적발하고 철거했던

정책으로 무허가건축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려는 시책으로,

단속의 강도와 방법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해방 이후 서울

시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시책이었다.51)

무허가건축물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철거해야 한다는 행정청

의 입장은 단순히 무허가건축행위라는 위법행위 그 자체를 제거해

야 하기 때문인 것만은 아니었다. 무허가건축물이 확산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

는 데에 걸림돌이 되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입법목적 자체를 해

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시정개요』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무허가건축물로 이루어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상하수

도나 위생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보건위생상의 문제점과 재해의

위험성이 심각하며, 이러한 불건전한 환경 속에서 사회적인 문제까

지 배태될 것이라고 보았다.52) 또한 무허가건축물은 “시정목표인 대

건설의 계속사업 수행에 암적(癌的)인 요소”로 인식되기도 하였

다.53)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일어나야 할 곳을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전체적인 도시발전을 가로막는 “암적(癌的)”인 요소라고 판단한 것

이다. 이러한 우려는 모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축법

의 입법취지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국토계획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50) 『74시정개요』, 서울특별시, 1974, 231면.

51) 김광중·윤일성, 위의글, 566면.

52) 『74시정개요』, 같은 면; 나아가 불량주택지의 거주자는 문화시설의 혜택을 받

지 못해 열등의식이 생겨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

53) 『70시정개요』, 서울특별시, 1970,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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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과 맞닿아 있다.

제4절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보상, 재개발과의 관

계

Ⅰ. 건축법의 규제대상

기본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규제하는 일반법인 건축법에 의

하면 무허가건축물은 철거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허가건축물과 관련

된 쟁점은 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기만 하면 이를 둘러싼 모든 문제

가 해결될 수 있는 간명한 사안이 아니다. 무허가건축물이 놓인 국

면에 따라 각기 다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무허가건축

물이 놓인 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나

도시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Ⅱ.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의 대상

공익사업을 실시하려는 부지에 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하는 경

우에는 또 다른 이해관계가 발생한다. 새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는 국가가 도로 부지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일단의 토지를 사들

여야 하고, 도로 부지 위에 건축물이 있다면 이를 철거하기 위해서

해당 건축물을 사들여야 한다.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

다)54)상 ‘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고

54) 종래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공익사업법’

이라고 약칭되어온 것이 일반적이다. 위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

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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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20조), 수용재결 단계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게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나 건축물소유자 등

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토지보상법 제61조).

2002년에 토지보상법(법률 제6656호, 2002. 2. 4. 폐지제정)이

제정되어 종전에 시행되던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

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을 통합하였다. 토지보상법이 제정되

기 전에는 수용 절차를 정하고 있었던 토지수용법과 수용을 거치지

않고 협의에 의해서 간편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추후에

제정된 공특법으로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원화되어 있었다. 공특법

은 가격평가와 보상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었고, 토지수용법에서

이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보상 체

계는 2002년 이후에 토지보상법으로 통합되어 작동되고 있다.

위와 같은 보상 체계는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허가받아

서 건축된 적법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무허가건축물 역시 수용 대상

토지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상황까지 상정하여 작동되고 있다. 이

는 무허가건축물이 비록 건축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에 반하는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연혁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고려한 결과이다. 토지보상법 체계는 무허가

건축물 부지와 더불어 무허가건축물 그 자체에 대한 보상도 예정하

고 있다.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경우는 일반적

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매우 예외적인 현상일 것이고, 무허가건축물

의 대다수는 공익사업 시행에 장애가 되어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하

는 대상인 ‘지장물’로 평가된다. 토지보상법은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규정하는 것을 주된 입법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입법 목적에 주목하여

본다면 ‘공익사업법’보다는 ‘토지보상법’으로 약칭하는 것이 위 법률의 성격을 보

다 잘 나타낸다고 보아 이 글에서는 ‘토지보상법’으로 약칭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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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보상하거나 해당 건축물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토지보상법 제75조). 예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미 철거명령을 내렸고, 건축물의 위법

성이 중대하고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

다.55)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무허가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며, 무허가건축물의 특례 등을 정한 규정에 따

라 보상의 범위가 제한될 뿐이다. 대법원도 당해 무허가건축물이 공

특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건축되었고, 철거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장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

두10896 판결).56) 이처럼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건축하여 형식

적 불법이 존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은 무허가건축물이라는 불법적인 상태를 용인 내지 조력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비록 1989년 공특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에 대한 가치보상의 정도가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법상 철거대상이라는 측면에서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법적 평

가와 이에 부여된 법적 지위에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 건축법상 건

55)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

56) 99두10896 판결에서 대법원은 무허가건축물의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이유를 크

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① 토지보상법이 지장물인 건물을 보상대상으

로 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 ②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은 가족 수에 따른 주거비 지급에 대한 예외로 무허가건

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허가건축물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

제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손실보상을 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시

행규칙의 주거비 지급조항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해당 조항은 뒤에서 살펴볼 1989년 공특법 개정에서 무허가건

축물에 대한 생활보상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마련된 조문이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생활보상을 축소하고자 개정된 내용이 오히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산

권보상을 공고히 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손실보

상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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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허가 없이 지어진 형식적 불법이 있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가

치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무허가건축물

이 지닌 형식적 불법에 비해서 무허가건축물이 향유하는 법적 지위

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비록 해당 건축물이 건

축허가 없이 지어지기는 하였지만,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

로 부지 등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없었다면 행정청이 굳이 건

축물의 존속보장을 부정할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

에 발생한다. 이처럼 건축법상의 철거명령이 발급되는 상황과 달리

무허가건축물도 존속보장을 받고 적법한 건축물과 동일하게 수용으

로 인한 철거만 이루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Ⅲ. 도시정비사업의 대상이자 촉매

1. 불량주택촌 정비와 도시정비법의 작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혁적으로 볼 때,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양산됨에 따라 이른바 ‘달동네’로 불리는 불량

주택촌이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불량주택촌을 정비하기 위해서도

개별적인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는 선행되어야 한다. 달동네의 불량주

택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무허가건축물과 다른 점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30-40세대 또는 그 이상의 주거용 무허

가건축물을 철거하는 양상은 건축법을 적용하여 철거명령을 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대집행까지 나아가되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는 건축법상의 무허가건축물의 철거와는 다소 다르다. 오히려 불

량주택촌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

정비법’)을 작동시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

는데, 이때 정비구역 내에 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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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조합의 정관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57) 결과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서 무허가건

축물은 철거되기는 하지만, 불량주택촌 정비과정에서 무허가건축물

의 철거민들이 일정 정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2. 광주대단지 사건

1971년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경기도 광주군 일대의

주민 수 만 명이 무력시위를 벌였다. 서울시의 판잣집을 철거하고

그 주민들을 일명 ‘광주대단지’, 즉 지금의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로 강제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광주대단지는 서

울시의 빈민가 정리 및 철거민 이주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위성도

시이다. 정부는 1960년대 후반에 무허가건축물 철거민들의 이주를

위해 경기도 광주군에 대규모 이주단지를 조성하였다. 1969년부터

대다수가 청계천, 영등포, 용산 등지의 무허가 판자촌에서 강제철거

된 주민이었던 2만 여 가구, 10만 여 명을 이주시켰고, 1971년 8월

까지 이들에게 토지를 분양하고 일터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주

시켰다. 그러나 서울시가 부족한 단지조성 재원을 개발차익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고 이로 인해 투기꾼들이 몰리게 되었다. 결국 철거

이주민에게 분양권을 우선 부여한다는 서울시의 계획과는 달리 철

거이주민의 분양권이 불법전매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행정청의 당초

의도대로 철거민들이 보호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정책은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로 인한 철거민들이 생활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57)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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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후 논의의 전개 방향

위의 철거, 보상, 도시정비사업의 세 측면의 논의는 독립적

인 논의가 아니라 무허가건축물의 한 측면이 다른 측면의 원인이

되어 다른 현상을 촉발시키기도 하는 등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무허가건축물이 철거의 대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

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도시정비사업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일정한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제3장부터는 철거명령제도, 손실

보상제도, 도시정비사업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이중적인 지위가 발생

하는 국면과 각 국면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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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축법상 철거명령제도

제1절 서론

Ⅰ. 건축물 철거의 의의

아무리 견고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

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해 건축물의 외장이 마모되는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건축물 전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축물

의 건축이 법령에 위반되었다거나 건축물이 인근 토지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철거명령에 의해서 건축물이

철거되기도 한다.

철거의 사전적 의미는 ‘건물, 시설 따위를 무너뜨려 없애거

나 걷어치움’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철거’가 어떠한 현상인지를 정의

하고 있을 뿐, 철거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건축물

이 철거되는 모습을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만큼, 건

축물이 철거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명령을 발급하는

상황 역시 다양하며,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양상은 아래와 같은 모습

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Ⅱ. 무허가건축물 철거의 다양한 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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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사진 촬영과 철거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연 1회 내지 2회

에 걸쳐 항공사진을 주기적으로 촬영하고 있다.58) 서울특별시는 항

공사진 촬영의 목적을 ‘도시행정 및 일반 행정자료 활용’이라고 포

괄적으로 밝히는 가운데, ‘무허가건축물 단속자료로 활용’한다는 목

적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행정청이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기 위

하여 정기적으로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판독하는 법적 근거는 건축

법에 있다. 건축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는 건축허

가의 적법한 운영 및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

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

고 있고(건축법 제78조 제5항), 허가권자에게는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건축법 제79조).

아래에서 살펴볼 두 상황과는 다르게, 철거가 건축법에 의거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건축법 제80조).

나아가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발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가 위의 처분을 따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대집

행까지 가능하다(건축법 제85조). 건축법에 의하여 철거명령이 내려

지는 경우에 철거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행정청의 입장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은 반드시 철거해야할 대상임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58)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계획 citybuild.seoul.go.kr/archives/15 (최종접속일: 2014.

7.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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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무허가건축물 철거 상황과의 비교

건축물이 철거되는 상황은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철거명령

에 의한 경우 외에도 다양하다. 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상황 역시

다양하다.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에 존재하는 무

허가건축물이 철거되기도 하고, 불량정착촌을 구성하는 주택 역시

공익상의 목적으로 철거된다. 그러나 공익사업이나 도시재개발을 원

인으로 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것은 그것이 ‘무허가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되는 것이 아니다. 즉, 무허가건축물이 지닌 불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의해 철거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진행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건축물을 없애야 하기 때

문에 사업시행자가 위의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철거하는 것

이다. 행정청이 ‘처분’을 매개로 한 철거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소

유권자의 권능에 따라 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일 뿐, 무허가건축물

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 다만, 공익사업의 진

행 과정에서 무허가건축물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를 적법한 건축물

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무허가건축

물 소유자에게도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

는지 등의 문제가 남을 뿐이다. 이 장에서는 공익사업이나 도시재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모든 건축물이 철거되어야 하는 상황에

서 무허가건축물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닌, 무

허가건축물이 갖고 있는 불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발하

는 철거명령과 관련된 쟁점만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제2절 건축법상 철거제도의 연혁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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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는 1927년에 「불량주택지구개량법」을 제정·공

포하여 급증하는 불량주택을 규제하는 방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불량주택지구개량법의 제정·공포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토막 및 토막

민은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그러자 조선총독

부는 법규에 따른 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하여 주택생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불량주택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934년에 「조선시

가지계획령」(조선총독부제령 제18호, 1934. 6. 20. 제정, 1934. 6. 28.

시행)을 제정하였다.59)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되

기 전까지 일반적인 건축행정을 관할하였다.

Ⅱ. 조선시가지계획령의 기능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34년 조선총독부제령 제18호로 제정

되어 1940년과 1943년에 두 차례 개정되었으며, 1962년에 건축법(법

률 제984호) 부칙 제2항으로 폐지될 때까지 효력이 있었다. 조선시

가지계획령은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지배의도에 맞게 개발하고자 하

는 의도에서 강제로 이식된 법령이었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시가

지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문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현행 개발

사업법 및 국토계획법의 원형에 해당한다. 또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한도에서 건축경찰법적 성격의 규정이 부속

되어 있어서 현행 건축법의 모태가 되기도 한다.60)

구체적으로는 조선시가지계획령(1934. 6. 20. 제정, 조선총독

부제령 제18호) 제10조에서는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지계

59) 손세관, 위의 글, 237-238면.

60) 김종보, 위의 책,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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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의 요령고시가 있은 후 … 공작물의 신축 … [을] 하고자 하는 자

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의 건축허가와 유사한 규제를 마련한 모습이다. 또한 현행 국토계획

법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처럼 제15조에서는 시가지계획구역

안에 ‘주거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33조 제3호에서 이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건축물의 제거·개

축·수선·사용금지·사용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

정하였다. 이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가하여 전체

적인 시가지개발계획에 반하는 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을 불허하고,

나아가 무허가건축물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시

작하였음을 의미한다.

Ⅲ. 조선시가지계획령 및 건축법의 관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이식된 법령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내려진 건축허가가 행정주체가 바뀐

후인 1962년에 건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할 소지가 있다. 특히 부칙 제2항에서 건축법이 조선시가지계획

령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가지계획령 하에서의

건축허가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

한 건축허가의 효력에 관한 위 의문은 일제강점기 하에 지어진 건

축물들이 어떠한 경우에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초가 된다. 조선시가지계획령과 건축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

정하는지에 따라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현

행 건축법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르게 판단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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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건축법(1962. 1. 20. 제정, 법률 제984호)이 제정

될 당시에 둔 부칙을 살펴보면서 입법자가 새로 제정한 건축법을

기존에 시행되던 조선시가지계획령과 어떤 관계로 설정할 의도였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통제하던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법 시행 이후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생각

해볼 수 있다.

제정 건축법은 다음과 같은 부칙을 두고 있다.

Ⅳ. 제정 건축법 부칙의 해석

1. 조선시가지계획령 하의 법적 상태의 승계

부칙 <법률 제984호, 1962.1.20>

① (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법령) 서기 1934년 6월 제령 제18호 조선시가지계획령

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

지 아니한 것은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개축 또는 그

용도의 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을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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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항)

부칙 제3항은 조선시가지계획령 하에서의 법적 상태를 건축

법 제정 이후에도 승계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경과규정을 두어서

비록 제2항에 의하여 조선시가지계획령이 폐지되었더라도 조선시가

지계획령에 의하여 행한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건

축법에 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무허가건축물과 관련한 쟁점

에 한정해서 생각해보면,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거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건축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 이후에도 적법한 건축

물로 의제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임이 드러난다.

위에서 열거한 부칙 조항에서는 당시 입법자들이 새로 제정

된 건축법에 의해서 무허가건축물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떠한 지위

를 부여하고자 하는지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부칙 제3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법적 명제

는 ‘폐지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받은 건축허가라는 처분은

신법 하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에 한정될 뿐이다. 구법 체계 하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신법 하에서도 여전히 ‘무허

가’라는 위법성의 징표를 지니는지, 아니면 건축허가의 흠결이라는

위법성은 신법 시행 이후에 사후적으로 치유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건축법 제정 당시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부칙 제3항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한다면, 부칙

제3항은 구법 하의 처분의 효력이 신법 하에서도 인정된다는 규정

만을 하고 있을 뿐,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

한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에 갖는 지위에 관

해서는 입법의 공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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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정 건축법 부칙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이 신법 체제 하에서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

는지에 관해 입법의 공백이 있다면, 구법 하의 무허가건축물이 건축

법 시행 후에 취득하게 될 지위는 해석의 문제로 넘어간다. 기존에

시행되던 법률을 폐지시키는 새로운 입법을 할 때, ‘본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입법기술이다. 이러한 경과규정이 확인적인 의미

를 가질 뿐인지, 나아가 창설적인 의미를 갖는 규정인지에 따라 무

허가건축물이 신법 하에서 차지하게 되는 지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법률 제

6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정 주택법’이라 한다)이 전부개

정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될 때에도 부칙으로 건축법 부칙

제3항과 유사한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었다.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법(법

률 제691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해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제정 주택법이 시행

된 이후부터는 주택법 제16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바

뀌었다. 제정 주택법에서는 부칙 제2항에서 일반적인 경과규정을 두

어 주택건설촉진법 등 기존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효력이 신법 하

에서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과규정이 존재하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계획을 받

거나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된 주택은 무허가건축물이 되지는 않

는다.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에 시행되는 법률에 의한 허가는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 불법61)은 존재하지 않으며, 건축관련법령 하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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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한 법적 지위를 취득한다. 즉, 구법 하에서 발급받은 처분의 효력

이 신법 체계 하에서도 승계되는 현상은 구법 하의 요건을 충족시

켜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실질적 불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신법에 마련된 일반적 경과규정이 창설해내는 효과가 아니

다. 부칙의 일반적인 경과규정은 확인적 의미에 불과하다.

2. 기존 건축물의 특례(부칙 제4항)

1) 신법 허용용도와 구법 허용용도의 변화

　부칙 제2항에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폐지함과 동시에 제4

항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로서 제32조의 규

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각 령의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개축,

또는 그 용도의 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제정 건

축법 제3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61) 김종보, 위의 책, 175면; 불법건축물에서의 ‘실질적 불법’이란, 추후에 논의되는

바와 같이 ‘건축행위가 건축허가를 받았는가의 형식적인 기준과는 별도로 당해

건축물이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건축법

[시행 1962.1.20.] [법률 제984호, 1962.1.20. 제정]

제4장 지역 및 지구내의 건축물의 제한

제32조 (지역내에서의 건축물) ① 주거지역내에서는 별표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단, 시장, 군수가 주거의 안녕

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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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 잘못 해석한 견해

일부 견해는 부칙 제4항에서 일률적인 시정조치를 두고 있

지 않고, “각 령의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개축, 또는 그 용도의

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모두 무허가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다. 즉,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비록 건축법 부칙 제2

항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저촉되는 건축물이었다

고 하더라도 이를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

해이다.62)

3) 위 견해에 대한 비판

위와 같이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저촉되어 건축된 건축물을

62) 이영동, 위의 글, 346-347면.

로 한다.

②상업지역내에서는 별표의 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

다. 단, 시장, 군수가 상업의 편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공업지역내에서는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료리점 또

는 여관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단, 시장, 군수

가 공업의 편익 또는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녹지지역내에서는 별표의 3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

할 수 없다. 단, 시장, 군수가 녹지보존상 지장이 없거나 공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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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무허가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에는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입법목적의 측면에서 볼 때, 무허가건축물로 규제되어야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건축법이 제정된 당시 입법목적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

의 증진을 도모함”이었으며(제정 건축법 제1조), 현행 건축법의 목적

역시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현행 건축법 제1조).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입법목적도 시가지개발을 위해서 건축

물의 건축을 ‘허가’의 형태로 통제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는 데에 있었다면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반하여 행정청의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을 현행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제3절 무허가건축물과 건축법상 철거제도

Ⅰ. 건축경찰법의 규율대상

1. 건축허가와 불법건축

건축법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건

축경찰법이다. 건축물의 주요 관심사는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되어

건축물로부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63) 행정청이 건

축물을 통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도를 두었

다. 이는 신축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건축물이 생기기 전에 신축되는 건축물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63) 김종보, 위의 책,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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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행정청에서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규율체제이다.

건축허가를 발급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건축법의

위험방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요소들을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

서 건축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건축허가요건은 건축법 제11조에서만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법상 개별법들이 당해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

에 따라 각각 상이한 건축허가요건을 정하고 있다. ‘건축허가’로 통

칭되는 허가는 건축법상의 단일한 허가가 아니라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개개의 건축허가를 모두 포괄한 집합개념이다.64) 통설은 건축

허가를 기속행위로 보아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발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통설의 입장

에 따르더라도 건축허가를 발급받기 위해서 관련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청이 건축허가 제도를 통

해서 건축물의 위험방지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형식적 불법과 실질적 불법의 규율65)

불법건축이란 건축법, 국토계획법을 비롯한 건축관계법에 반

64) 김종보, 위의 책, 172면.

65) 이 논문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를 형식적 불법과 실질적 불법의 분류방식에서 바라본다

면, 이 논문의 주제는 형식적 불법이 있는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철거와 관련된 관점에서 볼 때 철거명령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형식

적 불법만이 있는 ‘무허가건축물’이 아니다. 특히 실질적 불법이 없이 형식적 불

법만 있는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철거

명령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형식보다는 실질에 가깝다. 이러한 판례의 일관된 태

도에 의하면 철거명령의 대상은 ‘무허가건축물’이 아니라 ‘불법건축물’이라고 칭

하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다. 다만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

여 형식적 불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불법까지 갖추게 되어 불법건축물로 분류

되는 건축법상 철거명령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편의상 ‘무허가건축물’로 통칭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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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이다.66) 건축허가를 받아 허가받은 내

용대로 건축된다면 불법건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67) 그렇다면

불법건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

다. 우선 건축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고,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허가받은 대로 건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건축법은 건축법에서 부여하는 의무위반에 대한 여러

사후제재수단을 확보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불법건축이 있어야

위의 사후제재수단이 작동되는지가 문제된다.

1) 형식적 불법

형식적 불법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기 때

문에 발생하는 불법의 양태이다.68)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건축허가

제도를 둔 의도가 행정청이 건축물의 위험을 통제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형식적 불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

에 반하는 건축물이 출현하는 계기가 된다는 문제가 있다. 즉, 건축

허가는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이다.69) 형식적

불법은 뒤에서 살펴보는 실질적 불법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

문에 개별법들은 형식적 불법을 규제하고자 사후적으로는 형사처벌

등의 행정벌을, 사전적으로는 불이익 처분을 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들을 두고 있다.70) 이 장에서 살펴보는 철거명령이 형식적 불법에

대한 대표적인 사전적 불이익 처분이다.

66) 김종보, 위의 책, 172면; 김종보,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공법연구, 2000. 3,

281-302면;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판결.

67)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51 판결.

68) 김종보, 위의 책, 173면.

69)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2346 판결.

70) 김종보, 위의 책,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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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질적 불법

실질적 불법이란, 건축허가 발급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건축

물이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 발생하는 불법의 유형이

다.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형식적 불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건축할 때 실질적 불법이 발생한다. 행정청이 발

급한 건축허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건축물과 관련

한 위험의 출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건축허가제도의 실익이

없어질 것이므로 실질적 불법에 대한 규제 역시 필요하다.

3) 형식적 불법과 실질적 불법의 관계

법률이 특정한 종류의 건축물이 출현하는 것 자체를 억제하

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가 형식적 불법개념이다. 행정청의 건축허가

가 없다는 것만으로 당해 건축물에 불법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허가 제도에도 불구하고 허가요건을 충족

시키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출현한다면 이러한 불법성 역시 사후적

으로 제거되어야 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실질적 불

법개념이다. 불법건축물의 출현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된 개념이 형식적 불법이라면, 이미 발생한 불법건축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이 실질적 불법이다.

비록 현행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 각종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

기는 하지만, 형식적 불법이 없다는 점만으로 건축 관련 법령의 경

찰법적인 본질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71) 건축허가

7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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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고 하여도 당해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허가요건을 충족시

켰다면 당해 법령에서 의도하고 있는 위험방지의 목적을 충족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한 건축물

이 지어진다면 건축경찰법적인 관점에서 허용하지 않은 건축물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불법은 앞서 살펴본 형식적 불법과

비교하여 사안의 중대성이 더 심각하다. 결국 건축허가제도는 법률

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적인 수단으로 채택한 것이므로,

형식적 불법은 법률이 정해놓은 수단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실질적

불법은 그 법률 자체의 종국목적을 침해하는 행위이다.72)

4)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행정청은 불법건축물이 출현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출현한

경우에 당해 건축물을 건축한 자나 그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

재를 가하기도 하고, 불법건축물의 존속 자체를 제한하기 위하여 처

분을 내리기도 한다. 특히 형식적 불법과 실질적 불법이 야기하는

법익침해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불법의 종류에 따라 부과하는 불

이익 처분이 다르다. 이처럼 행정청은 불법의 종류나 건축물의 출현

여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제재를 부과한다.

(1) 형식적 불법에 대한 제재

① 형사처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무위반의 점에 대한 사후적 제

재로 행정형벌을 가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72) 김종보, 위의 책,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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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건축행위를 한 자를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

을 두고 있다(건축법 제108조 및 제1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도 형식적 불법

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33조). 위와 같은 조항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성요

건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불법 유무와는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완공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

은 건축행위가 있을 경우에 형사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불이익

처분과 구별된다.73)

② 공사중지명령

형사처벌 조항은 건축허가가 없다는 점 그 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작동한다. 형사처벌이라는 제재는 다른 불이익한 처분보다 위

하력이 클 수는 있다. 그러나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자를 처벌하는

데에 그치기 때문에 이미 형식적 불법이 있는 건축물에서 나타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형사처벌이

소극적·사후적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별 법령은 진행되고

있는 건축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처분권을 행정청에 별도

로 부여하고 있다.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서 건축허가 없는 건축행

위에 대해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

다(건축법 제7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등). 건

축허가를 규정한 건축경찰법의 취지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

물의 건축은 당연히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명시적으로

공사중지를 명함으로써 또 하나의 행정법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73) 김종보, 위의 책,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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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점이 있다.74) 건축주가 공사중지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별

도로 처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건축법 제80조), 공사중지명령은 형식적 불법을

통제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된다.75)

③ 형식적 불법에 대한 제재의 한계

위에서 살펴본 형사처벌과 공사중지명령은 형벌과 침익적

처분이 갖는 위하력으로 형식적 불법의 출현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형식적 불법의 여지를 없애는 체계이다. 결

국 이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건축허

가제도의 목적은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

니라 궁극적으로 법령이 금지하는 건축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을 염두에 둔다면

비록 건축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위험방지라는 법령의 궁극적인

목적이 몰각되지 않는 한 형식적 불법이 있다는 점만으로 건축행위

의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곤란하다.76) 따라서 당해 건축

물에 실질적 불법은 없어서 건축허가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

령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

리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물의 골조

및 외벽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건축법 위반사실이 발견되어 행정청

이 내린 건축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판결이 대표적인 예이다.77) 이처럼 건축물이 완공되거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었다고 판단할 정도의 외관을 갖춘 후에

7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7745 판결.

75) 김종보, 위의 책, 175면.

76) 김종보, 위의 책, 175면.

77)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82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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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식적 불법만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건축경찰법의 제정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수단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형식적 불법을 원인으로 가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는 한계가 있다.

(2) 실질적 불법에 대한 제재

① 실질적 불법의 판단기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어떤 건축물에 실질적 불법성

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청은 형식적

불법에 대한 제재처럼 소극적인 제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거명

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적극적인 수단을 활용한다. 그렇다면 선결적

으로 실질적 불법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건

축허가요건의 해석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 불법은 철거

명령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건축경찰법의 입법목적

과도 연계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법원은 현재 ‘실질적 불법’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철거명령의 요건으로

‘건축물의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78) 이는 행

정대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대집행의 요건의 문구와 같은 표현이

다.79) 건축법을 비롯한 건축관련법령에서 건축허가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감독권을 효율적으로 유지하

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판단기준으로 삼은 ‘심히 공익

을 해친다’거나 ‘건축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실질적 불법의 유무

78)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11354·11361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

13350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690 판결;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누9643 판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30 판결 등.

79) 김종보, 위의 책,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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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과 같다고 할 수 있다.

② 실질적 불법이 드러난 예

그동안 대법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치는’ 예로는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건축한 경

우,80) 주거지역 내 허용되지 않는 공장의 증축행위,81) 건축법상 이

격거리 위반 및 국토계획법상의 용적률초과의 증축,82) 녹지지역 내

공장의 건축,83) 대지 안의 공지미달,84) 소방법위반의 위험한 건축

물85) 등이 있다. 또한 판례는 이와 같이 건축물이 실질적 불법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이유로 증축허가, 대수선허가, 용

도변경허가 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86)

③ 철거명령과 실질적 불법

특정한 건축물에 실질적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정조치나 철거명령 등으

로 해당 건축물을 통제한다. 이러한 시정명령과 철거명령은 건축물

이 완공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발급될 수 있다.87) 개별

적인 사안에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 관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건축물의 존속

80)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3885 판결;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543 판

결.

8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8111 판결.

82)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4140 판결.

8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936 판결.

84)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8529 판결.

85)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930 판결.

86)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1326 판결.

87) 대법원 2002. 8. 16. 자 2002마102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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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익에 심히 반하는지 여부가 입법목적과 함께 심사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철거명령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국어사전

적 의미대로 ‘건축물을 부수는 것’이라는 평면적인 현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비록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

가를 향해 주장할 수 있는 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무허가건축물 소

유자의 입장에서는 침익적 행정행위임이 명백하다. 이처럼 재산권

제한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철거처분을 발하는 상황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철거명령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

적인 이유는 결국 ‘공익’이 될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판결들이

실질적 불법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건축물의 존속

이 심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고 한 것은 철거명령이 재산권을 제

한하는 침익적이면서도 강력한 처분이기 때문에 실질적 불법을 인

정하는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형태로 행정권이 발동되는 경우에는 그 근

거가 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근거를 해석함에 있어서 더 엄

격할 것을 요구하는 태도가 법원의 해석에도 위와 같이 드러난다.

3. 소결

실질적 불법은 건축경찰법에서만 활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실질적 불법의 유무는 개별법의 건축허가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실질적 불법

의 양태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건축경찰법적인 성격이 있는 건축법

의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실질적 불법이 발생한 것이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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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인 건축물에 의한 위험방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

이 건축법상의 실질적 불법이다. 한편,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목적

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의 합리적

인 이용에 역행하는 건축물이 출현했을 때에 실질적 불법이 있다고

평가하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개별법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양하

고, 다양한 이유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게 된다.

다른 건축 관련법령과 달리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도 형식적 불법만을 이유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건축법 제79조). 이하에서는 건축경찰법의 대표적인 법

률인 건축법의 철거명령제도의 체계를 통해 건축법이 철거제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 통제수단

1. 사전 통제수단

건축법은 건축경찰법의 일종으로 가장 중요한 입법목적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법은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경

찰법상 허가제는 헌법적 관점에서 처음부터 국민에게 허용되는 행

위를 경찰법적인 목적을 위해 금지시켜 놓고, 해당 경찰법규가 정하

는 요건이 충족되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그 금지를 해제해서 행위의

자유를 허용하는 제도이다.88) 이러한 허가는 행정법상 ‘강학상 허가’

로 분류되며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통하여 건축법이 예정하고 있는

88)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2, 2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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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만이 건축되도록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건축법 제11조).

2. 사후 통제수단

이처럼 건축법 제11조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하는 경우는 종종 발

생한다. 강학상 허가나 강학상 특허제도의 취지에 반해서 이러한 허

가나 특허 없이 경찰법규가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러나 건축허가가 없어서 형식적 불법성을 지닌 무허가건축은 강학

상 허가나 특허제도에 반하는 다른 행위와는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

다. 예컨대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했다는 행위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무허가건축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결

과물인 무허가건축물이 지상에 남게 된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의 경

우에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등의

방편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반면, 무허가건축에 대해서는

무허가건축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허가건축

의 결과 나타난 무허가건축물이 잠재적인 위험원에 해당하므로 이

를 제거하는 과정까지 요구된다. 건축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명령이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건축법 제79조 제1항),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건축

법 제80조)을 부과하게 한다.

건축법은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을 해당 무허가건축

물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철거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감독 행정청에 부여하고 있다(건축법 제79조). 이는 당

해 무허가건축물과 관련하여서는 이것이 건축법이 위험방지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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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서 철거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이

고 사후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허가 없이 건

축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발견하면 존속보장을 부

정한다는 점을 일반에게 알리는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명령은 무허가건축물의 양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철거명령은 원칙적으로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점유자

등에게 자진해서 철거할 것을 명한다. 그러나 무허가건축물의 존속

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자들이 무허가건축물을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므로 건축법은 책임자가 철거명령을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철거명령을 집행하는 방법을 별도

로 마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행강제금 등의 절차이며(건축법

제80조), 행정대집행법이라는 일반법을 매개로 철거명령을 대집행하

는 방법도 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Ⅲ. 철거제도의 의의

1. 다른 규제수단과의 차이점

1) 행정형벌 및 공사중지명령과의 차이점

철거명령은 행정형벌이 무허가건축물을 건축한 사람에게 대

인적으로 형벌을 가할 뿐, 위법건축물 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

지 못하는 것과 달리 무허가건축물 그 자체의 존속을 막을 수 있다

는 점에서 적극적인 처분이다. 또한 공사중지명령은 무허가건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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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되기 전에만 내릴 수 있다는 점에 비하여 철거명령은 이미 무

허가건축물이 완공되어 공사중지명령을 발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형식적 불법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철거신고 및 멸실신고와의 차이점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행

위를 통제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

한 상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즉, 건축법이 현존하는 건축물과 관

련된 모든 현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 비

추어보면, 허가 없이 지어진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내리는 것

은 건축법의 통제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건축물 소유자가 개인적

인 필요에 따라 이를 철거하는 것은 건축법의 관심범위 밖에 있

다.89) 그러나 철거행위가 건축행위와는 다른 측면에서 위험을 발생

시킬 수도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이 정리되어야 하는 등(건축물대

장규칙 제22조)의 행정목적상의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

황에 대비하여 건축법은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천재지변 등에 의해

건축물이 멸실된 때에 이를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건축법

제36조). 이는 건축물 소유자가 필요에 의해 철거한 것을 행정청에

알리거나 멸실되었다는 점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의무가 해소되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며, 행정청이 철거하도록 명령하는 철거명령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2. 형식적 불법과 철거제도의 관계

철거명령의 요건으로서 실질적 불법을 요구하여야 하는 이

89) 김종보, 위의 책,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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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실질적 불법 이

외에 형식적 불법도 철거명령의 요건으로 요구되어야 하는지의 문

제가 해석에 맡겨져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실질적 불법만으로 인

해 법이 금지하고 있는 취지의 건축물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철거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더라도, 행정청으로부터 건

축허가를 받아서 형식적 불법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 실질적 불법이 있는 건축물이 행정청의 건축허가가 있

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다면 그 책임을 건축주에게만 돌리는

것이 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90) 이러한 책임의 균형상 철거명령은

실질적 불법에 더하여 형식적 불법을 함께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91) 실제로 건폐율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건

축허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외관상으로는 형식적 불법성이 없음에

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허가에 의해서 실질적 불법이 발생한 상황이

기 때문에 철거명령을 내리기 위한 전제로서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

12180 판결).92) 이러한 사례는 건폐율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실질적 불법이 발생한 건축물에 대하여 곧바로

철거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단계로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건축허가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형식적 불법의 요건을

우선 갖추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고려하면 대법원 판례와

건축행정 실무 모두 형식적 불법을 철거명령의 요건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90) 김종보, 위의 책, 179면.

91) 판결도 대체로 같은 취지이나, 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닌 행위에 의하

여 실질적 불법의 결과를 낳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식적 불법을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8111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8529 판결;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40 판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284 판결 등.

92)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05 판결; 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8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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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무허가건축물 철거와 손실보상

1. 무허가건축물 철거와 재산권 제한가능성

침익적 행정행위란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그 권리·이

익을 제한·박탈하는 것과 같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이

다.93) 무허가건축물이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철거하는 것은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면이 있다. 즉,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재산권 침해로 나

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형적인 ‘침익적 행정행위’로 분류된다.

특히 건축경찰법의 성격을 갖는 건축법 등에 근거한 경찰하명과 같

은 침익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직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발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들의 권리나 이

익을 제한하고 박탈한다는 점에서 그 발동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

야 한다(이른바 ‘법률유보 원칙’).94)

건축법 제79조에 의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철거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침익적인 처분이 됨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철거명령이라는 침익적

인 행정행위가 무허가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권을 제한

하거나 침해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무허가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소유권’을 표상한다고 하거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소

유권이 인정되며 이것이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된

다고 한다면 무허가건축물 철거에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문제

93) 김동희, 위의 책, 246면.

94) 김동희, 위의 책, 2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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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반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선결적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소

유권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헌법이 상정하는 재산권의 보

호영역에 포함되는지 논하도록 하겠다. 이어서 건축법에 의하여 무

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상황에서 헌법상의 재산권 제한에 수반하는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논의하도록 하겠다.

2. 무허가건축물의 보유자의 법적 지위

1) 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판결

미등기 무허가건축물의 양수인에게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에서 법원

은 ‘미등기 무허가건축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

다.95) 이 판결에서 미등기 무허가건축물을 양수한 원고에게 사실상·

법률상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허가건축물 자체

에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

식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법의 입장에서는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원고에게 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을 인정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오히려 무허가건축물

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부동산에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비록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민사상

소유권의 객체가 됨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95)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대법원 1999. 6. 14. 선고 94다

5300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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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수의 분쟁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판결하고 있다. 주택재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무허가건물의 사실상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

여 개인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개인을 상대로 무허가건물의 사

실상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적법하다고 한 판시96) 역

시 무허가건축물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판단이 선결되어야 내

릴 수 있는 결론이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 소정의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일부 면적만을 인정하여 그

에 상응한 분양을 하고 그 차액 부분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분양처분고시를 한 것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한도

내에서 재개발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97) 이

판결의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전제 하

에 소유권이 침해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정도로

재산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다. 법원

은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한 건축물과 다르게 판단하고 있지 않

다.

이와 같이 무허가건축물 역시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그렇다면 무

허가건축물의 소유권 성립시점 역시 적법한 건축물이 독립한 부동

산으로써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시기인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게

되는 때98)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6)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23451 판결.

97)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0441 판결.

98)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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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허가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자의 법적 지

위

무허가건축물대장은 행정 관내의 무허가건축물의 목록을 작

성한 것이다. 이는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

여 편철된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에의 기재에 의해 부동산 물권변동

이 공시되는 것과는 달리 대장에의 기재에 의해 무허가건축물에 관

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

다.99)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바에 따라 무

허가건축물의 소유권자임이 표상되거나 소유권자로 추정되지는 않

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허가건축물대장상의 기재는 소

유권 등의 물권변동을 표상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허가건축물대장

에 기재된 것이 아무런 법적 권리나 권능을 부여하지 못하는지 문

제된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입법정책적인 배려에 따라 일정

9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13 판결; 한편 이 판결에서는 비록 무허가건

축물 대장에의 기재가 위 건축물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효과는 없다고 할지라도

무허가건축물의 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에

게 그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무허가건축물의 양수인은 양도

인으로부터 무허가건축물을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수익·

처분의 포괄적인 권능을 갖게 되므로, 양수인에게 무허가건축물을 인도할 의무

를 부담하는 양도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까지 수령한 상태에서 양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그 무허가건축물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

다면 이는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제3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하고 무허가건축물을

인도하였다면 이는 배임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무허가건축물

대장에의 기재 사실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표상할 수는 없다고 하더

라도 이는 권리변동관계를 표상하지 못하고, 공시의 기능이 없다는 것일 뿐이고,

무허가건축물에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건축

물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위의 논의와 모순되는 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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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도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예를 들면, 서울

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1988. 5. 1.

조례 제57호)와 시행규칙(1988. 5. 1. 시행규칙 제43호)에 의하면 서

울특별시의 산하 구청은 일정한 범위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양성화하여 이것을 철거하는 경우 소정의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무허가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등재된 무허

가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그 소유자 명의

를 양수인 명의로 변경할 것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

다100)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3.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범주

1) 무허가건축물에 인정되는 재산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허가건축물에도 민사적인 관점

에서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비

록 그 건물이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의 산물이라고 할지라도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위 건축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즉,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

거명령이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며 나아가 무허가건축물 소유권자의 사익이 건축법상 목적 등에 의

해 무허가건축물을 통제하는 공익적인 측면보다 더욱 크게 부각된

다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100)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1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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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허가건축물이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포함되는 권능인 사용, 수익, 처분권이 인정된다는 측면에

한정되는 의미일 뿐이다. 즉, 민사적 관점에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뜻이다. 이를 넘어서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이 공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에 포섭된다고 할

수는 없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공법적인 규율을 하고 있는 목적은

위험방지를 위하여 국가가 건축행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인이 민사적 소유권을 매개로 무허가건축

물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불법성이 있는 건축물의 존속보장

을 주장할 수 있는 공권을 인정한다면 건축허가 제도 자체가 무의

미해질 수 있다. 공익적인 관점에서 불법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으

로 폭넓게 인정할 실익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은 헌법 제23조에서 보호하는 재산권이 아니고, 무허가건축물

이 철거되더라도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없기 때문

에 무허가건축물은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

다.

2) 장기화된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위와 같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형식적 불법을

원인으로 철거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헌법상의 손실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청이 형

식적 불법으로 인한 철거의 경우에 존속보장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항공사진 판독에 큰 관심을 가지

며, 행정청을 상대로 그들의 건축물이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는

점을 주장하는 기현상을 보인다.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법상 허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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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잠탈하여 건축한 것으로 무허가건축물의 존속상태는 엄연한 불

법상태인데, 불법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규제기관을

상대로 강조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양상이다. 그

러나 현행 법체계 하에서 무허가건축물이 단속의 대상이기만 한 것

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

을 염두에 둔다면 수긍할 만한 현상이기도 하다.

한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서울특별시조

례 제5701호)는 정기적으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1989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을 ‘특정무허가건축물’

로, 그 이후에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

건축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위 서울특

별시조례는 신발생무허가건축물보다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에 정

관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포함시키되,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이러한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않게 규정하

고 있는 부분(제27조)에서 잘 드러난다.

위와 같은 기발생 무허가건축물의 특례는 원칙적으로 형식

적 불법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철거명령을 내리는 대상까지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1989년 이전의 기발생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위의 특례 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이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989

년 이전의 기발생 무허가건축물을 비롯하여 존속이 장기화된 무허

가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형식적 불법성의 제거라는 이유만으로

내린 시정명령인데 이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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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특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익사업법상 무허가건축물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만 적용되는 조문이라고 본다면 무허가건

축물의 존속기간과 무관하게 형식적 불법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철거명령은 언제나 적법하다. 그러나 위 특례의 제정의도와 그 배경

을 살펴본다면, 무허가건축물의 확산의 중심에는 늘 도시로 유입되

는 인구의 주거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

청은 도시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심에 형성된

불량정착촌을 근본적으로 정비하지 못하고 무허가건축물 집단을 도

시 외곽으로 정책적으로 이주시키기만 하였다. 이러한 행정청의 정

책을 염두에 둔다면, 1989년 이전의 기발생 무허가건축물에 적용하

는 특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허가건축물을 일단 규제의 대상으로 보

았던 입법자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당시까지 양

산된 무허가건축물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무허가건축물

을 일정 정도 자인하고 용인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산권 보상은 헌법질서 안에서 적법하게 보호되는 재산권

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한다. 위와 같이 기

발생 무허가건축물의 특례의 제정의도를 해석한다면, 존속이 장기화

된 무허가건축물의 형식적 불법만을 이유로 철거명령을 내린다면

행정청의 시정명령은 위법이라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위 특례의 제정의도에 비추어보았을 때 무허가건축물의 장기 존속

사실 자체가 실질적 불법을 완화할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

원에서도 철거명령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 불법만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공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존

속이 공익에 실질적으로 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위와 같

은 해석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위의 기발생 무허가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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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하는 철거명령은 비교적 단기간 존속한 무허가건축물

에 대한 철거명령에 비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진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기발생 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 발

생할 수 있다.

4. 소결

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된다는 것은 건축물이 어느 날 갑자기

대지 위에서 사라지는 것 이상의 복잡한 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는 무허가건축물이 이미 건축된 경우에 공법적인 관점에서는 사후

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사법적인 관점에서는 건축허가가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허가건축물도 여전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등 공법과 사법이

보호하려는 이해관계가 교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법적인 통제

와 사법적인 보호 중 어느 한 쪽으로 경주되어 무허가건축물을 규

율하는 것은 곤란하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법 제79조 제1

항에 의해 철거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법원은 일관되게 무허가건축물이 민사상 소유권의 객체가 되

어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왔다. 철거를 통하여 공법상 통제

를 받아야 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사법적으로

보호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무허가건축물이 소유권의 객체가 된

다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 바로 도출

되는 당연한 결론은 아니다. 사법적인 질서와 공법적인 질서가 교차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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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된다고 하여 바로 공법적인 지위를 확보한다고 할 수는 없

다. 오히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은 공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

는 권리는 아니어서 헌법상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무

허가건축물 특례규정에 비추어 장기간 존속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실질적 불법이 완화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시정명령이 예외적으

로 위법해지거나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제4절 철거명령과 대집행, 이행강제금

Ⅰ. 행정법 총론 체계상의 지위

1. 명령적 행정행위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는 행정청의 철거명령이 발하여짐으로

써 이루어진다. 철거명령이란 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용도와 형태의

건축물, 즉 법령이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에 반하는 건축물에 대해

그 책임자에게 자진해서 철거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이다.101) 이는

행정청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일정한 작위의무를 과하는 명령

적 행정행위이며, 이 중에서도 의무를 명하는 행위인 ‘하명’에 해당

한다.102) 철거명령은 대물적인 성격이 강해서 불법건축을 한 행위자

보다는 현재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

다.103) 즉, 행정청으로부터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명령을 받은 무허가

101) 김종보, 위의 책, 177면.

102) 김동희, 위의 책, 280면은 위법건축물의 철거를 하명 중에서 작위의무를 명하

는 ‘명령’의 전형적인 예로 들고 있다.

103) 김종보, 위의 책, 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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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현재 소유자는 건축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다.

수명자가 하명에 의하여 과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

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의무내용이 강제되거나, 행정

벌 기타 제재가 과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104) 건축법 등 관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철거명령 역시 만약 책임자가 이를 자

진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의 절차로 연결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105)

2. 이행강제금과 대집행

1) 이행강제금의 의의와 내용

이행강제금이란 행정법의 집행벌의 일종으로 현재의 의무불

이행상태를 극복하고, 의무가 이행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일정

한 강제금을 부과하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일종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철거명령은 하명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명자인 무허가건

축물 소유자가 철거명령에 의하여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

우에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이 작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허가건축물 철거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법은 불

법건축행위에 대한 철거명령에 대한 집행벌로서 이행강제금제도를

두고 있다(건축법 제80조 제1항).106) 하명에 대한 위반에는 행정벌의

104) 김동희, 위의 책, 281면.

105) 김종보, 위의 책, 177면.

106)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마63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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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되기도 하나,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철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건축법 제80조 제4항) 행정형벌과는 다르다.10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따라서 행정

청은 부과여부 및 그 액수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8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액수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액수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

다. 따라서 행정청은 그 한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의 행사에

의해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108)

2) 대집행의 의의와 내용

대집행이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행정관청

이 의무자가 행할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

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다. 대집행

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외에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상당한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

한한다.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를 대집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대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대집행을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제

정되어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를 대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철

거의무를 과한 행정청에게 있다.

대집행의 절차는 대집행 계고·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대집

107) 김종보, 위의 책, 179면.

108) 김종보, 위의 책,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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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비용징수의 4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대집행을 하려면 그에 앞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

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

무자가 계고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행정관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

행을 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계산에 의한 견적비를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여전히 지정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의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를 받고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대집행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3)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의 관계

무허가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의무자가 철거명령을 이행하

지 않았을 때에 행정청이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을 중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

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중첩적인 제재가 아니라고 보고 있

다.109)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철거명령과 그 위반에 대

한 조치로서 대집행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보아

야 하는 입장이 있다.110)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의 절

차를 개시하여 2, 3회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대집행절차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109)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2헌바26 결정; 헌법재판소 2004. 2. 26. 선고

2001헌바80 결정.

110) 김종보, 위의 책, 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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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철거명령의 성격

1. 철거명령의 대물적인 성격

대물적 처분이란 직접 물적·객관적 사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자격을 부여하고 새로운 권리·의무·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

이다. 토지수용의 재결·공물의 공용개시·도로나 하천구역의 인정·국

보나 중요문화재의 조정·조림지의 지정 등이 대표적인 대물적 처분

이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역시 해당 건축물이 건축허가

없이 건축되었다는 물적·객관적인 사정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

과하였다는 점에서 대물적 처분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무허가건축물 소유권 이전에 따른 효과

철거명령의 법적 성질은 무허가건축물이 거래되는 상황에서

무허가건축물의 규제와 관련한 처분을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와 관련하여 논의의 실익이 있다. 예를 들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가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제3

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행정청은 무허가건축물의 매수인을 상대로

철거명령을 다시 발급하지 않고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

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미 해당 무허가건축물에 철거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매수한 제3자에게 곧바로 이행강

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하자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다. 반대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

지 못했던 제3자의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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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한편, 무허가건축물을 매수한 제3자

에게 철거명령을 다시 발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 소유자가 받

은 철거명령과 동일한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철거명령이다. 이때 종

전 소유자가 받은 철거명령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면,

제3자는 후행 철거명령이 발급된 시점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해야 하

는지 문제된다.

1) 대물적 처분이라는 입장을 관철할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명령은 대물

적 처분이다. 이와 같은 관점을 관철시킨다면, 철거명령은 무허가건

축물이라는 물적 요소에 발급된 것으로 보아 무허가건축물을 전전

매도하더라도 무허가건축물과 함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이 함께 이전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소유권이 이전

되기 이전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이 발급되었다면, 소유권

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철거명령은 무허가건축물에

계속해서 발급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매수한 제3자가 종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한 철거명령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행정청은 제3자에게 새로운 철거명령을 발급할 필요 없이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철거명령의 혼합적 성격을 강조하는 경우

철거명령의 혼합적인 성격을 강조한다면 철거명령이 대물적

이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이 전전매도된 때 종전 소유자에 대한 철

거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제3자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발급함

이 없이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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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철거명령의 대물적인 성격을 견지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

익 보호를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강조한다면 무허가건축물을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다시 한 번 발급해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제3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

우에는 제3자가 철거명령을 다투고자 할 때에 종전 소유자에 대한

철거명령을 다툴 수 있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한다면 제3자에

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3. 행정청의 바람직한 대응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자에게 무허가건축물이 전전매

도된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는 철거명령의 대물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전매인을 상대로 내린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이 다시 한 번 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의 영역

에서 침익적 처분을 내릴 때에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특히 전매인에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전

매도된 무허가건축물의 매수인에게 다시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고 한다면 전전매도된 무허가건축물의 매수인이 위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제소기간이 도과되어버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 권익보

호와의 조화를 위하여 제3자인 전전매도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게 결국 다시 처분 내리는 것 방향으로 사안이 해결되는 것이 합리

적이다. 이에 대한 실무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건축허가를 관장

하는 대다수의 구청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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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손실보상

제1절 무허가건축물 보상을 위한 이론적 기초

Ⅰ. 손실보상의 정의

‘보상(補償)’의 일상적인 정의는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이

라는 뜻이며, 법률적인 맥락에서는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

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주기 위하

여 제공하는 대상(代償)’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보상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賠償)’이 타인의 권리

를 침해하는 ‘불법’한 행위에 대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

해주는 것과는 달리 행정청의 ‘적법’한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

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무허가건축물이 손실보상의 대상

이 된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

보하고자 하여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시켜서 건축한

건축물과 건축법이 상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위험방지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는 무허가건축물

이 모두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일반인의 법감정에서는 납

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현행 법령에는 무허가건축물의 가격평가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실정

이다. 현행법 체계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허가건

축물이 건축물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의 규정을 잠탈



- 78 -

하여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에 손실보상을 한다는 상

황 자체가 건축법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손실보상을 한다

면 보상액 산정기준은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과 비교했을 때 어떻

게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의 의문이 제기된다.

Ⅱ. 재산권보상과 생활보상

1. 생활보상

1) 생활보상의 의의

생활보상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가 변경되는

사람들이 종래와 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보상 혹은 지원을 하는 것을 뜻한다. 공익사

업 시행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면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재산권

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금전적 보상과는 별개로 생활의

근거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

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생활보상이다.111)

2) 헌법적 근거

생활보상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이는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사람에 대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제공되는 것이 생

111) 생활보상의 개념 및 일반론에 대해서는 김동희, 위의 책, 588면; 김철용, 행정

법, 고시계사, 2013, 455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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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보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헌법 제34조뿐만 아니라 헌법 제

23조 또한 생활보상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 있다. 헌법 제

23조에 의한 보상만으로 개인의 손실을 충분하게 전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충적으

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12)

3) 구체적인 내용

실무상 생활보상은 이주대책, 생활대책, 고용대책으로 구성

된다. 이주대책이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

실하게 되는 자를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이다. 이주자택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제공 등이 그 내용이다.113) 생활대책은 ‘생계대책’이라고도 하는데

종전과 같은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여

기에는 채소농·화훼농·축산업자에게 근린생활시설 혹은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포함된다. 고용대책에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훈

련 등이 있다.

3. 재산권보상과 생활보상의 관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권보상과 생활보상의 헌법적

근거를 둘러싸고 논의가 있어왔지만, 기본적으로 재산권보상을 통해

금전적으로 모두 전보되지 못하는 생활이익 등의 무형적 손실이 있

을 경우에 생활보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적인 보상의 체계였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인의 토지 등을 수용하

11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2, 677-679면, 737면 참조.

113) 김종보,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세입자보상, 행정법연구 제23호, 행정법이론실무

학회, 2009,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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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취득하는 경우에 그 교환가치만을 보전해주다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손실을 생활보상을 통해 전보해준다는 개념

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 재산권보상에 국한되어

있다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강조됨에 따라

생활보상까지 넓혔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무허가건축물의 보상이 문제되는 상황

Ⅰ. 토지보상법

무허가건축물의 손실보상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문제되는 상

황은 토지보상법상의 보상 문제이다. 무허가건축물이 위치한 대지가

토지보상법상의 공익사업 지구에 편입되면서 해당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면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

무허가건축물의 철거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보상은 이 장

에서 논하고자 하는 손실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손실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건축물의 철거는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가 공익

사업 지구에 편입되어서 불가피하게 건축물이 철거되더라도 보상이

전제된 철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위에서 살펴본 철거는

기본적으로 형식적 불법이 존재하는 불법건축물이 존재할 때, 건축

물의 불법성을 제거하고자 그 건축물을 헐어버리되 해당 불법건축

물이 위치한 토지소유권은 기존의 상태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

이다. 즉, 보상 관련 쟁점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

서 지은 건물이든, 그렇지 않아서 부적법한 건물이든 택지개발사업

등의 공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고자 철거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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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이 내려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과정과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손실보상은 토지소유권이라

는 재산권을 인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Ⅱ. 도시정비법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등장한다. 이때에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을지 문제

된다. 대법원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조

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입장인데, 이때 무허가건축물의 가치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재건축·재개발 지구 내에

서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지위에 관한 논의는 별도의 장에서 추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다.

제3절 무허가건축물의 재산권보상

Ⅰ. 보상의 가능성

무허가건축물은 토지보상법 제75조의 ‘지장물’로 간주된다.

무허가건축물이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건축되었고, 철거명령이 내려

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

이 지장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 이는 토지보상법이 지장물인 건물을 보상대상으로 함에 있어

서 건축허가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않으며, 토지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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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이 가족 수에 대한 주거비 지급에 대한 예외

로 무허가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전제 하에서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은 주거

비 지급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에서 무허가건축물을 예외로 규정

한 것을 보면, 보상 관련 법제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이

당연히 전제되고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114) 대법원의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본다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상의 가능성이 열려있

는 것으로 보인다.

Ⅱ.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건축물은 대부분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

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해당 건축물

의 가격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평가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이

러한 입법은 생활의 근거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거용’ 건

축물이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다.

114) 그러나 1989년 1월 24일 공특법 개정에서 주거비 지급 조항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생활보상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활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

서 주거비 지급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①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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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

②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

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

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

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

한다. <개정 2005.2.5>

③건축물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

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

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

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

① 주거용 건축물로서 제3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5백만원 미

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12.>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

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

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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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

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의해 더 높은 수준의 보

상을 받는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다른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건축법

상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근린생활시설을 무

단용도변경한 건축물이 토지보상법상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서,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에 국한하여 판

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용 건축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실

질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

두3978 판결).

무허가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용도 또한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이 토지보상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었을 때 해당 건축물이 주거용에 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러한 상황에

서는 위의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이 실질적인 판

사람 소유의 대지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다른 공익사업의 사

업인정고시일등 또는 다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

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2007.4.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

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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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준이 될 수 있다. 위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듯이 “보통 사람이

장기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하며, “일상의 의식주

에 필요한 화장실이나 세면장,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난방이

가능한지, 방실구획이 어떠한 재질의 물질로 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해

당 무허가건축물이 주거용으로 확정된다면,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

가법 중 더 높은 가격이 산정되는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허

가를 받은 주거용 건축물과 달리 최저하한선은 없다.

제4절 무허가건축물의 생활보상

-무허가건축물 거주민들에게 이루어진 생활보상의

의미

앞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규제의 연혁이 어떻게 변화해왔

는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은 일제 강점기부터 대한민

국의 근대화와 도시화가 계속되던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빠

질 수 없는 요소이다. 당시에 서울의 건축행정을 총괄하는 서울시장

은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을 위반하여 무허가건축물을 건축한 자

들에 대해서 형사제재를 가하거나 공사중지명령이나 철거명령을 내

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무

허가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

기 때문이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제재를 활용하는 대신에 거주민

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형식적

불법 및 실질적 불법 상태에 있는 건축물을 국가가 양성화하는 조

치를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형적인 이주대책이 동원되었는데, 바

로 이주정착지를 마련하거나 임대아파트를 보급하는 형태의 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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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었다.115)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은 댐이나 도로를 건설

하는 등의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일반적 수단이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주거의 안정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에서 요청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상 그 자체가

정책의 목적이자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철저한 법치주의의 관

점에서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을 잠탈한 건축물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과연 무허가건축물이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허가건축물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생활보상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재산권 보상금액이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었던 것과 달리 재산권을 넘어

서는 보상을 지급받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의 범위가 재산권보상에서 생활보상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는 추세

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정책은 이와는 반대 양

상을 띠고 있다. 1950년대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적극적인 생활보상이 점차 재산

권보상 수준으로 그 범위를 좁혀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89년 1월

24일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 대규모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모든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

아서 건축된 건축물과 동등한 보상가능성을 열어두었다가 점차 보

상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이 이러한 경향을 뒷

115) 손정목, 서울의 무허가 건물과 와우아파트 사건, 도시문제, 2003. 6, 89-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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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하고 있다.

‘형평’이라는 일반적인 법감정에 비추어본다면 건축법을 준

수하여 적법하게 지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보다 두텁게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양자

를 동등하게 보상한다면, 보상을 목적으로 건축법의 목적을 잠탈하

여 무허가건축물이 양산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건축물의 위험

방지를 꾀하는 건축법제를 형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

허가 관계법령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여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생활)보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보상 규모 설정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

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1950년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던 상황과

비교해보더라도 더 이상 무허가건축물의 보상이 도시빈민을 구제하

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도 될 경제적인 상황이라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 중에서 최소한 생활보상의 측면은 축소되는 것

이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제5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의 특수성

Ⅰ. 무허가건축물 철거와 손실보상의 불가분적

관계

서울시는 1967년 6월 13만 7철 동의 무허가건물을 3년 안에

모두 철거하기로 하고 철거된 무허가 건물 거주자들에게는 시 외곽

의 대규모 국공유지에 각각 8평의 땅을 정착지로 나눠주고 새로운

무허가 건물을 지어 살도록 하였다. 이는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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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땅에 가구별 점유토지의 위치를 지정해주면 그곳에 판잣집이

나 움막집을 짓고 거주하되 도로·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은 입주민 스

스로 해결하라는 의도였다.116) 당시에 서울시는 단속과 철거를 통해

무허가 불량주택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한편으로 도심주변

에 있던 기존 무허가 정착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시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였다. 재정착 정책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도 기초적인

기반시설이나 위생시설들은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이주자들은 약

간의 건축자재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집을 지어야 했다. 부지는 국

공유지였으나, 건물은 건축법상의 법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무허가건축물이었으며, 공간적으로 위치만 바뀌었을

뿐 또 다른 무허가 불량주택지가 조성되었다. 결국 무허가건물의 확

대재생산을 공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

다. 이로 인해 사당동·도봉동·염창동·거여동·하일동·시흥동·봉천동·신

림동·창동·쌍문동·상계동·중계동 등지에 대규모로 정착지가 조성되

었고, 이들 지역은 이른바 달동네였다. 광주대단지 사건 등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다.

비록 서울시가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함으로 인해 도시 외곽

으로 무허가건축물이 이전하는 효과만을 가질 뿐 무허가건축물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무허가건축물의 철

거는 엄연한 불법상태의 시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건축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제재의 일종인 철거에는 보상이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서는 제한적으로나마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도 이루어지고, 위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철거민들에게 최소한의 거처를 제공한다는 행정인

식이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책만큼이나 오래되고 지속

116) 손세관, 위의 글, 269-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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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치주의 체제 하에서 불법

성이 시정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건축

물을 철거하여 불법성을 제거하고 적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

에서 보상을 실시하는 점은 특기할 만한 점이다.

Ⅱ.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

1. 일반적인 손실보상의 체계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은 통상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고(토지보상법 제20조), 수용재결 단계를 거쳐 사업시

행자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게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제61조). 일반적으로 손실보

상은 크게 재산권보상과 생활보상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구조는 토

지보상법에도 드러나 있다. 취득하는 토지 자체에 대한 보상(제70조

및 제71조)은 재산권보상에 해당하며,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에 대

한 이전비 지급(제75조), 토지가 수용되어 발생한 영업손실의 보상

(제77조),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이주정착금을 지급

하는 것(제78조)이 전형적인 생활보상에 해당한다. 생활보상은 재산

권보상에 대하여 보충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법원과 헌법재판

소의 입장이며, 손실보상의 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인 것으로 보

인다.

2.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

2002년 토지보상법(법률 제6656호, 2002. 2. 4. 폐지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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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되어 종전에 시행되던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

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을 통합하였다. 토지보상법이 제정되

기 전에는 수용 절차를 정한 토지수용법과 수용을 거치지 않고 협

의에 의해서 간편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추후에 제정된

공특법으로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원화되어 있었다. 공특법은 가격

평가와 보상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었고, 토지수용법에서 이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보상 체계는

2002년 이후에 토지보상법으로 통합되어 작동되고 있다.

위와 같은 보상 체계는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허가받아

서 건축된 적법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무허가건축물 역시 수용 대상

토지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상황까지 상정해오고 있다. 이는 무허

가건축물이 비록 건축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에 반하는 결과물

이기는 하나, 연혁적으로 계속해서 존재해왔다는 현실을 고려한 결

과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는 무허가건축

물 등의 부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보상액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

하고 있는데, 형식적 불법117)이 있는 건축물, 즉 무허가건축물 부지

를 수용하는 경우에 보상액을 평가하는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조

문을 두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

조).

토지보상법 체계는 무허가건축물 부지뿐만이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 그 자체에 대한 보상도 예정하고 있다. 무허가건축물이 공익

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매우 예

117) 김종보,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공법연구, 2000, 15-17면; 불법건축은 형식적

불법과 실질적 불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형식적 불법이란, 건축허가요건의 충

족여부와 상관없이 건축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이다. 한

편, 실질적 불법이란,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법이 정하는 건

축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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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인 현상일 것이고, 무허가건축물의 대다수는 공익사업 시행에

장애가 되어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대상인 ‘지장물’로 평가된다.

토지보상법은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보

상하거나 해당 건축물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토지보

상법 제75조).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미 철

거명령을 내렸고, 건축물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주거용 건축물이 아

닌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118)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무허가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며, 무허가건축물

의 특례 등을 정한 규정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제한될 뿐이다. 대법

원도 당해 무허가건축물이 공특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건축되었고,

철거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장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대

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119) 이처럼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건축하여 형식적 불법이 존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

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은 무허가건축물이라는 불법적

인 상태를 용인 내지 조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1989년에 공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989년에 대규모로

개정되기 전에는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보

118)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

119) 99두10896 판결에서 대법원은 무허가건축물의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이유를 크

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① 토지보상법이 지장물인 건물을 보상대상으

로 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않다. ②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은 가족 수에 따른 주거비 지급에 대한 예외로 무허가건

축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허가건축물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전

제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손실보상을 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시

행규칙의 주거비 지급조항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해당 조항은 뒤에서 살펴볼 1989년 공특법 개정에서 무허가건

축물에 대한 생활보상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마련된 조문이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생활보상을 축소하고자 개정된 내용이 오히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산

권보상을 공고히 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손실보

상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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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공특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

상법 체계에 ‘무허가건축물’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여 무허가건축

물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상금액을 감액하는 등 보상 범위

가 점차 제한되기 시작했다.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주거대책비 등의

생활보상의 측면에서 무허가건축물이 제외되었고, 재산권보상 중에

서도 무허가건축물이 부착된 토지에 대한 가격평가 기준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다만, 공특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2609호) 부칙 제3항에서는 법령 시행 이전에 건축되어 있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대상이 된다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종전 무허가건축물 소유주

및 세입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였다.120) 1989년 공특법 시

행령 개정 이후에 전반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의 보상에 대해 소극적

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과규정으로 인해 1989년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령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특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도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Ⅲ. 1960-70년대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수반된

보상

120) 1989년 개정으로 도입된 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외

(2)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는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3) 무허가건축물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제외

(4)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주거대책비 대상 제외

(5) 무허가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소보상액 대상 제외 등

이후에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는 1989. 1. 24.을 기준으로 하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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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적인 손실보상과의 차이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을 받고, 수용재결 단계를 거쳐

야 한다. 그러나 1960-70년대에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과

정에서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인정을 받아서 수용재결

을 하는 등 토지보상법상의 보상체계가 작동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

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일

반적인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제재로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볼 여지

가 있다(건축법 제78조 제1항). 그러나 당시에 무허가건축물에 거주

하고 있던 시민들은 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된 후에 서울시 외곽으로

집단으로 이주되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에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

실보상 중에서 생활보상을 받은 듯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토지보상법이 작동하는 상황으

로 볼 여지도 있다.

한편, 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어 집단으로 이주하게 된 주민

들이 주거지를 함께 마련받는 모습에 비추어볼 때에 행정청이 이주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보이고, 이주대책이 이들에 대한 생활보상의

주된 부분인 것처럼 보인다. 생활보상이 손실보상의 주된 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모습은, 철거민들이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을 받은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손실보상의 일반적인 형태는 재산권보상이고

이로써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생활보상을 보충적으

로 적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종래 해석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

운 부분이 있다.

2. 1960-70년대 무허가건축물 철거처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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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질

행정청이 1960년대 경에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처분은 별도의 사업인정이나 수용재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공익사업에 사용될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아 건

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거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로 볼 여지도

있다. 한편, 건축법상의 제재조치인 철거처분과는 달리 철거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

는 점에서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토지보상법이 작동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의

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전개해나가기 위해서는 무

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처분에 수용적 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

다.

1) 철거를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의 제재로 보

는 방식

본 사안의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은 아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면서 관련 법규상의 수용권이 발동하

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을 제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철거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함으

로써 기존의 도로를 존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불법하게 점거한 사람

들의 점유를 강제해제하는 과정에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는 있겠지만, 공특법이나 토지보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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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

보상법을 적용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보

상 역시 토지보상법에서 말하는 생활보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

는 것은 무리이며, 이에 준하는 것으로 실무상 운용되고 있다고 보

아야 한다.

2) 철거를 ‘사실상의 수용권 발동’으로 보는

방식

1960-70년대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철거는 비록 공특법이

나 토지보상법 등의 사업인정과 유사한 절차를 거치지는 않아 형식

적으로는 공익사업으로 지정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

체 법체계상 사실상의 공익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토지보상법

등의 보상법령이 사실상 적용되는 사안이며, 본 사안에서 이루어진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도 사실은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견해

이다. 사실상 주거를 목적으로 하던 무허가건축물들은 상당히 강력

한 존속력을 갖고 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수용에 준하는 처분을

전제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철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는 사업인정 및 수용재결이라는

과정이 없지만, 사실상 이러한 절차를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

에 토지보상법이 개입된다고 보아서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거주민들

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해석론이라고 본다.

3. 소결

1960-70년대에 이루어진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철거의 법적

성질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 중에서 무엇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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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행정청이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상정할 수 있는데, 우선 기존 건축물에 허가나 신고 없이

옥탑방을 증축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허가나 신고대상인 증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으로부터 관련된 처분을 받지 않은 경

우에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철거될 수 있다. 이는 위반건축

물 등에 대하여 행정청이 제재를 가한 것으로 보상이 수반되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유형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을 이유

로 구룡마을 등지의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에

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보상

법이 작동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유형은 구룡마을 일대의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면서 1960-70년대의

무허가건축물 철거와 같이 사업인정 등을 매개로 하지 않는 경우이

다. 세 번째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형태의 철거가 오늘날 과

연 현실성이 있을지, 가사 가능하다고 한다면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중후반에 올림픽 개최를 위한 정부의

미관정책에 따라 주거지를 잃은 저소득층이 거주해오고 있는 곳이

다.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단지라는 점에서 1960-70년대에 철거되던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밀집지역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오늘날 구룡

마을을 철거할 때에 만약 위에서 논의한 세 가지 철거 유형 중에서

세 번째 방식을 택하면서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이 생략되었으므로

토지보상법이 작동할 수 없어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구

룡마을 주민들의 법적 지위가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좌우될 수 있

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60-70년대의 무허가건축물 철거를 단순철거라고 보아서 토지보상

법 등의 보상체계가 작동할 수 없다고 본다면 행정청의 재량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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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거지가 철거되고,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

과가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1960-70년대의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

고 보상을 실시한 것은 사실상의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된 것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Ⅳ.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의 특수성

오늘날에는 구룡마을과 같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

는 경우에는 1960-70년대와 같이 행정청의 재량으로 철거하지는 못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는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토지보상법상의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등을 통하지

않으면 구룡마을 전체를 철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

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형식적인 절차가 없이 ‘사실상의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실상의 손실보상’에 준하는 처분을 했던

1960-70년대부터 공식적인 토지보상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무허가건축물 허가 자체가 곤란한 오늘날에도 무허가건축물을 철거

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문제가 개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에서 1960-70년대의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보상이 수반되

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사실상의 수용권

의 발동의 의미를 갖는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무허가건

축물에 대한 보상은 댐이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특정한 공익사업

을 실시하는 일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근대화 과

정에서 보상 그 자체가 주거 안정이나 소득 재분배 등의 정책의 목

적이자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보상의 필요성은 주거지 확보라는 도

시화 초기의 정책 목적에서 도출될 수 있었다. 즉, 일반적인 손실보

상 문제로 무허가건축물의 철거에 접근한다면, ‘무허가건축물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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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무허가건축

물의 철거는 ‘무허가건축물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보상을 한다’는 정

책목적을 위해서 손실보상을 도입한 것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

한 이유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재산권 보상금액은 일

반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기준시점 등을 통해서 시장가격보다 훨

씬 낮게 책정되어왔던 것과 달리 무허가건축물의 거주민은 재산권

보상을 훨씬 넘어서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Ⅴ. 생활보상의 지위 재정립

위에서 살펴본 전후 사정에 의하면, 무허가건축물은 통상적

인 공익사업보다 생활보상을 더욱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기존의 통설적인 입장은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재산권

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생활보상은 재산권 보상으로 손실보상

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실시하는 보충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그러나 재산권보상이 손실보상의 원칙적인 형태라는 논의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인정을 받고 수용재결을 거치는 등 토

지보상법이 직접 작동해왔던 전통적인 영역에서 상용되는 설명방식

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같이

주거 안정 등의 정책목적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을 받지 않

아서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이라고 분류하기 곤란하다고 할지라도

재산권보상만으로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아서 생

활보상을 손실보상의 주된 유형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입자들에게는 별도의 재산권보상이 없이 주거이전비만 지급하는

형태로 생활보상만 이루어지는 경우 역시 생활보상이 손실보상의

주된 형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무허가건축물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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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는 상황은 손실보상의 주된 형태로 생활보상이 이루어지는 유

형에 속했기 때문에 재산권 보상을 위해서 필요했던 공익사업인정

단계와 수용재결 등의 단계가 생략되거나 사실상 이와 같은 절차가

선행되었다고 의제되는 형태로 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던 상황이 발

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Ⅵ. 소결

생활보상의 원형은 재산권보상에 항상 수반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권보상만으로 보상되지 않는 생활상의 이

익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주대책이나 이주비 지급 등의 생활보상

을 실시한다고 설명하지만, 이러한 해석 속에는 재산권보상을 실시

하고 이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에 생활보상을 부가적으로 실시한다

는 의도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적에 따라 생활보상만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생활보상을 주된 손실보상의 형태로 실

시할 수 있다는 의도 역시 담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는 상황에서

는 재산권 보상보다도 거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하는 형태로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등 생활보상이 손실보상의

주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사실도 손실보상의 모든 영역에서 재산권

보상이 손실보상의 주된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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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개발과 무허가건축물

제1절 서론 –재개발제도 개관

Ⅰ. 재개발 제도의 연혁

1. 재개발의 필요성

도시계획이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

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도시를 운

영하기 위하여 그리는 청사진과 같다. 도시계획을 행정계획의 형태

로 입안하는 것도 행정청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도시의 성장과

정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권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행정청

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특정 도시의 장래 인구증가율,

그 도시의 주요 산업 등을 예상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마

련할 것인지를 파악한다. 이러한 정보에 기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

역 등 용도구역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필요한 지역에는 지구단위계

획을 설정하여 도시가 근시안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

지한다.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이 필요함은 자명

하다. 그러나 일제 식민통치 시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많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상

황에서 우리나라 행정청은 도시계획을 마련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

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특별한 도시계획 없이 서울은 인구의

유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만드는 주거지역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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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보니 도심은 난개발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거를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주거환경은 악화

되고, 주위의 다른 토지의 용도와 조화될 수 없는 토지 사용으로 도

시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

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시계획의 공백

상태를 메우고 불량정착촌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2. 재개발 사업 체계의 변화

한국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가 되면, 그동안 서울로 몰려온

인구가 조성한 해방촌 등의 불량정착촌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무렵부터 도심지의 불량정착촌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법을 작동시켜 구청이 시행자가 되어 불량정착촌 정비사업을

실시하였다.

불량정착촌을 정비하는 사업의 근거가 되는 독립된 법률로

1970년에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기존에는

구청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실시하던 도시재개발 사업을 정비대상지

역의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이 사

업시행자가 되었다. 나아가 1980년대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에도

건설회사를 참여조합원으로 하여 재개발을 시행하는 합동재개발 방

식이 도시재개발법에 도입되면서 도시재개발이 관이 주도하는 사업

이 아니라 민간사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재개발사업이 불량정착촌 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

문에 재개발구역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경우가 상당 수 있다. 사업

성이 없는 재개발구역은 합동재개발을 추진할 건설회사를 찾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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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오랜 기간 방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체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1989년에 제

정되어 자력재개발을 규율하였다. 이는 주민의 증개축을 위주로 하

여 공공부문에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도

움을 주는 사업방식을 일컫는다.

재개발사업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

는 개발사업방식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는 재개발사업은 다

소 후퇴하고,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이

확산되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이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수입구조가

더 안정적이었고, 사업자의 입장에서 더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의 관심사는 재건축에 집중되면서 점차 재개발

사업장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Ⅱ. 재개발의 진행 과정

1980년대에 도시재개발이 활발하던 당시에도 도시정비를 위

한 통합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고 각종 개별법들이 필요한 상황

에 맞춰 적용되던 실정이었다. 정비기반시설의 부족여부, 주택의 노

후화 정도, 저소득 주민의 집중도 등 개별 요건이 충족되면 그 상황

에 맞게 개별법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이 상호 관련성 및 유기성 없이 혼란스럽게 시행되었다. 결국 2002

년에 이르러서야 기존의 개별법들을 통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121) 도시정비법에서

121) 김종보, 새로운 재건축제도의 법적 쟁점, 한국 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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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도

시환경정비사업을 모두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도시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이 마련하고 있는

처분은 크게 ‘정비구역의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의 인가’,

‘비용부과처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전고시’ ‘청산금부과처분’

등이다. 정비조합을 결정하여 도시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배분하는 단계까지 사업의 각 단계가 행정청의 처분을 통해서 진행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도시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엿볼 수 있다.

제2절 재개발 사업 중의 무허가건축물의 지위

Ⅰ. 재개발 사업과 조합원의 자격

현행 도시정비법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

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1항). 재개발 사업은 재

건축 사업과 달리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비구

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조합원이 된다(제19조 제1항). 따라서

조합 정관 등에 반대하는 등 재개발 사업에 찬성하지 않는 자도 모

두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사업에 반대

한 토지소유자들도 조합정관의 효력에 구속된다.

한편,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에 반대하는 토

6.,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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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사업에서 배제시키

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재건축 사업을 위해 전체 토지등소유

자의 4/5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

도청구소송’을 제기한다(도시정비법 제39조). 매도청구소송이란 재건

축결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조합에게 팔도

록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처럼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의 설립단계에

서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자의 지위가 구별되고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에서는 사업 자체에 찬성하지 않아서 조

합정관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후

에는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는 모두 조합원이 된다. 사업에 반

대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는 처음부터 분양권을 주지 않는 재건

축 사업과는 달리 재개발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단계에서야 분

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 수용재결의 대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심

지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들 중에서도 종전 자산의 가치가 충분하지 못한 자들은 현금으로

청산되도록 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47조). 결국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대상 조합원과 청산대상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가서

비로소 정해진다.

Ⅱ.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지위

1. 재개발사업과 토지등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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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중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장 큰 이해

관계를 갖는 자가 다름 아닌 ‘토지등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의 사업주체를 구성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지상권자’를 일컫는다(도시정

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2. 무허가건축물과 토지등소유자

이때 ‘건축물의 소유자’에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포함되

는지가 문제된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에 대한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는 모두 조합원이 되어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일단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분양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부여한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역시

토지등소유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내의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정비하여 그 개발 이익을 정비구역 내

부의 이해관계인들이 향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위 도시정비법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위법한 건축물

이 아니라 적법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도시정비법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예정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도시정비사업의 전반적인 목적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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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위법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받는 결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즉,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및 제19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는 적법한 건축물의 소유자만을 의미하

며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보았다.122) 무

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인

데도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재개발사업의 시

행으로 인한 이익이 분배되기 때문이다.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시

행되려면 무분별한 무허가주택의 난립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에서 배

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무허가건축물 중에서는 다른 사람의 토지 위

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재

개발조합을 결성하여 그 토지소유자를 재개발사업에 강제로 편입시

켜 적법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시정비법상의 건축물의 소유자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법원의 해석은 재

개발사업의 취지와 무허가건축물의 성질에 비추어 합당한 해석이다.

도시정비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의

소유자’에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도시정비법의 입법목적 및 재개발사업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타당한 견해이다. 그러나 실정법을 해석하는 것과는 별개로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위와 같은 해석에 반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

는 경우의 해결 역시 문제된다. 즉,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적법한 동

의 등을 거쳐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허가건축

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정관의 효력에 대한

12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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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토지등소유자의 적법한 동의를 거쳐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각자의 사정 내지는 필요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관으

로 정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를 일관되게 하고

있다.123) 나아가 조합 정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그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

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사

실상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았다.124) 이

는 조합의 정관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도록 규정할 때에, 무허가건축물이 전전양도된다면 누구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실익이 있는 논의이

다.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

하는 자는 최종양수인이므로 최종양수인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상의 ‘토지등소유자’에는

원칙적으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 이때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충족시키는 동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

회 설립에 대한 동의자 수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수를 제외하

지 않은 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동의율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 법원은 위의 무허가건축물

12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28 판결; 대법원 2009. 9. 24. 자 2009마

168,169 결정 등.

124)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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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자 수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는 것

이 아니므로 위의 동의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하자는 명백하지 않아

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25)

12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5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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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Ⅰ. 무허가건축물 관련 제도의 모순

건축법은 건축물이 야기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위험방지’라는 건축법의 건축경찰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건축

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축허가제도이다. 무허가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자의적으로 건축하

였다는 점에서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서 예상하지 못한 건축물이다.

일반적으로 법은 위법상태에 대해 조력하지는 않는다. 이러

한 관점에서 행정청이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건

축법 제79조 제1항 등의 제재규정을 적용하여 철거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상태를 시정하는 조치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다

른 한편으로는 현행법은 무허가건축물 및 그 소유자에게 일정한 법

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서 무허가건축물을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

로 보는 입장과 모순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Ⅱ. 철거명령제도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의 형식적 불법을 제거하여 위법상태

를 시정하기 위하여 철거명령을 발하며,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철

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제재

를 동원하기도 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해 철거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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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일관되게 무허가건축물이 민사상 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왔다. 철거를 통하여 공

법상 통제를 받아야 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소유권의 객체가 되어 사

법적으로 보호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무허가건축물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이

바로 도출되는 당연한 결론은 아니다. 사법적인 질서와 공법적인 질

서가 교차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법적

인 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바로 공법적인 지위를 확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은 공법적으로 보

호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어서 헌법상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Ⅲ. 손실보상

그러나 한편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무허가건축물 및 그

소유자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실시하

기 위하여 무허가건축물이나 그 부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허가건축물

에 대하여 재산권 보상 및 생활보상 등 일정 정도의 손실보상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활보상은 재산권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 부차적으로 사용된다고 평가하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생활보상은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으로 인해

생활보상이 오히려 주된 보상방법으로 활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

인다.

Ⅳ. 재개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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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중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나 지상권자’를 의미하는데 ‘건축물의 소유자’에 무허가건축물의 소

유자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법원은 건축물의 소유자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반면, 재개발 사업

의 정관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석을 달리한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정관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정

관으로 정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일정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Ⅴ. 결어

이처럼 무허가건축물이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

은 일제 강점기부터 무허가건축물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건축법에 반해서 건축되었다는 이유

로 법적 지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후(戰後)에 주거를 마련

하지 못하는 등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없어서 불가

피하게 무허가건축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다. 법치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에는 무허가건축물이 양산된

현실적인 배경과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성의 비교형량을 통해

무허가건축물의 법적 지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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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Unlicensed Buildings

Lee Soo-Ahn

College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Building Act aims to prevent the dangers provoked

by buildings. Principally requiring a building permit in order to

construct a building is a system devised to attain the Building

Act’s goal of ‘danger prevention’. Unlicensed buildings are

buildings unanticipated by the Building Act and other laws due

to the fact that its owners constructed it without acquiring a

building permit.

Generally, the law does not seek to assist an illegal state.

Therefore it is not a surprise that the authorities aims to fix

such an illegal state by issuing demolition orders against

unlicensed buildings under provisions such as Article 79.1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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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s Act etc.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law may seem

contradictory to its views that unlicensed buildings should be

removed due to fact that it grants certain legal status to such

buildings and its owners.

To be more specific, the Building Act allows demolition

orders to be issued to buildings without building permits and will

also act as a legal basis for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s

and infringement penalties should its owners fail to comply.

However, the Act on Acquis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llows certain legal status to unlicensed buildings and

its owners. When such a building and its site is expropriated for

pubic works, the Act on Acquis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mandates a certain degree of loss

compensation such as property compensation, livelihood

compensation etc.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requires consent

from a certain rate of ‘owners of lands, etc’ in order to carry out

a redevelopment project. The problem is whether owners of

unlicensed buildings can be seen as ‘owners of lands, etc’, a term

which refers to owners or superficiaries of land or buildings in a

rearrangement zone. The court is normally negative to this, but

recognizes an exception whe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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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redevelopment project states to do otherwise. It rules

that articles of association allowing the right of partnership

members to owners of unlicensed buildings is not something that

is prohibited, therefore accepting a possibility that owners of

such buildings may be entitled to certain legal rights.

Unlicensed buildings are treated ambivalently due to the

practical reason that such buildings were inevitably constructed

in large numbers since the Japanese colonial era. If these were

not granted any kind of legal status because they violated the

Building Act, the people’s basic living needs could not have been

met as housings would have been more scarce, especially in the

postwar era.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grant some kind of

legal status to unlicensed buildings. In the present era of

constitutional administration, it is required to reconsider the legal

status of unlicensed buildings through balancing the

down-to-earth cause of mass constructions of such buildings and

its illegality.

Keywords: Unlicensed buildings, Formelle illegalitaet(Formal

Illegality), Demolition, Property Compensation, Livelihood

Compensation, Redevelopment Project

Student Number: 2012-2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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