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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대표되는 도시정비사업은 각 진행 단

계에서 행정청의 인가처분을 필요로 한다. 정비사업에 관한 쟁송

에서 인가처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소송의 형태와 결론

을 좌우하고 피고적격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판

례와 학설은 재건축사업의 민사적 성격에 착안하여 조합설립인가

의 성격을 강학상 인가로 보아왔다. 법원의 이와 같은 태도는 다

른 인가처분의 성격을 판단하는데도 영향을 미쳤고 정비사업의 각

종 인가처분을 강학상 인가로 보는 판시가 증가하였다.

한편, 2003년 새롭게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규율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강력한 공법적 통제 하에 이루어진

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행정주체로서 행정처분을 발

할 수 있게 되었고, 조합을 창설하는 조합설립인가의 성격은 기존

의 강학상 인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판례는 타당하게도 종래의 태도를 변경해 조합설립인가를

설권행위로 보았으나, 여전히 조합설립인가에 강학상 인가의 성격

이 잔존하는지에 대한 입장은 불분명하다.

조합설립인가 이외에도 도시정비법의 인가처분은 강학상 인

가와 배치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으며 기존의 판례와 학설의 태도

를 유지하여 각종 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설명하는 경우 다양한 문

제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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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모두 행정처분

이라고 보면서 각 계획의 인가는 강학상 인가로 본다. 그러나 위

두 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을 갖고, 각 계획에 대한 인가는

독립한 처분이 아닌 행정계획 수립절차의 최종단계인 계획확정행

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합원은 인가된 사업시행계획 혹

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사

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의 성격을 정의하는 것은 취소

소송의 피고를 결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법원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의 피고를 조합으로 한정하는데, 이는 행정

계획 수립주체인 구청장을 피고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있으며, 조

합과 구청장을 공동피고로 삼고자 하는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반한

다. 따라서 조합과 구청장을 공동피고로 인정하는 입법이 필요하

다.

다수의 사업장이 사업을 중단하고 조합이 청산하고 있는 현

재,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의 규율 하에 공법

적 통제를 받고, 일정한 공법적 행위를 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추

진위원회승인은 조합설립인가와 마찬가지로 설권행위로 봄이 타당

하며 추진위원회승인은 조합설립인가의 예비결정에 해당하므로,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추진위원회가 소멸하고, 추후 조합설립인

가가 취소된다 할지라도 추진위원회가 부활된다고 볼 수 없다.

주요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강학상 인가이론, 정비사업, 조합

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

학 번 : 2013-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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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은 1970년대에 최초로 시행된 이후 끊임없

는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여러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특히 사업성

이 높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 사이

의 첨예한 분쟁이 다양한 소송의 형태로 나타났다. 소를 제기하는 조합

이나 조합원은 이를 조합 내부적인 합의의 문제이며 사적 분쟁으로 인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해결하려 하였다. 이

러한 경향은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을 공법적으로 규율한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2003년 이후에도 유

지되어오고 있다.

법원도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분쟁을 민사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는

데, 그 바탕에는 정비사업의 구조를 ‘강학상 인가’로 이해한데 있다. 법원

은 정비사업을 조합원들의 민사적 합의가 주(主)를 구성하고 행정청의

인가는 종(從)을 이루는 구도로 해석하였다. 정비사업의 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각하

판결을 해야 하므로, 법원은 정비사업에 대한 다수의 소송을 각하를 통

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강학상 인가이론은 행정법 이론체계상으로 그 비중이 낮음에도 불

구하고, 판례에서 정비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을 강학상 인가로 판단

하며 논의가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강학상 인가이론은 점차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도 활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결여한 채

동원되기도 하여 판례와 학설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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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본질에 대한 무관심, 정비사업의 공법적 성격의 간과, 행정청

을 피고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현실적 요청 등이 문제를 가중하고 있다.

강학상 인가이론이 그 영역을 확장해가던 중, 2008년을 전후로 의

미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등장하였다.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의 본

질적인 성격을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로잡았고 관리처분계

획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강학상 인가이론에 대한 오해를 줄여가는 변화

를 보였다. 본고는 판례의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강학상 인가이론에 대한 의문점을 풀고 정비사업의 공법적 본

질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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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정비사업의 각 단계를 관통하며 판례에 큰 영향을 끼친

강학상 인가이론을 도시정비법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동시에, 그간의 판례의 태도를 정리하고 학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비

사업의 공법적 본질에 최대한 부합하는 해석을 논증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강학상 인가이론의 기초적 이해를 통해 강학상 인가이

론의 개념징표를 도출한다. 이후 강학상 인가이론과 관련한 개별 쟁점들

을 짚어보고 도시정비법 하에서 특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국면을 살

펴본다. 제3장에서는 조합설립단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사인 간의 합의의 결과물인 정관과

조합설립인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살핀다. 또한 최근 들어

조합과 사업의 유지를 위해 폭넓게 인정하게 된 변경인가의 법적 성격을

논한다.

제4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과 인가의 관계에 대해 본다. 관리처분계

획의 본질적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논의의 중요한 기초를 이루기에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

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아직까지 판례에 남아있는 강학상 인가이론의 문

제점을 지적한다. 제5장에서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사업시행계획과 그

인가의 법적 성질을 밝혀본다. 사업시행계획은 관리처분계획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관리처분계획의 판례 동향을 좇는 경향이 있다. 사업시행계획

의 공법적 성격을 인정하고 행정소송으로 분쟁이 해결하려고 하는 판례

의 결론은 옳지만, 그 이유를 설시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계획 특유의

성질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시행인가의 성격을

여전히 강학상 인가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최근 들어 정비사업이 좌절되는 사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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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며 논의가 촉발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관계를 살펴보고, 추진위

원회 승인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 본다. 더불어 조합설립이 취소된 이후

의 추진위원회의 운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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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강학상 인가이론

제 1 절 강학상 인가이론의 의의

Ⅰ. 강학상 인가의 개념

인가란 행정작용의 대표형식인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로 나누며 법률행위적 행정행

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나

눈다. 명령적 행위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로 허가, 하명,

면제 등이 포함되고, 형성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능력을 새롭

게 창설하는 행위로 특허, 강학상 인가, 공법상 대리 등이 있다.1)

형성적 행정행위는 다시 두 분류로 나누어 ① 직접 상대방을 위하

여 법적 지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와 ②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

의 효력을 보충·완성하는 행위로 구분한다.2) 전자는 특허 혹은 판례가

사용하는 좁은 의미의 설권행위에 해당하고, 후자에는 강학상 인가가 있

다. 즉, 강학상 인가는 기본행위인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

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행위이다.

Ⅱ. 기본행위의 특징

1. 강학상 인가의 원형

보충행위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를 ‘기본행위’라 하는데, 기본행위

의 대상이 되는 제3자의 법률행위가 공법적 행위와 사법적 행위를 모두

1)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7판, 박영사, 2010, 241면.

2)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2014, 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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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키는지, 사법적 행위에만 국한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

다. 나아가 행정처분이 기본행위일 수 있는지 문제된다. 대부분의 학설은

인가대상인 법률행위에 사법행위와 공법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본다.3)

따라서 행정처분도 공법행위의 일종으로 기본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가 도시정비법에서도 유지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가이론의 원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4)

강학상 인가이론이 처음 개발된 독일에서는 강학상 인가를 포함하는 개

념으로 ‘사권형성적 행정행위’를 사용하였다. 이는 사인의 법률관계에 개

입해 형성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한데 묶은 개념이었다. 이

개념을 받아들인 일본은 그 중에서도 강학상 인가를 독자적인 개념으로

분류해냈다. 이후 두 나라에서 강학상 인가가 학문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면서 이론적 발달이 지체되었고 강학상 인가이론에 대한 개념정의

나 요건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독일의 사권형성적 행정행위와 일본의 강학상 인가로부터 공통적으

로 찾을 수 있는 강학상 인가의 원형은, 본래 사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

는 법률행위를 공익적 이유로 국가가 통제해, 국가의 인가로 사법상 효

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인의 법률행위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완전

히 유효함이 원칙이며 자유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국가의 간섭 없이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자유주의 국가에 대한 수정원리가 도입되며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요청되었다. 이에 국가는 강학상 인가를

통해 일정한 사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통제하였고 최소한의 후견적 감

독을 하게 된다. 이것이 강학상 인가의 본질을 이루는 관념이다.

3) 김동희, 앞의 책(행정법Ⅰ), 293면.

4) 이하는 선정원, 「인가론의 재검토」, 『행정법연구』제10호, 2003, 171-199면을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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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법상 행위

강학상 인가의 발상에 기초해 보면, 강학상 인가의 대상인 기본행

위는 사법상 행위임이 원칙이다. 사법상 행위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사

인인 경우로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완전한 효력을 갖는

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사법상 행위가 강학상 인가의 대상으로 분

류되면 강학상 인가를 발급받아야만 그 사법상 효력이 완성되는 것이고

행정청은 공익적 목적에서 최소한의 요건만 검토하여 인가를 발급할 것

이 요청된다.

기본행위가 사법상 행위이며 강학상 인가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예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 거래계약5)과 사립학교

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선임행위6), 법인의 정관변경행

위7)이다. 다음에서 간략하게 살펴본다.

(1)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계약은 사인 간 법률행위이고 원칙적으로는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러나 특별히 규제구역 내의 토지

등 토지의 이용목적을 통제할 필요성이 높은 토지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

지는 경우 ‘투기억제, 지가폭등의 진정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

할관청이 보충적으로 강학상 인가를 발하도록 법으로 정하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법에서는 토지거래‘허가’라고 하여

허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

하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규제대상 내의 토지를 거래할 때, 그 거래는

기본행위이고, 토지거래허가는 강학상 인가인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이

때, 인가 이전의 토지거래계약은 물권적·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5) 대법원 200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6)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7)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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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다. 인가 후에는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므로 강학상 인가에

의해 사법상 행위인 계약이 완성적 효력을 갖는다. 판례는 이와 같은 논

리를 바탕으로 인가 이전의 무효상태인 계약을 지칭하는 독자적인 개념

으로 ‘유동적 무효’라는 이론을 활용하였다.

(2)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

사인의 결합체에서 임원을 선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그 집단에서

합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주로 정관에서 정한다) 그 방식에 따

라 선출된 임원은 임원의 지위를 유효하게 갖는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운영자에 의해 학교교육의 공공성과 건선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청이

개입할 필요가 있기에 그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도록 법정

되었다(사립학교법 제20조). 법문상 취임‘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이

또한 강학상 인가의 성질을 가진 행정행위이다. 임원선임행위는 강학상

인가의 대상인 기본행위가 되어 인가 이전에는 효력을 발하지 못하나 행

정청이 승인을 하여 기본행위인 선임행위를 추인하는 보충적 의사를 표

시하면, 임원 선임행위는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선임된 임원은 유효

하게 임원의 지위를 갖게 된다.

(3) 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민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하고, 동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구한다. 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도 비록 ‘허가’라는 명칭을 사용하나 법인의 구성원

인 사인의 합의 내용인 정관을 변경하는데 보충적으로 효력을 완성시키

는 강학상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는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게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기본행위인 결의에 하

자가 있는 때에는 기본행위를 직접 다투어야 하며, 적법한 인가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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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4) 소결론

위 세 가지 판례가 대표적으로 강학상 인가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

는 것들이다. 이들에 따르면 강학상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사

법상 행위이고 공익적 목적에 기해 기본행위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 행정행위는 실질적으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강학상 인가

에 의해 기본행위의 법률상 효력이 소급하여 완성되기에 인가 이전의 기

본행위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고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기본행위와 처분

(1) 처분의 독립성과 기본행위

그렇다면 행정청의 처분도 강학상 인가의 기본행위가 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우선, 처분의 개념에 대해 본다. 실정법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

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판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을 추가적인 특징으로

삼는다.8) 처분은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9)

처분에 대한 판례상 개념정의로부터 처분은 유효하게 발급된 경우

그 자체로 공법상 효력을 가지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법률상 효과를 발

생시키는 속성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처분이 발급되면 처분은 완결적으

8)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누12619 판결,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등.

9)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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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효력을 발하며 그 효력의 발생이 별개의 행정행위나 처분의 효력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처분의 핵심적 개념요소이다(독립성). 처분이 사인

을 직접 대상으로 할 때는 처분이 발급됨으로써 독립적으로 효력이 발생

하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고, 가령 처분이 고시나 공고로 효력을 발생한

다고 정하는 개별 법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이 다수의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에 불과하다. 고

시나 공고가 별개의 처분이고 본처분이 고시나 공고에 의존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이 기본행위로 유동적 무효인 상

태로 있다가 인가의 보충적 효력을 받아 비로소 소급적으로 법률상 효력

이 발생한다고 하면, 처분의 개념요소인 ‘직접적 법효과 발생’을 충족하

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처분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을

기본행위로 보는 것은 처분의 판례상 정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

한편, 공법행위도 기본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드는 예로 공

공조합의 설립인가, 지방채기채의 인가 등이 있는데, 각 인가의 성격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존재한다. 즉, 공공조합의 설립인가의 경우 도시정

비법상 조합설립인가가 설권적 행위라는 판결을 통해 더 이상 강학상 인

가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지방채기채는 일종의 금전소비

대차로 사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10) 강학상 인가의 기본

행위에 공법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본고에서는 도시정비법상 인가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고찰하

므로, 적어도 도시정비법의 인가의 경우 처분이 기본행위가 되고 그에

대한 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데 국한하

고자 한다. 즉, 도시정비법의 인가의 대상이 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강학

상 인가의 기본행위-보충행위 구도가 아닌 다음 유형들과 같은 구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적절하다.

10)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166면; 김중권·최종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각종 인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법학논문집』 제37권 제1

호, 2013, 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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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급행정청과 하급행정청의 관계

하나의 처분을 형성하는데 상급행정청과 하급행정청이 관여하는 경

우, 기본행위와 보충행위의 관계와 유사한 구도를 발견할 수 있어 그 실

질이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상급행정청과

하급행정청이 관여한 처분의 형태는 ① 하급행정청이 본처분청이고 상급

행정청이 감독청인 경우, ② 하급행정청에서부터 단계적 결정을 통해 최

종적으로 상급행정청이 처분을 발급하는 경우, ③ 상급행정청과 하급행

정청이 공동으로 하나의 처분을 발급하는 경우로 세분화할 수 있다. 각

유형에 따라 하급행정청의 행위와 상급행정청의 행위가 결합하여 단일한

처분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일정한 영향

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1) 본처분청과 감독청

첫째, 하급행정청이 본처분청이고 상급행정청이 감독청이 되어 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 하급행정청이 본처분을

발급하면 그 자체로 처분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법률효과를 발생시

킨다. 하급행정청의 처분은 독립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공정력을 가지

며, 처분을 다툴 때에도 하급행정청이 피고적격을 갖는다. 다만 상급행정

청이 직권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 본처분에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경

우 직권취소권을 발동할 수 있다. 또한, 감독청인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

청에 지시나 통보를 한 경우라도 하급행정청이 그의 명의로 처분을 발급

하였다면 하급행정청만이 본처분청이며 본처분에 의해 국민의 법률상 지

위에 변동이 있는 것이고 상급행정청이 본처분에 대한 효력의 발생 여부

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할 때에는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한다.11)

1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1197 판결,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

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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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적 결정과정

두 번째 유형으로 처분을 발급하기 위해 행정청 내부적으로 협의나

동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급행정청이 본처분을 발급하는 경

우가 있다. 하급행정청의 협의과정은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

는 것이 아니며 단지 행정청 내부의 논의 과정에 불과하다. 상급행정청

의 입장에서도 이는 하나의 사무이지 분리·독립한 행위로 보충행위인 인

가나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다. 하급행정청의 의사결정이 기본행위

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국민에게 대외적 효력을 갖는 것은 상급

행정청의 본처분이 유일하며 이 처분이 다른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의존

하지 않는다.

3)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세 번째 유형은 도시계획과 같이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달라져 하

나의 도시계획을 완성하는데 공동의 기여를 하는 경우이다. 입안권자인

하급행정청의 입안 내용에 대해 결정권자인 상급행정청이 그 내용을 확

정하는 의미에서의 계획확정행위를 행하면 입안과 결정이 결합하여 도시

계획이라는 단일한 처분이 완성된다. 이렇게 완성된 도시계획은 고시를

거쳐 효력을 발생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이 처분성이 인정될 경우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입

안권자와 결정권자 모두를 공동피고로 삼아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세 유형 모두에서 알 수 있듯이 상급행정청과 하급

행정청의 관계의 견련성은 기본행위와 보충행위와는 다르다. 본처분청이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고,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

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나 통보, 권

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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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발급하면 그 처분이 곧바로 유효한 법률효과를 발생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며 다른 행정청은 후발적으로 감독권을 발동하는 주체가 되

거나 처분을 발급하기 전의 내부적 합의의 당사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유형들에서는 어떤 기관이 발급하는 처분이든 그것이 처분이라면 보

충행위가 필요하지 않으며, 본처분과 감독권의 관계나 합의과정에 있는

것을 기본행위와 보충행위로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3) 소결론

도시정비법상 처분이 강학상 인가의 기본행위가 될 수 있는가를 살

펴보면, 처분은 그 자체로 독립성을 갖춰 완결적인 효력을 발하므로 다

른 처분에 의존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강학상 인가의 기본행위와 본질적

으로 다르다. 또한 외견상으로는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의 처분을 인

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 행정청의 처분이 기

본행위가 되고 다른 행정청의 처분이 보충행위로 기본행위인 처분의 효

력을 완성하는 구도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도시정비법상 처분이

강학상 인가의 기본행위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강학상 인가에서 상정하는 기본행위는 사인

간의 합의,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

고12), 일정한 공법상 계약 등 공법행위는 그 근거법이 설계하는 방향에

따라 강학상 인가에 효력을 의존하는 기본행위가 될 수 있다. 공법행위

전반이 강학상 인가의 기본행위가 된다고 보는 것에는 비판적이나, 그렇

지 않더라도 적어도 도시정비법상 처분은 기본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려

운 면들이 존재한다. 도시정비법상 처분은 그 자체로 독립하여 효력을

12) 동지: 김중권, 「행정법상 인가의 인정여부와 관련한 문제점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제91호, 2006, 133-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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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급행정청과 하급행정청이 결합하여 하나의

처분을 발급하는 경우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기본행위와 보충행위의 관계

1. 보충행위의 부종성

강학상 인가는 기본행위와 보충행위로 구성되고 주종(主從)관계에

있다. 원칙적으로 기본행위가 주가 되어 법률행위의 당사자, 내용 등을

구성하고 보충행위는 그 효력 발생 여부를 보충적으로 결정하는 종된 행

위이다. 따라서 보충행위는 기본행위에 부종하여 그 성립과 존속, 소멸의

운명을 주된 행위인 기본행위와 같이 한다(부종성).

보충행위의 부종성의 구체적 내용을 살피면, 보충행위는 기본행위

가 유효함을 전제로 존속하며 기본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보충행위도

무효가 된다. 기본행위가 최초에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철회

권 유보나 조건의 성취 등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혹은 법원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발급된 보충행위도 그에 따라 소급하

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 보충행위의 보충성

보충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지, 그

이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보충성). 즉, 기본행위와 보충행위

의 실체를 살피면 기본행위가 실질적인 내용의 주를 이루고, 보충행위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보충적인 지위에 있다. 따라서 기본행위

에 하자가 있을 때 보충행위가 발급되었다고 하여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

유하는 것이 아니고, 보충행위가 기본행위 이상의 내용을 부가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고자 할 때는 기본행위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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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보충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되는 이유이다.

3. 보충행위의 형성성

보충행위는 내용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기본행위보다 부수적인 지

위에 있지만, 보충행위가 있어야만 기본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행위를 형성하고 완성시킨다(형성성). 강학상 인가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 분류되지 않고 형성적 행정행위이자 처분성이 인정되

는 이유이다.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

는데, 보충행위는 단지 사인 간의 법률관계의 유·무효를 판단하거나 계

약의 유효성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

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리·의무를 부여하고, 계

약에 유효한 법적 지위를 부과한다. 따라서 보충행위의 하자를 다투기

위해서는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4. 보충행위의 소급효

적법한 보충행위를 통해 기본행위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얻게 되며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된다(소급효). 소급효가 갖는 효과는 인가를 통

해 과거의 기본행위가 전부 유효하게 되는 것에 더해, 기본행위에 관여

한 당사자는 인가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계약관계에 ‘사실상 구속’되어 일

정정도 자유로운 이탈이 제한되며 협력의무를 가지도록 한다.13) 토지거

래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

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인정되며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그 협

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인가의 소급효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행위는 인가를 받기 전에 유동적

1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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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상태에 있지만, 적어도 계약내용의 일부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그 한도에서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

Ⅳ. 강학상 인가의 개념징표

강학상 인가의 개념과 기본행위의 특징, 보충행위와의 관계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강학상 인가의 핵심적인 개념징표는 다음과 같다. ① 기

본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공법상 계약

이고, ② 강학상 인가는 성립된 기본행위에 부종하는 보충행위이며, ③

강학상 인가는 기본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소급적으로 발생시키는 형성적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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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개별 쟁점의 구성

Ⅰ. 강학상 인가와 기속행위

1. 강학상 인가와 행정청의 심사범위

(1) 강학상 인가의 기속행위성

강학상 인가는 기본행위가 주된 내용과 실질을 이루고 이에 보충행

위가 부수적으로 형성적 효력을 부여하는 구조이다. 강학상 인가는 사인

간의 법률행위의 자유를 전제로 공익상 필요에 의해 행정청의 인가를 받

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은 근거 법령 및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

른 공익적 관점에 한정하여 대상행위를 심사하여야 한다. 강학상 인가의

기본 발상이 사인간의 계약 체결의 자유에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므

로 사적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도의 강력한 개입은 지양하여야 하고,

강학상 인가가 적용되는 범위는 제한적이며, 심사과정에서의 행정청의

재량도 축소된다.

따라서 강학상 인가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정한 요건만을 심사하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4) 다만, 인가의 요건에 ‘공공의 이익’ 등

불확정 개념이 포함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다.

행정청의 심사에서 인정되는 재량의 폭은 특정한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

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15)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에 따라 행정청

의 심사의 강도 및 이익형량의 필요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강학상 인가는 재량성을 일부 내포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강학상 인가는

14) 김종보, 「강학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 『행정법연구』제9호, 2003, 328

면.

15)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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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발생한 개념이기에 사인 간 계약의 내용을 적

극적으로 변경하는데 한계가 있고 행정청도 법령의 명시된 이유를 넘어

선 공익적 판단을 하여 인가의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강

학상 인가의 원칙적 모습은 기속행위이라고 봄이 옳고, 개별적·구체적인

사안 및 법령의 취지에 따라 공익성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최소한의 재

량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강학상 인가를 발급하는 담당 공

무원은 토지거래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및 투기적 우

려가 있는지 여부만 심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토지거래계약

의 당사자가 법에서 열거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것인지 즉, 토지이

용의 목적이 자가주택용인지, 농업 등을 경영하기 위한 경우 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이

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가를 할 수 없고, 이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인

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동법 제2호에서는 ‘계약 내용이 토지 이용 및

관리 계획에 맞지 않는 경우나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반려 사유로 정하고 있어 토지

이용 및 관리계획의 취지나 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유해성 등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공무원의 재량영역으로 볼 수 있다. 재량의 범위는 투기

적 토지거래를 막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추구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부

합하는 한도에서만 인정된다.

(2) 강학상 인가의 거부처분

판례 중에는 당해 행정행위를 강학상 인가라고 하면서도 인가가 재

량행위이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 등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판시들이 있다.16) 이러한 판시는 강학상 인가를 재량행위 혹은 적어

16) 대법원 1995. 12. 12. 94누12302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주택조합의 설립인

가를 강학상 인가라고 판단하면서도 재량행위로 보고,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

합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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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속재량행위로 보기 때문인데, 강학상 인가가 기속행위라고 본다면

위 판시는 부당하다. 강학상 인가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신청이 법

령에 정해진 요건을 불충족했을 경우로 한정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

다. 또한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있을 때 법령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재량을 행사할 수는 있다. 따라서 일단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 행위의 신청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공익적 요청을 이유로 거

부하는 것은 강학상 인가의 성질에 배치된다.

기본행위와 보충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강학상 인가는

기속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본행위가 주가 되고 인가는 이를

보충하는 부수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기본행위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

었음에도 재량을 발동하여 인가를 거부하는 것은 인가의 성질 및 기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처분을 강학상 인가라고 보면서도

인가의 성질과 모순되는 판시를 한 판례들은 유독 정비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종전 판례가 정비조합설립인가를 강

학상 인가라고 본 태도에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지점 중 하나이다.

2. 수정인가 및 부관부가의 가부

(1) 수정인가 허용성

원칙적으로 인가권을 갖는 행정청은 그 내용대로 인가를 하거나 거

부할 수 있으나 수정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17) 인가는 기

본행위에 더해 새로운 내용을 창설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정

인가는 기본행위에 보충적으로 효력을 부여한다는 강학상 인가의 본질에

반한다. 따라서 주된 행위인 기본행위를 보충행위가 수정하지 못한다고

백한 경우에,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

다.

17) 김동희, 앞의 책(행정법Ⅰ), 293면; 김중권·최종권, 앞의 논문(‘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각종 인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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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다수설은 타당하다.

(2) 부관의 허용성

부관은 행정청이 추후 사정 변경이 있어 행정행위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철회권의 유보

등을 부관으로 부과하거나, 부관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적응력과 유연성을 높이고 상대방

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한다.18) 따라서 강학상 인가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법적 혹은 사실상태가 추후 변동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인가에 부관

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또한 기속행위인 행정행위라도 법률

의 요건을 충족하게 하기 위한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을 부여하는 것이 가

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강학상 인가에도 부관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강학상 인가에 부관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

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19) 강학상 인가의 개념, 부관 부과의 기준 등

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생략하고 있다. 학설과 판례는 부관의 허용성을

판단할 때 당해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를 기준으로 구

분하기도 한다. 즉,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부

관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다.20) 그렇다면, 앞서 본 바

와 같이 강학상 인가가 기속행위라고 본다면, 강학상 인가에 부관을 붙

18) 장태주, 「연구논문: 행정행위 부관의 기능과 한계」, 『법조』 제25권, 2003, 37

면.

19)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과 관련하여 기본재산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

로서의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것이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중 어느 종류의 부관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관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강학상 인가에 철회권 유보를 인정한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참조. ; 강학상 인가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는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가50044 판결 참조.

20) 박균성, 앞의 책(행정법강의), 166면.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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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속행위와 재량행

위의 구별이 상대화하고 있음에 착안할 때,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는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

할 것이 아니고 개개의 행정행위의 목적·성질과 부관의 형태 등을 아울

러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21)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강학상 인가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부관을

부과할 수 없지만, 법률요건충족적 부관을 부과하거나 사정변경을 고려

한 부관을 부과할 수 있다. 사정변경을 고려한 부관은 예외적인 경우이

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행위인 계약이 인가

를 통해 유효하게 되면, 이를 기초로 수많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질 것이

고 사정변경을 이유로 추후에 인가를 취소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크

게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강학상 인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전제했을 때, 부관의 종류에

따라 부관 부과의 용이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 부담은 본처분과 독립성

이 인정되어 부담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인가는 온전히 유효할 수 있다.

또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강제를 하거나 불이행에 대한 과태

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으므로22) 인가에

부담 형태의 부관을 부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허용된다. 한편, 강

학상 인가를 통해 기본행위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그 법률행위

의 안정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신뢰의 보호가 요청된다는 점에

착안하면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하도록 하는 강학상 인가의 효력을 제

한하는 내용의 조건이나 기한, 철회권의 유보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인

정해야 한다.

21)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Ⅰ』, 법문사, 2005, 237면.

22) 선정원, 앞의 논문(인가론의 재검토) 184-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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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론

강학상 인가는 그 본질상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정 요

건에 대한 심사만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재량권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줄어들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공익상 이유를 들어

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강학상 인가가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는 별론으로 하고라도 강학상 인가에 법률요건충족적 부관

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부담 형식의 부관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수정인가는 불가하고 강학상 인가의 효력을 후발적 사유로 철회하

는 부관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므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Ⅱ. 강학상 인가의 하자와 기본행위의 효력

1. 강학상 인가의 취소

보충행위는 기본행위가 존재함을 전제하므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

나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어떠한 효력도 없다.23) 따라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

본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보충행위를 직접 다툴 수 없

다. 판례의 타당한 설명과 같이 기본행위를 다툴 수 있을 때 보충행위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24) 따라서 보충행위 그 자

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보충행위를 직접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된

다.25)

23)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누152 판결.

24)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 “강학상의 ‘인가’에 속하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기본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5)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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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학상 인가와 공정력

강학상 인가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강학상 인가는 행정

청의 직권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행정행위로서의 공

정력을 갖고 그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강학상 인가의 효력이 기본

행위를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완성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강학상 인가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강학상 인가의 효력을 받아 성립한 기본행위 또

한 계속 유효하다. 다만, 기본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기본행위인 법

률행위가 취소나 무효로 되는 등의 경우 보충행위는 부종성에 따라 효력

을 상실하게 된다.

(2) 강학상 인가의 취소와 기본행위의 효력

강학상 인가가 그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되는 경우 혹은 직권

취소된 경우에 기본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취소판결은 취소의 효과로

당해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형성효를 가지며 이 형성효는 처분시로

소급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배제시킨다. 따라서 인가가 발급된 후 인가

가 취소되면 인가는 처분시로 소급해 그 효력이 소멸한다. 그런데 인가

가 소급적으로 취소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해보면, 인가의 취소로

곧바로 기본행위의 효력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인가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인가를 필요로 하지만 인가가 존

재하지 않는 기본행위가 남게 되어, 결국 인가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의

기본행위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강학상 인가

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인가 이전에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효력을 발

생하지 않지만, 적어도 ‘계약행위’ 또는 ‘선임행위’ 등의 실체가 형성되어

있고 그에 사실상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계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보충행위의 취소의 결과 기본행위도 ‘소급적’으로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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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상실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가가 취소됨과 동시에 기본행위는 장

래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는 인가가 발급된 이후부터

인가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게 성립한 기본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와 연결되고, 나아가 이러한 기본행위를 유효하다고 믿고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신뢰 보호 문제와도 관련된다. 이는 특

히 정비사업과 같이 기본행위인 조합설립계약 등이 체결된 이후부터 그

에 대한 인가가 발급되기 전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중요한 쟁점으

로 부각될 수 있다.

(3) 강학상 인가의 취소와 소급효

인가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면 하자 있는 인가를 통해 효

력이 발생했던 기본행위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것

이 기본행위와 보충행위의 견련관계와 보충행위의 형성적 효력을 고려했

을 때 타당하다. 기본행위는 인가 없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인가

가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 그간의 기본행위도 인가가 없었던 기본행위

가 되어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그 이전까지 유효한 기본행위를 기초로

한 제3자에 대한 법률효과도 모두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무효인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법률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학상 인가는 공익적 요청이 특히 높은 사안에서 행정청의 개입을 허용

한 것을 상기하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여지가 있

다. 물론, 강학상 인가를 취소하면서도 선의의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야 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강학상 인가를 취

소하는 경우 기본행위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원은 특정 행정행위를 강학상 인가라고 판단하면서 그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발생할 법적 파급효과인 기본행위의 소급적 소멸을 고려

하여야 할 필요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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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학상 인가의 무효

강학상 인가에 무효사유의 하자가 있을 때, 당해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가에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는 때와 달리, 무효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인가

는 공정력이 없다. 그렇다면 인가가 무효라는 이유로 곧바로 기본행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생각건대, 당해 인가가 무효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

인지 아니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인이 미리 판단하여 기본

행위를 다툴 가능성이나 방법을 달리 하게끔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가 자체의 고유한 하자인 경우 항고소송으

로, 기본행위의 하자인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하고, 항고소송에서 인

가의 하자의 중대성을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안정과 신뢰의

원칙에 부합한다.

한편, 인가의 취소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당해 인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 곧바로 기본행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할 수 있다. 인가가 취소된 경우 기본행위가 소급적으로 효

력을 상실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단순위법의 취소사유보다 위법성이 현

저하게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인 경우에도 기본행위의 효력을 소급적

으로 상실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되다.

3. 소결론

강학상 인가는 그 자체로 고유한 하자를 가질 때, 이를 이유로 인

가의 취소소송 혹은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가의 하자가

취소사유인 경우 인가의 공정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법원이나 행정청에

의해 취소된 경우 인가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 결과 보충행위



- 26 -

가 없는 기본행위만이 남고, 이러한 기본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가의 하자가 무효사유인 경우

에도 마찬가지이다.          

Ⅲ. 기본행위의 하자와 쟁송방법

1.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의 취소

강학상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

행위의 취소나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을 통한다. 기본행위가 사법행위인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는 민사소

송으로 다툴 수 있고, 공법상 계약이나 공법행위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나 당사자소송을 통할 수 있다. 위에서 논한 것과 같이 인가가 적법하나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들어 그 인가행위의 취

소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기본행위는 적법하

나 인가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있

다.

(1) 쟁송방법 선택의 문제

법원도 위와 같은 논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인은 올바른 소송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의 하

자를 구별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명

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본행위가 결의이고 결의

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동의율을 충족해야 할 때, 동의율을 충족

하지 못한 경우 기본행위는 하자있는 결의가 된다. 그러나 동의율 요건

을 갖추지 못한 결의임에도 이에 인가를 발급한 경우 인가는 인가 요건

을 충족하지 못한 채 발급된 것으로 인가 자체에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의 및 인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소송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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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구별하여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법원 또한 실제로 기

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의 하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기준을 찾기

힘들다. 따라서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기본행위나 인가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의 성패가 좌우될 우려가 있다. 하자의 사유를 잘

못 파악하여 관할을 위반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각하를 당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물론 판례는 민사사

건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하거나,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적법한 관할의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나26) 여전히 당사자는 소

송의 형태를 선택할 부담을 갖고,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 각하 당할 가

능성을 염두해야 한다.

(2) 각하의 유인

원고에게는 각하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하자의 사유에 대한 판단이

법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강학상 인가의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즉,

법원은 원고가 기본행위에 대한 하자를 이유로 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여, 법원이 겪을 소송

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는 이른바 ‘각하의 유인’이며,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이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시가 나오기 전까지의 과거

판례들이 강학상 인가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실제 사건

들에서 법원이 강학상 인가의 하자와 기본행위의 하자를 명확히 구분하

였는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으며, 그 판단의 불이익은 모두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했다. 또한 각하의 유인이 활발하게 작용할수록, 강학상 인가

와 관련한 분쟁의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상당부분 차

단되게 된다.27)

26)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27) 김종보, 앞의 논문(강학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 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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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소송 등의 원고적격

강학상 인가가 복효적 행정행위로 처분의 상대방 이외에 제3자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제3자도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

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원고적격은 처

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행정소송법 제12조). 판례는 법률상 이익

의 의미를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으로 보고, 국민 일반이 갖는 추상적

인 이익이나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

는다고 판시한다.28)

판례에 따라 강학상 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따져

보겠다. 우선, 강학상 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 거부처분이 발급된 경우,

그 당사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구하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보통 인가 신청을 하는 자는 기본행위의 당사자와

동일할 것이고, 기본행위의 당사자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도, 인가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한편, 기본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

이 있는 원고적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행위에 대한 인가처분으로 인

해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강학상 인가란 원칙적으로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시켜주는 것으로, 그 법률적 효과란

기본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그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주

는데 국한한다. 그에 따른 제3자의 이익의 변동은 부수적이거나 사실적·

간접적인 이익의 변동인 것이 원칙적이다. 하지만, 기본행위의 내용에 따

라 개별적·구체적으로 제3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도 있고, 이는 일반

적으로 복효적 행정행위의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법리와 동일할 것이다.

28)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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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에 대해 제3자는 건축허가를 통해 자신의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

상 이익이 침해됨을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29) 기본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면 이를 입증한 제3자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3. 소결론

강학상 인가를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인가 고유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이 원칙이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인가처분의 직접상대방인 기본행위의

당사자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제3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원고적격

을 갖는 당사자는 소제기시 기본행위의 하자인지, 강학상 인가의 하자인

지를 판단한 후 적법한 관할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법

원은 각하의 유인으로 강학상 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이 인가이론

의 발달을 가져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Ⅳ. 인가와 허가, 특허의 중복

강학상 인가이론은 민사적 법률관계의 효력발생을 행정처분에 의존

시킨다는 측면에서 사인 간의 법률행위를 통제하는 강력한 공법적 수단

으로 보일 수 있지만, 허가나 특허처럼 일정한 처분의 대상에 법적인 권

한을 새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한 행

정행위이다. 강학상 인가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행정청의 개입 필요성이

높아진 경우 강학상 인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인가를 통해 민사적 효력을 통제하는 것과 별도로 공법적

29)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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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이 필요해지는 공백이 생기면 강학상 인가는 허가 또는 특허와 결합

하여 하나의 처분 속에 혼재할 수 있다.30) 인가와 허가 또는 특허가 서

로 양립 가능하며 실제로 그 경계가 모호한 지점이 발생하는 것이 인가

에 대한 이해를 더 어렵게 하지만, 형식과 용어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31)

30) 이원우, 「허가·특허·예외적 승인의 법적 성질 및 구별」, 『행정작용법(중범 김

동희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5, 120-143면.

31) 한 처분에 강학상 인가와 설권적 처분이 혼재할 수 있다는 판례로는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882 판결 참조. “관할관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

도.양수에 대한 인가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효

과를 완성시키는 의미에서의 인가처분뿐만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 양도인이 가지

고 있던 면허와 동일한 내용의 면허를 부여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

어서, 양수인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개인택시 운

송사업면허취득의 자격요건인 운전경력에 미달됨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관

할관청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개인택시 운

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양수인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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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비사업과 강학상 인가이론

이상으로 강학상 인가이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폈고, 아래에서

는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검토하도록 한다. 강학상 인가이론

을 적용하는 방식의 당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구조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비사업의 본질을 이해한 후

판례와 학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겠다.

Ⅰ. 정비사업 개관

1. 도시정비법의 제정

1970년대 이후 도시화, 산업화의 과정에서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

법(이하 ‘주촉법’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공동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었

고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 등장

하기 시작한다. 도시 형성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 시가지를 재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량하는 것이 ‘정비

사업’이다. 종래에는 도시 및 주거 정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

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독립적으로 개별 법률에 의해 시

행되었다. 이 사업들은 그 목적과 대상지역이 거의 유사함에도 정비기반

시설의 부족여부, 주택의 노후화 정도, 저소득 주민의 집중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적용되었다. 그 결과 각 사업방식은 도시계획

적 측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진행되었고 난개발과 낙후지

역의 생산이라는 도시문제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응한 개선책으로 2003

년에 등장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32)

32) 김종보·전연규,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Ⅰ-상권』,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2010, 2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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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정비법의 특징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은 각각 주촉법과 도시재개발법

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던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규율하고,

재개발사업의 체계와 틀을 재건축사업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제정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과거 재개발사업은 행정청의 관리 하에 진행된 것에

비해 재건축사업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합의하여 진행하였고

그러다보니 사업성이 보다 부각되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따

라 재건축사업이 재개발사업에 적용되었던 강력한 공법적 통제의 대상에

포섭되게 되며 재건축사업도 진행단계에 따라 각종의 행정법상 처분에

직면하게 되었다. 도시정비법 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의 지

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비용부과처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고시’, ‘청산금 부과처분’ 등의 ‘처분’과 함께 진행된다.33)

위와 같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각 과정에 처분이 개입됨으로써 공

법적 통제가 강화된 것은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한 취지가 반영된 결

과이며 특히 재건축사업에의 공법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

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

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도시정비법은 큰 틀에서 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계열의 법률이다. 따라서 도시정비

법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추구함을 염두하고,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정비사업의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정비사업의 개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강력한 공법적 통제 하에 놓인

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재건축사업에서는 매도청구소송을(제39

조),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수용방식(제38조)을 채택하는 점, 재건축사업

33) 김종보·전연규, 앞의 책(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Ⅰ-상권),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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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안전진단(제12조)을 시행한다는 점, 사업동의의 방식(제16조 등) 등

에서 차이를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개괄적인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34) 정비사업은 크게 세 단계의 행정계획을 거쳐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특징이다.

Ⅱ. 도시정비법의 인가제도

1. 도시정비법의 인가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다른 개발사업과는 달리 공공성을 갖

기 때문에 행정주체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인가를 통해 사업주체인 정

비조합을 설립한다. 이후에도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곳곳에 행정

청의 승인, 인가, 허가가 개입하고 법을 위반한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되기도 한다.

도시정비법 조문들을 살피면, ‘결정, 승인, 인가, 허가’ 등의 용어가

34) 김종보, 「새로운 재건축제도의 법적 쟁점」, 『한국공법이론의 새로운 전개, 목

촌 김도창박사 팔순기념논문집』, 2005,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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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히 등장하는데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다양

하게 나뉜다. 이는 무엇보다 법률용어의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입법현실에 의해 각 용어의 강학상 의미와 실질적 의미에 괴리가

초래된 것이고, 한편으로는 입법자가 법해석주체에게 그 해석의 임무를

맡긴 의도일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도시정비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

피며 각 정비사업 단계에서 등장하는 ‘인가’의 형태를 살펴본다. 입법적

으로 ‘인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이것이 곧 강학상 인가와 동의어임

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2. 조합설립인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비조합이 사업시행자

로서 시행하는데(제8조) 조합설립을 완성시키고 공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제16조). 조합설립인가의

절차는 ①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구성,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진

위원회 승인, ③ 조합설립결의(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정관작성), ④ 조

합설립인가신청, ⑤ 시장·군수·구청장의 조합설립 인가, ⑥ 조합의 조합

설립 법인등기이다. 이 과정을 통해 공법상 사단법인인 정비조합이 창설

되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제11조).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주체는 시장·군수·구

청장이며 그 처분의 상대방은 인가를 신청하는 신청자 및 조합원이 된

다. 행정청은 정관의 적법성 및 공법인의 사업수행에 대한 신뢰도를 심

사한다.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를 통해 창설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확보

를 위해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39조). 이 소송에서 피고가 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자체의 진척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과정에서의 하자 또는 인가의 하

자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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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적법한 소송의 형태선택 등이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왔다.

3. 사업시행인가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위와 절차를 포괄하여

넓은 의미의 사업시행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기획, 토지소유권의

확보 등 개발사업의 진행, 자금의 조달, 주택의 분양 등 사업의 계획단계

부터 종료단계까지의 진행과정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을

세워 일종의 설계도를 완성하는 것이 이 단계의 주된 과제이며 그에 대

한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사업시행인가의 주된 목적이다(제28조). 구체

적인 인가의 과정을 살피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도시정비법 제30조의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제28조 제1항). 행정청은 사업시행계획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심사

하며 심사권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면 사업시행자는 그에 기초해 토지의 수용,

철거 및 착공, 이주대책, 인·허가의 의제 등에 따른 집행행위를 할 수 있

고 이를 위한 개별적 처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즉,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에 따른 결과물인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배분하고 관

리하며 청산하는 처분을 관리처분이라 하고, 관리처분계획은 이 처분의

내용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제48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

립하면 시장·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한 후 인가

한다. 분양신청현황을 근거로 작성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권리·의

무의 내용이 확정되고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관리처분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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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으로서 장래의 소유권 귀속을 확정하는 역할을 하고, 직접적인

소유권 변동은 그 집행행위인 이전고시를 통해 실현된다.35)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의 법적 성격과 그 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계

획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과 비슷한 궤를 그리며 논의가 진행

되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 취소소송의 대상 및 피고적격의 문제

가 특유의 쟁점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Ⅲ. 구법시대의 강학상 인가

1. 구법시대 정비사업

(1) 구법시대의 의미

본고에서 ‘구법시대’라 함은 재건축·재개발사업에 국한하여 보았을

때, 도시정비법이 제정되어 정비사업의 방식이 대폭 변화하게 된 시점을

기점으로 도시정비법 제정 이전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시정비

법 제정 이전에는 주촉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

개발사업이 구분되었다. 이 절에서 특히 구법시대의 강학상 인가를 언급

하는 이유는, 구법에 의해 규율되는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의 그것에

비해 공법적 통제가 미약했고 이러한 법규와 실상을 바탕으로 판례가 형

성되어 오던 것이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이후의 판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현행 도시정비법과 차이가 나는 구법

시대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살펴보고, 강학상 인가이론이 적용된 국면

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35)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58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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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법시대 정비사업의 특징

구법시대 즉, 도시정비법의 도입 이전에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

업이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하여 실행되었고 그 양상 또한 차이를 보였다.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진행되었고 공법에 의해 사업의 각

진행단계가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통제되었던 것에 비해, 재건축사업은

주촉법에 의해 시행되며 비교적 온건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재건축사

업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식이었던 것은 재건축사업은 행정청의 개입이

적고 대체로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차이점에 대

해 더 자세히 다루겠다.

2. 구법시대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차이점

(1) 규정 일반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지정을 해야 한다. 재

건축사업의 경우 이와 같은 기본계획이나 구역지정행위가 선행되어야 한

다는 규정이 없다. 재개발사업의 조합과 시공자는 공동시행을 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조합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조합은 공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조합 임직원의 경우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

용되어 공법인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반면 재건축조합은 시공자와 공동

시행을 할 의무가 있고 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 취급된다.

당시 추진위원회 승인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며 조합설립인가의

동의요건을 갖춰 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건축사

업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전체의 4/5이상의 결의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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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처분의 존부

재개발사업은 사업단계별로 행정처분이 존재한다는 점이 재건축사

업과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다. 즉, 재개발사업은 행정청의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구역지정이 선행되고, 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가 행

해지고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전고시를 통한 분양처분이 이루어졌다. 청

산금은 분양처분 이후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부과되었다. 그 과정에서 사

업시행자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수용한다.

반면 재건축사업은 처분이 개입하는 경우가 적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승인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 청산

금부과 규정이 없었다.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승인 이외에 경미하

게나마 행정청이 개입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부과되고 주택건설업자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등의 행정청의 관리

는 있었다. 재건축사업에 유독 행정청의 개입이 적었던 이유는 재건축사

업의 기초는 사인간의 법률관계라는 개념이 전제되었기 때문이고 반대로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크게 부각되었던 반사적 효과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와 함께 현실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재개발사업에 비해 수익성

이 좋아 사업주체에게 유리한 사익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었다.

(3) 소유권 이전의 방식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수용법을 준용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

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법에서 ‘집합건물의 소

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해 매도청구의 방식으로 하게 하

였다. 토지수용방식을 택함은 재개발사업의 공공필요가 인정되었다는 점

과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적어도 행정청에 준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는 점을 증명한다. 반면에 재건축사업이 매도청구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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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은 조합원의 합의와 민사적 법률관계로 규율된다는 관념이 영

향을 미친 것이다.

(4) 소송의 형태

법령의 내용에서부터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공법적 통제의 정

도와 행정처분의 개입 정도에 차이가 있었기에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

의 법적 성격을 다르게 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이 차이는 각 사

업의 단계에 따른 소송의 형태에서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조합을 설립

하여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 혹은 조합원 구성, 비용분담의 결과 등에 반

대하는 자는 조합설립인가를 다투기보다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을 민사

소송으로 제기36)하였고,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조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전을 청구하는 매도청구소송37)을 진

행하는 일들이 빈번하였다. 매도청구소송에서도 재건축조합이 민법상 비

법인사단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그 소유관계가 준총유관계에 속하기 때문

에 민법상 사원총회결의를 거쳐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완전히

민법적 관점에서 분쟁을 해결하였다.

3. 구법시대의 재건축사업과 강학상 인가

구법시대의 재건축사업은 행정통제가 미약하고 사인간의 합의로 진

행된다는 관념이 강해 재건축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

을 민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판례의 태도가 정립하였다. 구법시대 법원

은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을 강학상 인가로 보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며, 기본행위의 불성립이나 무효를 이유로 인가처

36)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

57205·57212 판결.

3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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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38)

반면에 재개발사업의 경우 각종 인가가 행정처분으로 행해진다는

점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기반으로 분쟁을 행정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익숙하였다. 사업시행인가처분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퉜고39) 이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 하에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

하고 있는 공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로 본 것에 근거한다.

구법시대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가나 승인을 강학상 인가로 본 것

은 일정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재개발사업과 비교했을 때 재건축사

업의 공법적 통제가 약하고 사익추구성이 부각되며 행정청이 분쟁의 당

사자가 되기보단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민사

적 분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기로 하는 결의를 기본행위로 하고 이에 보충적으

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강학상 인가를 보충행위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법시대 당시에도 재건축사업이 사인간의 법률관계

로만 구성된다고 할 수 없고 조합이 민사관계만으로 온전히 규율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기에 구법시대의 인가가 강학상 인가

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단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4. 소결론

구법시대의 인가의 경우 강학상 인가로 설명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창설적 효과를 갖는 성질이 있음을 설명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구법시대와 비교한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

38)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854 판

결.

39)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1누8166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3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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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더욱 강력한 공법적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고 재건축조합이 수용권에

버금가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에 재건축사업의 각종 인

가를 강학상 인가로만 설명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가 갖는 설권적 측면을 과소평가하는 일이다. 따라서 구법시대와 달라진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의 고유한 정비사업의 특징을 분석할 필요성이 부

각된다.

Ⅳ. 정비사업에 관한 분쟁의 현주소

구법시대의 논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법원은 특히 재건축사

업에 관한 분쟁을 통해 강학상 인가이론을 발전시켜왔다. 민간주도의 사

업이라는 발상과 행정청의 심사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각하의 유인

등은 정비사업의 실체와 별개로 법원이 인가이론을 활발히 사용하는 원

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이래로 정비조합은 재

건축·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사업시행자로서 행정주체의 기능을 담당하

며, 내부적으로는 다수 이해관계인이 결합된 복잡한 실체를 갖기 때문에,

강학상 인가이론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한편, 재건축사업을 민사소송으로만 이끌어가는 경우 법원은 현실

과 괴리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소송으로 정비사업 분쟁을 해

결하게 되면, 법원은 정비사업의 공공성, 행정청의 처분의 공정력,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을 통한 통제의 가능성 등은 검토할 수 없고 인가를 발

급한 구청장이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법원은 조합원 사이의 민사

적 합의의 요건을 결여하였는지 등만 살피고 조합결의를 쉽게 무효화 하

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결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사업을

무산시켜 버리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파급효과를 창출한다. 그렇기 때

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이 일정 단계 진척된 사업장은 법원이 사업을 무효

화하는 판단을 내리더라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정비사업

의 각 단계가 갖는 고유한 성질을 배제하고 구청장을 피고에서 제외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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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법원의 판단이 구청장을 구속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

라 구청장 또한 법원의 판결과 다른 방향으로 독자적으로 사업장을 통제

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종합적으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더욱

난해하게 만들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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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합설립과 인가

이하에서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특히 집중하여 각 단계별

인가의 모습을 살피고, 구체적으로 인가의 법적 성격 및 분쟁해결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더불어 분쟁이 집중된 쟁점들에 관한 법원의 논증과

정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제 1 절 정비조합의 의의와 특징

Ⅰ. 정비조합의 의의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결성된 토지등소유자의

단체를 정비조합이라 한다. 도시정비법 제정 이전의 재건축조합은 주촉

법에 따라 민영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일종으로 사적인 개발사

업자로 인식되어왔다. 이에 비해 재개발조합은 전형적인 공공조합이자

행정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40) 공법인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이후 재

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은 도시환경정비조합과 함께 ‘정비조합’으로 통칭

되며 모두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상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었고(제18

조) 그 결과 재건축조합에게도 재개발조합만큼의 상당한 행정처분권이

인정되게 되었다.

Ⅱ. 정비조합의 법적 지위

1. 정비조합 등장의 연혁

재개발사업은 본래 공공성을 지향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토지 또

40) 김동희, 앞의 책(행정법Ⅰ), 80면.;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

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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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축물 소유자의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고 건물을 철거하며 이

주대책을 마련하는 등 급진적인 방식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권력을 행사

하는 것이 사업의 원형이다. 이때 토지등소유자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

방으로 재개발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에 강한 반발을 하는 등 행정청과 대

립각을 세웠다.

지역주민의 심한 반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재개

발사업의 의사결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이

후 도시재개발법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에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었다.41) 다른 한편, 재건축사업의 경우 순수 민간사

업으로 진행되어왔다. 이후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정비조합에 대한 공

법적 통제 방식이 통일되었고 재건축사업의 각 단계에도 행정청의 개입

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정비조합의 법적 지위

(1) 사업시행자

정비조합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다(제8조). 따라서 정비조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대신하여 사업시행자로서 권력적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공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조합은 토지수용,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 청산금 및 부과금의 부과·징수 등을 발하여 그

상대방인 조합원들을 구속하고, 조합의 구성원인 토지등소유자인 지역주

민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사업의 전(全)과정에서 행정청

의 관여를 받게 된다.

41)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3, 433-4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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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상 사단법인

도시정비법 제18조에 의해 명시적으로 법인격이 인정되는 정비조합

은 공법상 사단법인이다.42) ‘조합’이라는 명칭과 별개로 정비조합은 도시

정비법이라는 공법을 근거로 설립이 강제되며 도시정비법상 특수한 공공

의 설립 목적을 가지고 독립한 공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또한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제84조)도 공법상 법인의 특징이다.43)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조합명의로 취득·등기하여 일반분양자에게 이전하

는 과정에서 조합의 독자적인 법인격이 드러난다.

(3) 행정주체

행정주체란 행정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부여된 공행

정의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하며, 행정주체 중 공공사무를 집행하는 것

을 존립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법인이라 한다. 정비조합은 정비사업 과

정에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수용을 하며 환지처분, 이전고시 등의 행정

처분을 발하며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44)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 불

복할 때 조합을 상대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조합은 설립단계에서 인가라는 통제를 받고 사업시행계획, 관리처

분계획, 실시계획 등의 입안권을 보유하면서도 각 계획은 행정청의 인가

를 통해 확정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청의 인가 없이는 조합의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으며 조합의 정관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가 이후에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조합이 각종 처분을

42)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5헌바47 결정.

43) 재건축조합을 공법인으로 본 대법원 판결로는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

97737 판결.

44) 이에 대해 대체로 이견이 없다. 김종보·전연규, 앞의 책(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

야기Ⅰ-상권), 592면 ; 장찬익·송현진,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명문사,

2007, 2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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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할 수 있다.

Ⅲ. 소결론

정비조합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법상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행정주체의 지위를 겸한다. 따라서 정비조합은 처분을 발급할 수

있는 공법적 지위를 갖는다. 한편, 재건축조합의 경우 재개발조합에 비해

사인 간의 결합체적 성격이 부각되는 면도 있으나, 도시정비법의 시행으

로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규율되고, 재개발조합의

경우 행정청이 원형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조합 또한 행정주체

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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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Ⅰ.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1. 문제 제기

현재 도시정비법상 정비조합의 법적 성격을 살펴본 이유는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설립인가에 대한 소송의 형태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특히 재건축조합의 경우 사법적 성격과 공법적 성격이 혼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더욱 문제가 된다. 공법인 혹은 행정주체인 조합에 관

한 분쟁으로 본다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형식으로 처리

되어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당사자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민사적 합의인 기본행위의 분쟁을 강조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

다. 따라서 정비조합의 법적성격과 더불어 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의

조합 및 행정청이 발하는 각종 처분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선결문제이

다.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추

진위원회승인 등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45)

2. 견해의 대립

조합이 사업시행자, 공법상 사단법인 행정주체의 성격을 갖게 되는

데 큰 이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을 위한 인가의 법적 성격에 대

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지속되어왔다.

(1) 강학상 인가로 보는 견해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등장하기 전까지 대법원 판례46)의 지속

45) 천종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의 법적 성격과 그에 대한 쟁송형식」, 『판례연구』 제22집, 2011,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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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입장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을 강학상

인가로 보는 견해가 학계에서도 다수설47)이었다. 조합설립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는 행위 또

는 그 결과인 정관을 기본행위로 보고 행정청의 인가는 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라고 해석한다. 이를 지

지하는 학설은 대체로 재건축사업의 경우 특히 공공성이 강하지 않은 점

에 주목하며 정비사업의 정당화 권원을 ‘소유자들의 개별적 의사결정의

총합’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을 기본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민사적 법률관계인 기본행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민

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소송의 취소나 무효사유에 국한

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의 구제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제시한다.48) 강학상 인가이론에 따르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툴 때에는

기본행위 자체를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기에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

재건축결의 무효소송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기본행위의 하자

를 이유로 설립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

이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

실제로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입장을 바꾸기 전까지 재건축

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해 강학상 인가라고 판단한 태도를 견고히 유지해

왔다. 이 주장이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구법시대부터 재건축조

46)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854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관할시장 등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불량·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

위일 뿐이므로 그 기본되는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

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

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에 하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써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

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7) 김동희, 앞의 책(행정법Ⅰ), 292면.

48) 권영준, 「재건축에 관한 의사결정 : 재건축결의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제45-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9, 369-3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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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 민간주체의 결사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

설립의 실체를 분석할 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둔 법

원은 기본행위의 불성립 내지 무효 그 자체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분쟁해결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이에 더해,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사

업을 좌초시키기 어려운 현실적 부담이 작용하여, 조합설립인가 취소소

송이 제기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담을 회

피할 수도 있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조합설립 과정에서 행정청의 인가를 비중 있

게 인식하기보다는 결의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결의 자체의 하자를 민

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 외에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당사자 구제에 더 유

리한 점, 항고소송의 유형이 재건축 분쟁의 다양성에 비해 한정된 점 등

이 조합설립에 관한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유도하는데 일조하였다.49)

(2) 설권행위로 보는 견해

1) 설권행위의 의의

설권행위란 행위의 특정 상대방을 위해 새롭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능력을 설정, 포괄적 법률관계 또는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강학상 광의의 특허’라고 하며 그 중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강

학상 협의의 특허’라고 한다.50) 설권행위는 공익적 관점에서 행정청의 재

량 인정의 폭이 크다.51) 당해 행위가 취소되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

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행위의 전제나 요건이 된 행위가 무효로

된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또 설

49) 김종보, 「재건축결의무효의 공법적 파장(波長)」, 『서울대학교 법학』제49권

제2호. 2008, 194면.

50) 김동희, 앞의 책(행정법Ⅰ), 289면.

5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6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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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행위의 요건이 된 행위의 하자는 설권행위 자체의 하자로서 당해 행위

에 대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즉, 설권행위의 요건의 하자를 다툴

때에는 설권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 요건 자체를

소로써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

2) 조합설립인가의 설권행위성

판례는 2009년에 종래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던

입장에서 설권행위로 보는 입장으로 전환하며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부합

하는 해석으로 나아갔다.52) 이후 재개발조합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을 설

권적 처분이라고 확정하였다.53) 다만, 대법원은 과거 판례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하는 형식을 취하지는 않아 조합설립인가가 설권적 특성과

함께 강학상 인가의 성격을 함께 갖는지, 설권적 처분의 성격만 갖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제3절 정관과 조합설립인가의 관

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피고, 우선 이하에서는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

격을 설권행위로 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증한 후 설권행위로 보았을

때 조합설립인가의 분쟁해결방법에 대해 검토하겠다.

5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

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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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5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2763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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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권행위인 조합설립인가

(1) 인가 이전의 설립결의의 유효성

강학상 인가의 특징들을 고려하였을 때, 조합설립인가는 강학상 인

가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조합설립인가가 강

학상 인가라면 사인간의 합의인 조합설립결의 또는 그 결과인 정관은 인

가 이전에는 무효이다.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질지라도 조합설립에 동의

한 자는 그 동의대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미 이상의 어떠한 법적 권리·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2년, 조합설립인가가 강학상 인가이론이라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기본행위의 효력은 공법상 관계에서만 문제되는 것

이고, 조합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적 사법관계의 유무효와

는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강학상 인가이론과 어울리지 않는 설시

를 하였다.54) 조합설립인가를 강학상 인가라고 본 태도를 견지했다면 이

판례에서도 인가 이전의 조합설립결의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유동적 무효인 상태의 행위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본안 판단을 함으로

써 정관의 효력 등이 인가 없이도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판시하

였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인가여부와 관계없이 정관과 규약만에 의

해서 사법적 법률효과가 완성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인데, 이는 강학상 인

가의 특성에 정면으로 반한다.

위 대법원 판례는 궁극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설권행위로 판단하기

위한 과도기적 판시이기도 했는데, 정비조합설립결의는 인가 이전에도

유효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현실적으로 결의와 인가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인가 이전에도 조합이 단체성을 유지하고 정관에 따라

54) 대법원 2002. 3. 11. 자 2002그1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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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는 등 법적으로 유효한 중요한 행위

를 한다. 그럼에도 강학상 인가이론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이전까지의 정

관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조합의 지위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는 난점이 있다.55)

(2) 조합설립인가의 재량행위성

둘째로, 강학상 인가가 기속행위에 가까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

설립인가를 강학상 인가라고 본다면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당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설립인가

를 발함에 있어 행정청은 단지 조합이 법령상 조합설립의 요건을 구비하

였는지 여부만 심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업계획이 정비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폭넓게 심사한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참조). 나아가 정비사업은 토지이용에 부담

을 주는 사업으로써 당해 사업장은 물론이고 인근에 사회적, 환경적 영

향을 미치므로 행정청이 인가할 때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공공성과 사

회질서를 고려할 필요성이 강하다. 실제로 판례도 행정청이 조합설립인

가단계에서 폭넓은 재량을 발휘해 심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왔는데, 이는

조합설립인가가 재량행위라는 점을 의미한다.56)

(3) 설권적 처분

정비조합은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함

으로써 비로소 공법인의 지위를 취득한다. 조합은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며 사업시행과정에서 법이 정한 다양한 행정처

분을 발급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조합설립인가

의 핵심적 기능은 정비조합에 공권력을 위임하며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

55) 김종보, 앞의 논문(강학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 340면.

56)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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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여 조합이 처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설립

인가는 설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행정청은

인가를 발급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질 수 있고,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나

동의의 하자는 인가처분 요건의 하자로 되어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인 구역지정부터 권리배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조합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으므로 조합

설립인가를 강학상 인가라고 보아 조합설립시점에 행정청의 통제가 완결

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필요가 적다. 그보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독자

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조합에게 행정청에 버금가는 지위를 부여하

는 특징에 주목하여야 한다.

4. 소결론

정비조합설립인가는 행정주체인 조합을 창설한다는 특징과 인가에

재량성이 인정된다는 점, 인가 이전의 총회결의 등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을 설권적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는

강학상 특허나 허가 등의 용어가 아닌 ‘권리를 설정’한다는 다소 우회적

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강학상 특허와 동일시 할 수 있고, 정

비조합에게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조합설립인가의 핵심적인

역할이다.

Ⅱ. 정관과 조합설립인가의 관계

상론한 바와 같이, 대법원이 조합설립인가의 성격을 설권행위라고

진일보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조합설립에 관련한 분쟁은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통일되었다. 인가처분을 통해 조합

은 최초로 공법인이자 행정주체로 인정받게 되므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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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 한편, 조합설립인가를 설권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설립인가의 성격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조합

의 지위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치고 인가 이전의 조합의 지위 및 정관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에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즉, 대법원

은 기존의 강학상 인가이론을 폐기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을 내지 않으면서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을 설권행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가 강학상 인가라는 종래의 설명이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설립인

가에 있어서 완전히 무의미해지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1. 정관의 효력에 대한 강학상 인가와 설권행위의 차이

조합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는 조합정관의 초안을 작성하고 창립총

회를 개최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을 확

정하고 조합임원 및 대의원을 선임한다(시행령 제22조의2). 이렇게 작성

된 정관과 선임된 임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시 정관에 대한 동의서를 첨

부하여 이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를 받고(도시정비법 제16조) 정관과 임

원선임행위는 장래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한편, 인가 이전의 정관의

효력 및 임원의 지위에 대해서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석이 필

요하다.

(1) 강학상 인가이론과 정관중심형 정비사업

조문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강학상 인가이론은 적어도 인가 이전과

이후의 정관 및 임원 선임의 효력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갖는다. 즉, 정관의 효력은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유동적 무효인 상

태지만 인가 이후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며, 유효한 정관을 바탕으로

조합이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본다. 강학상 인가이론으로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입장은, 정비사업의 중추적 특징을 정관의 합의와 조합원의 사

적자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정관중심형 사업’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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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의 민사적 합의사항을 담은 정관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인가는 정관

의 효력을 유효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본다.57)

(2) 설권행위와 처분중심형 정비사업

한편, 조합설립인가의 성격을 설권행위라고 보면, 조합설립인가 요

건에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할 것 등이 포함되고 인가 이후 비로

소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며 임원선임도 효력을 갖는다. 또한 조합원의

동의는 민법상 조합원의 합의와는 다른 ‘공법적 동의’의 성격을 갖는 것

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법상 처분권을 갖게 하는 정당화의 근거로 작용

한다. 조합설립인가를 설권행위라고 보는 입장은 정비조합이 인가를 통

해 공법인이자 행정주체가 되고 정비사업이 정비조합과 행정청이 발급하

는 각종 처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중심형 사업’임에 초점을 맞춘

다. 따라서 인가 이후에 조합이 강력한 처분을 발할 수 있는 지위를 갖

게 되는데 적절한 설명이다. 하지만, 설권행위가 소급효를 갖는지, 인가

이전의 정관의 효력은 유효한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측면이 있

다.

2. 조합설립인가 이전의 정관의 효력

(1) 학설의 대립

재건축조합설립인가가 설권행위의 성격만 갖는지, 강학상 인가도

병존하는지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조합설

립인가는 조합설립에 대한 설권행위의 성격만을 가지고 인가적 성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찾아 볼 수 있는데58) 이 견해는 조합정관 작

57) 정관중심형 사업과 처분중심형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는, 김종보, 「정비사업의

구조이론과 동의의 평가」, 『일감법학』제20권, 법학연구소, 137-182면 참조.

58) 천종호, 앞의 논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인가의 법적 성격과 그에 대한 쟁송형식), 6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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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임원 선임도 공법인의 지위 취득이나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

라는 점과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분쟁과 정관작성 등

을 위한 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식을 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일

원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견해 또한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인가받기 전의 추진위원회 등이 한 행위의 효력 혹은 조합설립인가의 소

급효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2) 조합설립인가 이전의 정관의 효력

조합설립인가 이전의 정관의 효력과 관련해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

격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조합설립인가에 특허와 강학상 인가가 공존한다고 이해하는

방법이다. 즉, 조합설립인가가 설권행위로서 조합에 공법적 성격을 부여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인가이전의 상태인 정관작성 등의 조합설

립행위를 기초로 한 조합의 행위를 모두 추인하는 효과까지 인정하는 해

석이다.59) 조합설립인가에 설권행위의 권한부여적 기능과, 강학상 인가

의 소급효를 동시에 인정하는 해석으로, 하나의 처분에 강학상 인가와

설권행위가 병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 이 견해는 조

합설립인가가 설권행위일 뿐이라는 주장에 비해 인가 이전의 조합의 행

위의 효력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여전히 강학상 인

가이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가를 통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기 이전에

는 정관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조합 설립 이전의 토지등소유자의 집합체 혹

은 추진위원회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조합설립인가와 별개로 추진위원회의 행위와 조합총회결의가

인가 이전에도 사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물론, 일정한 공법적 효력, 혹은

59) 김종보, 앞의 논문(강학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 3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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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적 지위를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의 구속적 효력을 갖는

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강학상 인가이론을 따랐을 때 인가 이전에는 기본

행위의 법적 상태는 무효인 것에 반해, 이 견해는 정관의 효력 혹은 조

합총회결의의 효과가 적어도 토지등소유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인정하고, 공법적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유효한 합의로 본다. 2002년

대법원은 조합설립행위에 관해 인가 이전에도 정관의 효력을 유효하게

보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합설립행위가 내부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 강학상 인가이론에 수정을 가하였다.60) 이 판결은 비록 구법의 적

용을 받아 강학상 인가이론을 유지하던 때였지만 정비조합의 법률관계를

강학상 인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지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서 의미 있는 판결임은 앞에서도 밝혔다.

(3) 조합설립인가 이전의 단체의 지위

정비조합설립결의는 공법적 동의로서 단순히 단체법적 구속력을 갖

는 것을 넘어서 조합의 공법적 지위를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조합 이전단계에서 실체를 갖는 단체는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로 인정

되는 경우에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법상 자격이 주어지므로(제

13조 제2항), 조합설립인가 이전단계에서도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체는 공

법상 통제에 편입된다. 이와 동시에 추진위원회는 독점적으로 정비사업

을 진행할 수 있는 공법적 지위를 향유한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이전

에도 정관이 유효함은 물론 토지등소유자의 결사체는 공법상 유효한 법

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법률관계는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조합에 포괄승

계된다. 이러한 논리는 인가 이전의 상태가 유동적 무효라는 논리를 배

제하고 조합설립인가 이전단계의 조합의 법적 상태를 안정시키며, 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조합설립인가 이전의 실질적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고

60) 대법원 2002. 3. 11. 자 2002그1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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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 조합설립인가 이전의 정관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에는 설권적 성

격만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강학상 인가는 배

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설권행위인 인가는 장래효가 있어 조합설

립인가 이후 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게 하고, 인가 이전의 법률관

계는 근거 법규와 관계 법규에 의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소결론

조합설립인가 이전의 정관과 추진위원회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유효

하게 형성하므로, 이를 유동적 무효 상태로 전제하는 강학상 인가의 설

명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에 설권행위 이외에 강학상 인가

의 성격이 병존한다고 볼 이유가 없고, 설권행위의 설권적 성격과 장래

효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한편, 대법원이 과거의 판례를 파기하지 않

고, 여전히 구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을 강학상 인가

로 보는 판시가 남아있는 것은61) 구체적 사안에서 주촉법상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을 별개로 판

단해서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분쟁은 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다투며, 예외적으로 인가 이전의 법률관계를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으로 보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

송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쟁송방법

1.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항고소송

조합설립인가를 설권행위로 보게 되면,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의

61) 대법원 2007. 7. 24. 자 2006마635 결정,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169 결

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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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해당하며 인가과정에서 조합설립요건을 모두 심사하게 된다.62)

따라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이는 조합설립인가의 하자가 되므

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소를 제기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는 행정처분

이기 때문에 결국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 확인소송

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더 이상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며, 소송은 조합설립인

가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집중된다. 이러한 변화의 현실적인 장점은, 조합

설립인가의 공정력을 우회하는 민사소송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며 인가

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분쟁을 일원화하여 정비사업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한편, 조합설립인가 이전의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

한지 문제된다. 생각건대, 조합설립인가 이전이라도 추진위원회 혹은 조

합유사의 인적 결합체는 행정주체로 나아가는 중간단계로 공법적 법률관

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인가 이후에 인

가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미리 공법적 법률관

계를 다투어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사자소송이 인정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결의의 하자가 중대하여 사업의 진행을 빠른 시일 안에

막아야 할 경우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추후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행해

지는 것을 저지할 수 있고, 인가처분이 발급된 이후에는 인가처분의 하

자를 다투는데 소송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63) 이 외에 결의 단계에서

민사소송으로 우회적으로 다투는 것은 소송방식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뿐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

6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63) 이우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사,

2010, 636-6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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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1) 인가처분 또는 인가거부처분

이하에서는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소송에서 문제되는 개별 쟁점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

격에 대해 본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률상 이익 혹은 소의 이익

이 있어야 소제기가 적법해진다(행정소송법 제12조). 조합설립인가에 대

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우선,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가처분이

나 인가거부처분 모두에 대해 토지등소유자64)나 임차인65) 등이 원고적

격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인가가 발급된 이후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은 그들에게 유리한 인가가 발급 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등 사업 진행에

따른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

상 이익이 있다. 또한, 재개발조합원은 조합에 강제가입되므로 정비사업

에 반대하지만 가입이 강요된 된 조합원은 사업의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불이익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인가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인가신청을 한 추진위원회가 처분의

상대방으로 원고적격을 갖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도 거부처

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반면, 조합설립에 부동의 한 토지등소유

자는 인가거부처분으로 침해되는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64)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2289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

하지 아니한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

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하므로

그 설립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65) 대법원 2011. 3. 24. 자 2010두29383 판결, “조합설립인가의 무효가 확정될 경우

에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수용재결 역시 위법하게 되므로, 원고들은 위 조합

설립인가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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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합설립결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 원고젹격이 인

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조합설립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거나 설권행

위로 보는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 제3자는 인가의 상대방이 아니고 조합

설립결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적다. 하지

만, 만약 정비사업구역의 이웃 주민이 조합설립단계에서부터 인가처분을

다투어 장래에 침해될 법률상 이익을 주장한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가

능성이 있다.

(2) 현금청산대상자의 원고적격

조합설립인가가 강학상 인가라고 본다면, 기본행위인 당사자는 합

의 혹은 계약관계를 임의로 해소할 수 있고, 그 결과 부종성에 의해 인

가의 효력도 소멸한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는 설권행위이며 자발적으로

조합원이 된 이후에 임의로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에 규정한 사유가 있거나

인가의 효력이 없어지는 경우, 혹은 처분에 의해 조합원 지위가 부정된

경우에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판례는 조합원이 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됨

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도 조합설립인가의 유효 여부에 따라 그

지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

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는 판시하고 있으나66) 이는 타당하지 않다.

우선, 현금청산을 통해 조합원의 탈퇴가 허용된다는 것은 명문의 근거가

없다. 도시정비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사업시행자

가 현금으로 청산할 것을 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곳 조합원의 권리를 인

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사업을 모두 진행한 후

권리배분의 단계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임의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서 벗어나는 것은 공법적 성격을 갖는 정비사업의 효력을 개인이 자의적

66) 서울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누194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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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소하는 것이므로 쉽게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게다가 탈퇴하는

조합원이 부담할 비용을 나머지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

한 자는 이후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소

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해석이 인가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고 법적 안정성에 기여한다.

3.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판단기준

(1) 취소사유

조합설립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볼 때의 문제 중 하나는 하자 사유

를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본안 심사를 받아들일 때도 있고 각하할

때도 있다는 점이다. 조합설립인가를 설권행위라고 보아 행정소송으로의

일원화를 달성한 이후에는 하자가 결의의 하자인지 인가의 하자인지 구

분할 필요가 없어지고, 모두 인가처분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구

체적으로 그 하자의 사유들을 살펴본다.

법에서 정하는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가처분이 위법해지

고 취소의 대상이 된다. 동의율의 불충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취소사

유와 관련하여 이전 단계인 정비구역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이 위법한 경우, 이를 이유로 적법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는 하자승계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각 사업단계

는 독립적이고 각 처분 또한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기에, 선행처분의 하

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

으로 선행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후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67)

따라서 선행처분인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등에 중대·명백한 하

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조합설립인가 자체에 하자가 없다

6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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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2) 무효사유

제소기간 도과 후에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무효확인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68) 조합설립인가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에 해

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

기 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는 태도를 보이며 때로는 정비사업의

안정을 간과한 판시를 한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는 그 후속처분의 기초

가 되는 점, 조합이 발급한 행정처분의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이익이 큰

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건축물이 축조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점, 무효확인판결에는 사

정판결조차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합설립인가의 무효사유는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인가의 무효사유로 자주 등장하는 동의정

족수의 부족이 무효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족수 부족의 정도가 상

당하여 동의가 없다고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동의서의 흠결이 외관

상으로도 매우 쉽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심히 해

태하여 인가를 발급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던 때 인가의 무효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무효 사유는 확장하면서 사정판

결은 허용되지 않아 무효판결의 파급효가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결국

인가의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회피하기

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정도를 엄격하게 요구하여

조합설립인가의 무효사유를 쉽게 인정한 판례들이 다수 존재한다.69) 하

지만 정비사업은 태생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사업 시

작단계에서 정한 비용분담내역이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상당부분 변동할

68)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2842 판결.

69)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1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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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설립초기의 비용분담에 관한 합

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를 이유로 사업

을 무효화하는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례는 조합설립인가를 설권행위로 본 이후부터 무효사유를 축소하

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는 타당한 변화이다. 동의서에 제시된 비용

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

가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70)고 하는 한편, 동의서의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

액’의 기재가 완전히 누락된 경우에는 인가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

당한다고 판시한다.71) 판례는 강학상 인가의 영향에서 벗어나, 무효사유

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무효사유의 판단 기준을 엄밀하게 제

시해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

다.

4. 하자의 치유

(1) 하자의 치유 가부

사업을 단행하고자 하는 조합장은 동의율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합

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 추가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여 정족수를 충

족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 하

자있는 조합설립인가가 적법하게 되는지 문제 된다.

행정법상 하자의 치유에 대한 근거는 불분명한데, 일반적으로 하자

의 치유를 부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공공복지의 실현, 무익한 행정행위의

반복 방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 등을 근거로 허용하기도 한다.72)

70)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

17924 판결.

7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 65 -

판례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

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

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다.73) 다만 이는 취소사유일 때를 전제하며

무효사유의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74)의 태도이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자의 치

유를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조합설립인가의 하자 치유 가부

조합설립인가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다소 엇

갈리는데,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갖고, 흠의 치유를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하자의

치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시75)와 정족수의 부족이 경미하고 재건축

사업의 개요가 변동될 여지가 없는 사안에서 추가 동의서를 징구함으로

써 정족수를 충족하고 추가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었다

고 판시한 바도 있다76)

생각건대, 조합설립인가는 설권적 처분으로 강력한 공법적 효과를

발하기 때문에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사인의 행위에 의해

쉽게 치유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하자의 치유를 인

정하면 조합이 최초 인가를 받을 때 법률 요건을 부실하게 충족시킬 우

72)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3, 325면.

73)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74)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5308 판결. ; 법원은 청문절차의 하자(대법원 1992.

10. 3. 92누2844 판결), 이유부기의 하자(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

등과 같은 경미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였을 뿐 그 외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나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

다.

75)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218 판결.

76)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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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있고, 인가 요건의 하자를 소위 ‘동의율 싸움’이라는 사인간의 분쟁

으로 왜곡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가의 설권행위적 성격을 퇴색시키

고 그 효력을 사인에게 의존시키게 된다. 따라서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시

에 심사를 엄격히 하며 동의서 심사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추후에 하자

가 발견되면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자의 치유를 함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제4절에서 살필 변경인가와도 연결되는 문제인데, 하자의 치

유를 쉽게 인정하거나 변경인가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에는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자들

의 법률상 이익을 후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하자의 치

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론과 실무의 원칙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5. 소결론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분쟁을 인가처분의 취소소송 등의 항고소송으

로 일원화하는 것이 인가의 설권행위적 특성에 부합한다. 이때 조합설립

결의의 당사자가 원고적격을 가짐은 물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제3

자도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면, 조합원이 분양신

청 단계에서 임의로 조합에서 탈퇴하고도 인가를 다투도록 하는 것은 허

용할 수 없다. 한편, 인가처분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고 무효

사유는 최소한으로 인정하고 설권적 처분인 인가의 효력을 유지하는 방

향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인가의 하자를 후발적인 사인의 행

위로 치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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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경인가

Ⅰ.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의의

최초의 조합설립인가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그 내용을 변경

하여 새로운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다. 변경인가는 기본적으로 최초의

설립인가가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인정된 제도이다. 다만 실제로 변경인

가를 최초의 조합설립인가를 폐지하고 새롭게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수단

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판례에서도 변경인가의 법적 성격을 새

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설권행위인 조합설립인

가에 변경을 가하는 변경인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조합설립변경인가

정비조합이 설립인가처분을 받은 이후 그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인가처분에서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인가를 신

청하여야 하고, 다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의

변경77)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신고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제16

조 제1항, 제2항).

7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

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2의2.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조합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의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2의4. 정비사업비의 변경

2의5.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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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의 대상 및 동의권자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인가처

분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 또한 조합설립인가

처분 당시 동의의 대상이었던 것들이다. 다만,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동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경인가신청에 대한 동의권자는 조합설립인가신청시와 같이 ‘토지

등소유자’로 규정한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당

시의 토지등소유자와 동일한 개념인지 입법적으로 불명확하다. 토지등소

유자의 개념은 조합설립인가와 변경인가의 경우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변경인가는 일단 조합설립인가에 의해 조합이 설립된 이후의 일

이므로 그 이해관계인이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토지등소유자와 차이가 발

생하기 때문이다. 조합설립변경인가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원칙적으로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당시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

자로 국한됨이 타당하다. 조합원이 아닌 제3자를 변경인가에 대한 동의

권자로 인정하는 것은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와 변경인가 사이의 관계를

간과하고 이미 조합설립에 강력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조합원의 권리·의

무를 경시하는 해석일 수 있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정비사업에

강제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에 의해 임의로 가입하게 되므로, 구

분소유자나 토지소유자 중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원이 될 기

회를 스스로 박탈한 자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스스로 조합원이 되길 포

기한 자들에게 변경인가의 기회에 다시 동의권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

날 우려가 있다. 한편 예외적으로 정비구역의 면적이 10% 이상 변경되

어 새로운 동의절차가 필요한 경우(시행령 제27조 제3호), 새로 편입된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는 기존의 조합원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동의의 기

회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등소유자는 동의권자로 인정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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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인가의 심사대상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는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변경된 내용

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심사의 대상으로 본다. 즉, 기존에 설립인가를 발

급하였다면 그 인가 과정에서 심사한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은 거치

지 않는다는 것이며, 최초 설립인가가 유효함을 전제한다는 의미도 내포

하고 있다.

Ⅱ. 변경인가의 법적 성격

1. 최초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소의 이익

최초의 조합설립인가가 설권행위라는 대법원 판례가 등장하면서 강

학상 인가의 원리에 따라 인가에 대한 소를 각하할 수 있었던 편의성이

사라지게 되었다.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되었고 조합과 인가를 발급한 행정청, 그리고 조합설립에 대한 분쟁을

직면한 법원은 새로운 문제의 국면을 맞게 된다.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에

하자가 있어 소송이 제기되고 본안에서 다투게 되자, 조합측은 소송 진

행 도중 하자에 해당하는 결여된 요건을 충족하여 변경인가를 받았고,

최초의 설립인가에는 더 이상 하자가 없으니 인가를 다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정비사업의 현장에서는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사업 종료

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수차례 변경 인가처분이 이루

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어떤 인가처분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는

매우 현실적인 과제이다. 그 중에서도 변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당초인

가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이익이 존속하는지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아직까지 법원의 태도는 일관되게 정립되어있지 않아 하급심 판결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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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 상이하고, 대법원 판결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 다음에서는 법원의

주요한 태도들을 살피고 논의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2. 법원의 태도

(1) 종전 인가가 변경인가에 흡수된다는 판결

1) 사안 및 판시사항

우선, 사업진행에 따라 정비구역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처분 이

후 세 차례 변경인가처분이 있었던 사안을 살펴보겠다.78) 조합은 새로

편입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해 조합원을 상대로 동의서

를 받았고, 추가로 징구된 동의서를 기준으로 행정청은 변경인가를 하였

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변경인가가 최초 설립인가를 그대로 두고 새롭게

편입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만 변경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즉, 최초 인가의 기초가 된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면적이 확대된 새로운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 터잡아 다시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최초의 정비구역이 새로운 정비구역에 ‘흡수’되어 일체가 된 상태

에서 변경인가가 발급되었고, 마찬가지로 최초설립인가도 변경인가에 ‘흡

수’되었기 때문에 최초설립인가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

다.

유사한 사안으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가 제기

된 상태에서 조합이 동의서를 재차 징구해 동의율을 충족하게 한 경우,

서울행정법원은 변경인가처분을 당초 조합설립인가와 별개의 새로운 처

분이므로 당초 인가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고, 그 전제에는 일명 ‘흡수논리’가 바탕이 되었다.79)

78) 서울행정법원 2010. 6. 9. 선고 2009구합43741 판결.

79) 서울행정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48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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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명 ‘흡수논리’

일련의 하급심 판결들은 변경인가처분이 당초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기 때문에 이전의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

으며, 그 논증 과정에서 이전 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이하 ‘흡수논리’라 칭한다). 이는 최초의 인가에 대한 소를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수 있어 간이하며 변경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송을 일원화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흡수

논리가 왜 타당한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당초 처분과 그에

기초한 행위들이 어떻게 후발적으로 발급된 처분에 흡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다.

추측건대, 최초의 인가처분의 하자를 인정하여 조합설립자체를 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이미 변경인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적법해진

조합의 설립을 부정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의 대상이 된 인가가 변경되었기에 소송물이 변경인가처분의 위법성

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의 소의 이익을 인정한 판결

반면, 변경인가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인가 요건에 따라 이루어

진 별개의 인가처분이며 당초의 인가처분은 변경인가처분으로 대체되었

다는 논지를 원칙으로 유지하면서도,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기하여

매도청구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초의 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80) 매도청구는 조합이 유효한 조합설립을 전제로 제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인가처분 이전에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면, 최초의 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판단하여 매도청구의 유효성을 따질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판시는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어 변경인가처분이

80)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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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유효함을 전제로 매도청구권의 행사,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관리처분계획의 수

립 등과 같이 후속행위를 하였다면 당초조합설립인가의 유무효에 따라

후속행위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남아있

다고 하였다.81)

위와 같은 판시는 흡수논리에 더해 예외상황을 인정하여 흡수논리

를 수정하였으나 여전히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문제가 있다. 법원은 변

경인가처분을 다툴 때에 최초의 조합설립인가는 다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매도청구소송 등의 후속행위를 한 경

우에만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뒤에서 보듯이 원칙과 예외가 전

도된 결론이다.

(3)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소의 이익

하급심 판결의 태도가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변경인가처분과 기존 설립인가처분82)과 별개의 새로운 인

가처분에 해당하는 변경인가의 경우를 구분하는 태도83)를 보이며 일응

의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행정청이 조합설립변경인가의 형식으로 처분을 했다 할지라고 그

성질은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과는 별개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의 변

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의 변경인가처분에 설권적 처분인 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오히려 변경인가

의 내용이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와 혼합되어 하나의 조합설립인가로 볼

8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8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판결.

8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8773 판결.



- 73 -

수 있으며,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은 여전히 존

재하게 된다. 이는 조합설립인가의 설권행위적 성격을 강조하여 이에 대

한 항고소송을 인정한 법원의 입장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의 해석으로

타당하다.

반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고 총회를 새로 개

최하는 등 조합설립 첫 단계부터 다시 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조합설

립변경인가는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새로이 요건

을 모두 충족해 인가를 받았다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보는 것은 타당

한데, 이때 종전의 설립인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명

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하급심 판례와 같이 종전 설립인가가 변경

인가로 대체되었지만 예외적으로 종전 설립인가에 따른 매도청구소송 등

의 후속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최초설립인가와 변경인가를 별개로 보아, 최초설립인가의 소

의 이익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4) 최초의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로 된 경우 변경인가도 무효로

된다는 판결

최근 대법원 판결은, 원칙적으로 최초조합설립인가가 주를 이루며

변경인가가 그에 종속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이 판결은 당초조합설립인

가의 설권행위성을 강조하고 원칙적으로 당초조합설립인가는 유효하게

유지되며 이를 근거로 일부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변경인가라고

설시하였다.84) 이에 따르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최초조합설립인가처

분에서 이미 인가받은 사항의 일부를 수정 또는 취소·철회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최초조합설립인가처분에 근거하여 설

권적 효력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최초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84)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46128 판결.



- 74 -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

는 최초조합설립인가처분 이후 여러 차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었

고 중간에 행하여진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

었거나 무효인 경우에 그 이후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여 수차례의 변경인가처분이 중첩된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다만,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도 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라도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

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요건

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경우에 조합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과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

분의 요건을 갖춘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정비사업

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므로, 그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 판례는 조합설립인가와 변경인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며 원칙

적으로 적법하게 발급된 조합설립인가는 유효하며 변경인가는 당초인가

의 일부만을 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하여 종전의 판시를 바로잡았다

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변경인가가 중첩되었을 때 선행 변경인가의 하

자를 치유한 최후의 변경인가가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와 함께 유효하게

효력을 갖는다고 설시하여 변경인가 사이에서는 흡수논리를 유지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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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와 변경인가의 관계

(1) 변경인가의 법적 성질

원칙적으로 변경인가처분은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미 인가받은 사항의 일부를 수

정, 취소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변경인가시 동의의 내용

및 동의권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설립인가처분당시의 그것들과 같으며,

행정청의 변경인가 심사의 대상 또한 변경되는 부분에 국한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변경인가는 당초 조합설립인가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인가의

내용이 주된 내용을 구성함을 전제하면서 일정부분만을 변경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한다. 따라서 변경인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초 처분

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바탕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한

다고 보아야 하며85) 변경인가처분이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와 구별되는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최초의 조합설립인

가를 주된 것으로 봄이 조합설립인가의 성격을 설권행위로 보아 강력한

법적 효과를 부여한 것에 비추어 타당하다.

조합설립인가를 강학상 인가라고 보면 기본행위를 변경하는 경우

그 기본행위를 유효하게 하려면 새로운 인가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변경

인가를 새로운 독립한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설립인가가 설권행위인 이상, 그 인가의 요건을 이루는 결의 및 동의율

등은 인가를 발급하기 위한 요소이고, 그 요건의 일부가 변경된다고 하

여 인가가 완전히 새롭게 발급된다고 보기 어렵다. 변경인가는 당초 처

분의 일정부분에 변경을 가하는 처분이며 마찬가지로 설권적 처분이지만

그 지위에 있어서는 당초조합설립인가에 종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

라서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 그 후에

이루어진 변경인가처분도 최초설립인가에 부종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거

85)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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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효가 된다. 이 외에 당초조합설립인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변경인가

란 인정할 수 없으며, 변경인가가 주된 지위를 갖고 당초조합설립인가가

변경인가에 흡수된다거나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변경인가와 하자의 치유

당초의 설립인가처분은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 존재가치

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며 그대로 효력을 유지·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타

당하다. 설립인가처분이 가지는 설권적 효력도 당초의 인가처분에 의하

여 발생한다. 이후 변경인가처분이 발급되면 변경인가처분에 의하여 변

경된 내용이 당초의 인가처분의 내용에 포함되어 일체로서 하나의 설립

인가처분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86)

한편, 최초조합설립인가의 흠결을 보충하며 모든 요건을 다시 충족

하여 새롭게 조합설립인가를 발급받는 것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서의

조합설립변경인가일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변경인가는 그 개념

자체가 조합설립인가의 유효함을 전제로 일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며, 경미한 사항일 경우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게 하

는 것이 본래적 모습이다. 그러므로 조합설립인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

합설립인가로서의 변경인가란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흠결된 요건을

보완하고,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인가신청을 하더라도, 요건이 흠

결된 부분만을 보완하여 변경신청하는 변경인가신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하자의 치유는 근본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며 위법한 행정

행위는 그 효력이 부인되거나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하자의 치유를 원칙

적으로 부정하는 법원의 태도87)를 따르더라도 조합설립인가의 하자를

치유하여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의 효과를 갖는 변경인가란 인정할 수 없

다. 설령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하자의 치유는 장래효만

86)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87)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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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기 때문에 소급적으로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의 하자를 치유하는 변경

인가를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Ⅲ. 변경인가와 소의 이익

앞서 살폈던 종래의 판결들의 바탕이 되는 ‘흡수논리’는 본래 강학

상 예비결정과 같이, 최종적인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적인 단계에

서 최종적 행정결정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해 종국적인 판단을 내리는 결

정이 최종적인 행정결정에 흡수된다는 것에서 도출된 이론이다.88) 그러

나 최초의 조합설립인가는 그 자체로 설권적 처분이고 이에 근거한 조합

은 유효하게 법인격을 갖는 것이지 변경인가의 일부 요소를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예비결정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최초의 조합설립

인가와 변경인가에 예비결정과 종국결정의 구도를 대입할 수 없다.

한편,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에 따라 후속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최초의 설립인가가 변경인가에 의해 대체되었다 할지라도 최초 설

립인가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결은 원칙과 예외를 바꿔

판단한 것이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최초의 조합설립인가가 변경

인가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므로, 최초의 조합설립인가는 변경인가 이후

에도 존속하는 것이고 이를 다툴 법적 이익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원

칙다. 따라서 최초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에서 인정된 소의 이익이 변경

인가가 발급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소멸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물론, 이 경우 최초의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시간이 경과하여 사업이

진행한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 또는 무효시키는 것에 따른 파급효과

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은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취소

소송은 그 제소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한할 수 있고, 조

88) 박균성, 앞의 책(행정법강의), 342-345면.;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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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설립의 무효사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매우 협소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행정소송의 원칙을 따라도 인가 취소의 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비사업 분쟁에서 사해적인 동기에 의해 소

송을 제기하여 사업을 무효화하려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는 점

을 고려할 때, 극히 예외적으로 변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발급된 이후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 사업을 지연하려는 사해적

의도임이 인정될 때, 혹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사

업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여겨질 정도인 경우에는 최초

의 설립인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Ⅳ. 변경인가와 매도청구소송

위의 논리를 유지할 때 최근 판결 중 변경인가를 근거로 매도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판결89) 또한 문제가 있다. 이 판결은 조합설립인가

처분 혹은 변경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이에 터잡아 이

루어진 변경인가처분도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

추고 있다면, 이를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보아 이에 기초하여 매

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와 조

합설립동의를 근거로 사업에 반대하는 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39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원은 조합

설립동의라는 다수의 합의에서도 발생하지만, 무엇보다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조합이 행정주체의 권한을 부여받음으로부터 나온다. 즉, 최초로 조

합설립인가가 발급되면 조합은 이를 권원으로 후속행위인 처분을 발급할

수 있고, 매도청구권 또한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일종의 수용권의 발동과

89)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461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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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다.

변경인가처분이 있더라도 이는 최초의 설립인가를 중심으로 일부의

내용만 변경하는 처분임을 고려하였을 때, 매도청구권의 권원은 최초의

설립인가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안에서 법원

은 변경인가를 근거로 사업의 진행을 유지하기 위해 변경인가를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인정하는 논리를 취했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그보다

최초의 설립인가 및 선행변경인가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부터 그

무효사유를 최소한으로 좁혀 최초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처분을 유효하

다고 보는 것이 옳다. 변경인가가 최초의 설립인가의 일부를 변경할 뿐

최초 설립인가가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채 유효한 하나의 설립인가로 효

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

Ⅴ. 소결론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은 설권행위이기 때문에, 강학상 인가에

의해 기본행위에 인가의 효력이 의존하는 구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인가의 요건이 되었던 결의의 내용이나 정관, 동의율 등에 변

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새로이 인가할 필요가 있어 변경인가제도

를 인정하게 되었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신고로도 가능하게 하였다. 따

라서 변경인가는 당초조합설립인가에 종속하며 인가의 일부를 수정하거

나 철회하는 등의 한도에서 효력을 가질 뿐, 새로운 조합설립인가로 볼

수 없고 당초조합설립인가가 후행변경인가에 흡수되거나 후행변경인가에

의해 당초조합설립인가의 하자가 치유된다는 등의 논리는 성립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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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관리처분계획과 인가

제 1 절 행정계획과 강학상 인가

이제까지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제문제를 논해보았고, 다음으로 관

리처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과 그에 대한 인가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보

도록 하겠다. 사업의 진행 과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에 이어서 관리처

분계획인가를 논해야 하겠지만, 실제 분쟁의 횟수와 비중에 있어서 관리

처분계획이 사업시행계획을 압도하기에, 관리처분계획을 먼저 살펴본다.

그에 앞서, 관리처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은 모두 ‘계획’이라는 요소를 공

통으로 담고 있고, 그 구조 또한 유사한 점이 있기에 양 계획에 공통적

으로 적용되는 논의인 행정계획과 강학상 인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한

다.

Ⅰ. 행정계획과 계획확정행위

1. 행정계획의 의의

(1) 행정계획의 의미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

정하고, 관련된 행정수단의 조정을 통하여 장래에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의 기준이 되는 것, 또는 그 설정 및 제시행위를 의미한다.90)

행정계획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건축허가적 기능을 하는데, 대도

시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한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각종 개

발사업계획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90) 김동희, 앞의 책(행정법Ⅰ),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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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계획의 특징

1) 행정계획의 복합성

행정계획은 개인을 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행정행위와 달리 수범자

가 포괄적이고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수로 구성된다. 또한 행정계획

은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한 수단을 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다수의 이해관계인을 고려하

고 변칙적인 상황을 예측해야 하므로 계획 완성단계까지 여러 단계의 절

차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

행정계획은 법규범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행정처분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성질에 대해 행정입법이라는 견해와

행정행위라는 견해, 복합적 성격을 보유한다는 견해로 나뉜다. 이와 더불

어 행정계획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

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부정하는 판시91)와 긍정하는 판시92)를 내놓다

가 최근에 행정행위설에 입각해 행정계획도 행정챙위이며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밝혀 행정계획에 대한 쟁송방법에 대한 견해의 대

립을 줄였다.

생각건대, 행정계획은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추상적이고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개별적이

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

는 측면도 있다. 집행행위의 존재로 인해 행정계획이 처분성을 상실하는

91) 대법원 1979. 4. 24. 선고 78누242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74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두8226 판결.

92) 대법원 1982. 3. 8. 선고 80누105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381 판결,

헌법재판소 1991. 6. 3. 자 89헌마4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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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며, 행정계획에 대한 후속집행행위는 계획의 내용을 현실적으

로 실현하는 과정이며 내용적으로 행정계획에 온전히 구속되고 행정계획

에 반하는 독자적인 집행행위는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계획은 그

내용을 종국적이고 확정적으로 정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독립한 처분으로

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계획재량 및 계획절차

행정계획은 계획수립기관에게 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며

(계획재량), 법으로 정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계획을 완성한다는 특

징을 갖는다. 입안권자가 기초조사를 하고 입안을 하면, 주민참가를 위한

공람을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계획을 확정짓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일련의 법

정 절차를 따라 적법하게 수립된 행정계획은 다수의 수범자에게 일률적

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대외적인 고시를 통하여 효력을 발하는 것이

보통이다.93) 그 과정에서의 절차 하자는 하자의 일반이론에 따라 무효,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계획재량이 폭넓게 인정되어 하자가 인

정되기 쉽지 않고, 특히 순수하게 내부적인 절차의 위반은 대외적 구속

력이 없기에 국민이 직접 다툴 수 없다.

4) 고시 또는 공고

행정계획은 다수의 수범자를 대상으로 하며 복효적일 수 있기 때문

에 개별 수범자에게 일일이 통지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행정처분과 같은 통지가 아닌 고시, 공고 등의 방법으로 동

일한 시점에 획일적으로 확정하는 특징이 있다.

93) 김종보, 「계획확정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별」, 『행정법연구』제7호, 2001,

283-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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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계획과 계획확정행위

(1) 계획확정행위의 개념

행정계획은 다른 행정처분과 달리 입안권자의 계획 입안에서부터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심의단계, 결정권자의 결정까지 다양한 개별법

의 규정을 통해 수립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각 단계를 거치면서 구속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장기간의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

권자인 감독관청이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함이 일반적이며 이를

‘계획확정행위’라 일컬을 수 있다. 계획확정행위는 단순히 내부적 결의를

승인하는 효과를 넘어서며, 계획확정행위를 통해 행정계획은 대외적 구

속력을 완성적으로 획득하게 되고, 확정된 계획은 고시를 통해 일괄적으

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계획확정행위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국내의 논의가 거의 전무한 가

운데,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계획확정행위

를 별도의 개념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는 행정계획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행정계획은 연속적인 여러 단계와 절차로 구성되

었고,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분리되나 입안과 결정은 불가분적으로 결

합하여 행정계획을 완성시킨다. 입안권자는 입안을 하여 실체적 내용을

구성하고 결정권자는 심의를 통해 그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인하는 결정

을 하며, 이 일련의 절차가 종합하여 행정계획이라는 결과물이 대외적으

로 구속력을 갖는다. 입안부터 결정까지 관여하는 자와 그 결과물의 구

속을 받는 일반인이 구분되고 주민참가 등의 절차가 보장되어도, 외부에

있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입안부터 결정까지의 과정이 선명하게 분별되

지 않는다.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상호 독립적이고 대립적이라기보다는

행정계획 수립이라는 동일 목적을 향해있는 상호 보완적 측면이 강하다.

이와 같은 계획확정행위는 여타 행정행위로 설명할 수 없는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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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학상 특허, 허가, 인가로 이해하기에는 부적

법하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계획확정행위의 독립적인 성격을 파악하려고

한 시도가 적었던 이유는, 일반적인 도시계획의 경우 계획확정행위와 계

획의 내용을 구분할 현실적 필요가 적었고 고시나 공고를 통해 계획의

내용을 알게 된 국민이 그 이후에 계획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 행정계획

자체를 처분으로 다투어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비사업

의 경우 사업의 진행 단계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에 사업에 참여

한 이해관계인들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인가

이전에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처분계획과 인가가 분리되

어 인식되는 경향이 생겼다. 이와 더불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의

결의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려는 시도가 많았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과 인가를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인가의 법적 성

격이 문제되었으며, 관리처분계획과 인가를 강학상 인가의 기본행위와

보충행위의 구도로 이해하게 되었다.

한편, 계획확정행위의 다른 특징은 독일 행정법상 집중효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법률에서 당해 행정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다

른 행정청의 인가, 허가, 승인 등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다른 인가 등

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94) 도시정비법에서는 여타 법의 인·허가를

의제하는 조문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통한 주택법, 건

축법 등의 의제가 있다(제32조).

(2) 계획확정행위와 처분

우리나라에서 계획확정행위를 선명하게 구별해내어 그에 대한 논의

를 발전시키고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 행정소송법이 취소소송의 대상을

행정행위보다 넓은 개념인 처분으로 정하고 있어, 행정계획이 처분이라

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행정계획을 다투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또한

94) 김동희, 앞의 책(행정법Ⅰ), 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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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상으로 계획확정행위를 도시관리계획의 ‘승인’ 및 ‘결정’(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 등), 사업계획의 ‘승인’(주택법

제16조 등), 실시계획의 ‘인가’, 환지계획의 ‘인가’(도시개발법 제17조, 제

29조 등) 등으로 표현하여 마치 독립적으로 처분성을 갖는 처분이라는

착시가 생겨, 이를 통해 계획확정행위가 행정행위이자 처분이라는 오해

가 발생하였다.95)

하지만 계획확정행위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는 행정계획

을 완성하는 절차적 단계의 하나에 불과하고 이는 행정계획과 긴밀한 견

련관계 속에 행정계획의 대외적인 법적 효과를 갖게 하는 최종 결정단계

이며 독립한 처분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96)

(3) 행정계획과 취소소송

법원도 행정계획의 특징과 계획확정행위의 존재를 간과하고, 그 명

칭에 오도되어 행정계획의 인가를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

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문제가 있어왔다. 특히 정비사업의 계획 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해석하여 인가행위를 독자적인 처분으로 보는 문제가 두

드러졌다.97) 그러나 계획확정행위는 절차의 일종이기에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계

95) 김종보, 앞의 논문(계획확정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별), 281면.

96) 김종보, 「계획확정절차의 도입-계획확정절차의 형식과 실질」, 『행정법학』제

5호, 2013. 152-153면.

97)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에

관해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에 의한 피고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

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 되는 관리처

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

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고 판시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판결은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

당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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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확정행위에 의해 확정된 행정계획은 일련의 절차를 종합한 결과물로서

하나의 행정계획으로 성립하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입안

권자의 입안과 결정권자의 확정으로 인해 성립한 행정계획은 그 자체로

행정처분이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Ⅱ. 강학상 인가의 기본행위와 행정처분

강학상 인가에 대한 일반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강학상 인가의 기

본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인 간 법률행위에 국한되며 예외적으로 공법적

계약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행정처분이 강학상 인가의 기본행위가

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행정처분을 기본행위로 하는 강학상

인가를 인정할 때 처분의 본질에 반할 우려가 있다. 처분을 기본행위라

고 본다면, 유효한 처분이라도 인가 이전의 기본행위의 지위에 있는 동

안에는 국민을 구속하지 못하는 유동적 무효인 상태를 인정해야 하는 문

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설령 처분이 강학상 인가의 기본행위가 될 수 있

다 할지라도, 관리처분계획을 처분으로 봄과 동시에 이를 기본행위로 하

는 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는 현재 판례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

법원이 강학상 인가를 발달시켜온 정비사업 분야에서 사업시행인가

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강학상 인가라고 하는 판시가 유지되고 있다.

이 판례들을 살펴보면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을 강학상 인가라고 판

시한 판례들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논리구조가 유사하고,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 모두 법 문언에서 ‘인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점에서 강학상 인가라고 오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있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계획을 확정하

는 행위, 그 결과물인 계획 자체를 구별하지 않는데서 오류가 발생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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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결론

행정계획에서 인정되는 계획확정행위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

나 그에 대한 논의가 적어 계획확정행위에 대한 인식 필요성이 적은 것

이 현실이다. 게다가 행정계획은 장기에 걸쳐 다단계의 절차를 통해 수

립되기 때문에 최종절차에 해당하는 계획확정행위를 독립한 처분으로 오

인하는 경우가 있다.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서도 이와 같은 오류가 발견되며, 그 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본

판례들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계획의 계획확정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없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계획 그 자체

가 처분으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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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의의와 성질

Ⅰ.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1. 관리처분계획의 구조

정비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이해관계인에게 배분하는

문제는 조합원의 가장 주된 관심사이다.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권리배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정비법령으로 관

리처분의 내용과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실제 분쟁의 상당부

분은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한편,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한

판례를 분석하면, 법원이 관리처분계획의 본질을 간과하는 경우를 발견

할 수 있다. 법원이 간과한 관리처분계획의 핵심적인 특징은 첫째, 관리

처분계획은 행정계획인 점, 둘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① 조

합원의 권리·의무를 담은 관리처분계획안이 존재하고 ② 이에 대해 동의

하는 총회의 결의가 있으며 ③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발

급하는 3가지 일련의 절차(3단 구조)가 주축을 이룬다는 점이다. 관리처

분계획의 법적 성격을 밝히고, 위 3단 구조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분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편,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해 의미 있는 두 개의 전원합

의체 판결을 내린바 있다. 먼저,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주체인 조합이 조합

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항을 정하는 행정계획으

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이다.98) 이후 관리처분계획은 그 인가

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인가의 요건에 해당하는 총회결의부분만

을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판단하며 총회 결

의에 대한 민사소송을 허용하던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였다.99) 이 두 판

98)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99)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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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은 그 자체로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분

쟁을 행정소송으로 일원화하는데 기여한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위 두

판례의 의미를 분석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과 분쟁해결방식

에 대해 분석해보겠다.

2. 관리처분계획의 특징

조합은 조합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고, 종전자산을 평가하며

종후자산 추산액을 산정한다. 이를 토대로 정비사업의 결과로 조성될 토

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조합원과 일반인에 배분할 계획을 세우며,

사업비를 조합원들에게 분담하는 등에 관한 포괄적인 계획인 관리처분계

획을 작성한다100). 이는 관리처분계획안(혹은 관리처분계획서)이라 부르

고 책자의 형태로 인쇄되며, 이후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공람 및 의견청

취를 하고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는다. 인가까지

완료하면 관리처분계획안은 관리처분계획으로 확정되고, 최종적으로 고

시를 통해 효력을 발생한다(제46조 내지 제48조). 이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갖는 것은 행정계획에서의 입안에 해당하는 관리처

분계획안일 것이고, 입안에서부터 구청장의 인가까지의 과정은 행정계획

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의 연속이다.

100)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이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

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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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이 가지는 사업시행

구역 안의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정비사업 시행 후 조성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효과가 있다.101) 다만, 관

리처분계획은 장래의 소유권귀속 등을 확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직접

적인 소유권 변동은 이전고시라는 후속 집행행위를 통해 실현된다.102)

3.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

(1) 행정계획으로서의 관리처분계획

1) 행정계획의 특징

관리처분계획은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는데, 행정계획의 일반적 특

징은 다음과 같다. ① 그 완성 이전 단계인 행정청 내부 의사결정에 불

과한 절차는 독립하여 소로써 다툴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 ②

행정계획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입안과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결정(계획확정행위)의 두 단계가 핵심이며 입안행위와 계획확정행위는

불가분으로 결합하여 행정계획의 실체법적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 ③

행정계획은 계획의 내용이 실질을 이루는 만큼 입안권자가 강력한 입안

권을 가지는데 비해 계획확정행위와 결정권자의 중요도나 비중은 상대적

으로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④ 주민의 참가나 동의, 심의는 행정

계획에 있어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점, ⑤ 위 ①의 측면을

구체화하여 생각해볼 때 행정계획을 완성하는 절차의 일부인 결정단계

즉, 계획확정행위는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101) 유승정,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의 성질」, 『법조』제45권 제1호,

1996, 151면.

10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5809 판결.



- 91 -

2) 행정계획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은 도시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정비계획), 사업의 설계도를

정하며(사업시행계획), 사업의 결과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관리처분계

획) 세 단계의 행정계획을 거침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결과물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목표를 설정

하고 그 수단을 정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수범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입안권자인 사업시행자가 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참가절차를 거쳐 최종

적으로 시장·군수가 결정권을 행사하며, 나아가 이전고시를 통해 대외적

효력을 발한다. 이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계획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또한 추후 자세히 살펴볼 사업시행인가의 경우도 행정계획

의 성격을 갖는데,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계획과 권리변동의 방향만

반대일 뿐이므로 둘은 모두 행정계획으로 보아야 한다. 즉 사업시행계획

은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는 과정이라면 관리처분계

획은 사업 결과로 발생한 권리를 다시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은 공법적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확정하는 행정계

획으로 봄이 타당하다.103)

그렇다면 행정계획으로서의 관리처분계획은 위에서 살펴본 행정계

획의 특징을 대입할 수 있다. 즉, 관리처분계획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에

의해 구성되고, 결정권자의 계획확정행위는 인가라는 명칭을 통해 계획

을 완성시키는 절차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안이 관리처분계획의 주된

내용을 정하고 상대적으로 결정권자의 결정행위는 비중이 작다. 일련의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갖게 된 관리처분계획은 행정계획으로 독립된 행정

처분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속에는 이미 ‘인가’라는 결정권자의 결정행위

가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행정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이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당연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처분으

로써 ‘인가’하는 절차는 예정되어있지 않다.

103) 김종보, 앞의 논문(계획확정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별), 288-289면.



- 92 -

(2) 행정처분으로서의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이 행정계획이고 행정계획이 행정처분이라는 견해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은 당연히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을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104)과 판례105)의 태도이며 이는

타당하다. 정비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이며 행정주체의 지위

를 갖는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

획은 사업 결과 조성되는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 및 비

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해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

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구속적 행정계획이자 행정처분이 된다. 비

록 이전고시라는 집행행위에 따라 직접적인 권리의무의 변동이 발생하지

만, 구체적 집행행위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구속되며 새로

운 사항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곧 대외적 구속

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을 사적 자치규약에 해당하는 사법 행위로 보는

견해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견해는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처분의 근거이

며 기준이고 분양처분이 행정처분으로써 조합원에게 직접적이고 종국적

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106) 하지만 분양처분은 관리처분계획에 종속된 집행행위

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그 자체로

조합원의 권리의무 귀속을 확정적으로 결정한다는 점, 관리처분계획은

단순히 이전고시나 분양처분의 기준이 아니고 오히려 관리처분계획에 반

하는 집행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과 조

104) 김종보·전연규,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Ⅰ-하권』, 한국도시개발연구포

럼, 2010, 482면 ; 오진환, 「재개발사업과 각종 쟁송방법」, 『법조』제46권 제8

호, 1997. 89면.

105)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질을 행정처분으로 처음 인정한 판결

은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106) 김중권, 앞의 논문(행정법상 인가의 인정여부와 관련한 문제점에 관한 소고),

137-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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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종국적인 효력을 갖는 점을 고려하면 분양처분

만 행정처분이 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결국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은 행정처분이라는 다수설이 타당하다.

아래에서 더 살펴보겠으나, 위의 논의를 통해 밝혀낸 관리처분계획

이 행정계획이라는 점만으로도, 관리처분계획안과 인가행위를 구분해 계

획안을 기본행위로 하고 결정권자의 결정행위를 기본행위에 대한 보충행

위인 강학상 인가로 구성하는 논리는 행정계획의 특성에 배치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 행정처분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관리처분계

획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아 강학상 인가의 성질을 대입하는 판례는

부당하다.

(3) 공정력과 강학상 인가

1) 1996년 이후 : 수분양권을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공정력

9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수분양권을 다투는 민사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107),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소송으로

다투도록 하였다. 수분양권을 정하는 과정을 살피면, 조합은 토지등소유

자의 분양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권리의무의 배분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

획을 수립한다. 그 과정에서 관리처분총회의 결의를 통해 수분양권을 획

득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여 청산대상조합원이 되는 자가 나뉘며 결의의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안을 구성한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안의 결정권자인

행정청이 인가를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한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의 핵심은 권리배분인데 과연 수분양권을 정하

는 절차는 3단 구조 중 어느 단계에 의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법원은 1996년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수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는

107) 대법원 1996.02.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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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이며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은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총회결의라는 합의 내용

으로 조합원의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라

는 처분을 통해 법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리처

분계획의 내용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

으로 다투도록 하였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처분으로 효력을 발하면 이

에 따라 공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정하는 총회

결의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

도는 관리처분계획을 행정처분으로 이해하는 올바른 방향이며 적어도 수

분양권에 관련한 총회결의에 대한 민사소송을 차단할 필요성을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

2) 2009년 이전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민사소송과 강학상 인가

한편,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2009년 전원합의체판

결이 등장하기 전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을 강학상 인가라고

판시해오며,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해 다툴 때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

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한 행정청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해왔다.108) 이는 곧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정

한 조합총회결의를 심판대상으로, 조합을 피고로 하여 공법상 당사자소

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의미이다. 이는 1996년 전원합의체판결에

서 수분양권에 대한 분쟁을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으로 제기하라는 판시

와 배치되는 판시이며, 관리처분계획의 3단 구조를 간과한 채 관리처분

계획과 인가라는 기본행위와 보충행위의 구도로 파악한 문제가 있다. 판

례는 수분양권에 관한 분쟁과 그 이외의 분쟁을 구별하는 구체적인 근거

를 제시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면서도 총회결

의에 대한 민사소송을 허용하는 모순을 보였다.

108)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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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판례의 입장을 선해하기 위해 수분양권 판례와 다른 판례

들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조합원

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과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

을 구별해 전자에는 공정력이 미치고 후자에는 공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견해도 있다.109)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은 기

본행위와 보충행위라는 강학상 인가의 기본적인 틀에 부합하지 않는 구

도를 가지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

고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리처분계

획은 그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과 공법적 지위가 달라지지 않고, 인가

된 관리처분계획 전체에 공정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에 불만을 가진 자는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강학상 인가이론의 영향을

받아 관리처분총회결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태도로 회

귀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인가가 있기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을 미리 다투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를 통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이를 취소소송으로 다투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리처분계획이 처분

으로 발급되기 전에는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적 절차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처분으로 나아가는

109) 김종보,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과 공정력-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분쟁의 소

송형식」, 『행정판례연구』 제7집, 2002, 317-342면. 이 논문에서는 관리처분계

획은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하며 토지 및 건축물을 배분하는 역할

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분양대상자와 분양대상아파트의 규모, 분양가액 및

청산금의 산정방법 등은 반드시 포함하면서 그 내용이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아

야 하며 이에 이견이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한다. 한편으로 모순되는 판례를 설명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수

립을 위한 조합총회결의는 처분에 대한 내부적 의사결정이고, 결의사항 중 관리

처분계획의 내용을 이루지 않는 것에는 관리처분계획의 공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분쟁은 항고소송

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였고, 이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항고소송으로 통일하도록 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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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단계의 관리처분계획안이나 총회결의를 공법상 법률관계로 보아 당

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이 논의

는 예방적 금지소송의 허용 여부의 문제와, 당사자소송의 대상과 항고소

송과의 관계에 관한 입법론적 논의가 얽혀있는 문제이기도 하기에 단정

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에 이를 취소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타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결의의 무효를 다툴 필요가 인정된다면 행정처분이 될 예정인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공법상 법률관계의 분쟁으로 보아 당사자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4. 소결론

관리처분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처분성을 가진다. 관리처분계획을 구

성하는 관리처분계획안과 총회결의, 인가의 3단 구조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상호 견련관계에 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이루는 결의의 하자나 절차상 하자 등은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루는

사유가 되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을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한

다. 현재 판례는 두 차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의 처

분성을 인정하고, 결의에 대한 민사소송을 차단하였다. 다만, 여전히 인

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고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볼

수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성격

1. 견해의 대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행정계획이자 행정처분이라는데 학설과 판

례가 일치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관리처분계획과 분리하여 독립한 행

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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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성질을 강학상

인가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며110) 이는 현재의 판례이다. 다른 한편, 관리

처분계획을 조합구성원의 합의의 산물인 자치규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

다. 이 견해는 관리처분계획이 사법적 행위에 해당하며 정관과 같은 구

속력을 가진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인가를 강학상 인가라고 본

다.111) 두 견해는 모두 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는데, 전자의 견해는 기

본행위에 공법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후자의 견해는 사법행

위만이 기본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자의 경우 관리처분계획과

인가의 처분성을 각각 인정하였다. 이는 곧 각 취소소송을 구별하여 제

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과 인가

행위를 구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관리처분계획을 취소소송으로 다투

는 것과 인가 고유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취소소송을 다투는 것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리처분계획이 처분성을 갖는 것은 인가 이후

인데, 인가 고유의 하자는 결국 관리처분계획의 하자에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과 인가

취소소송을 나누는 입장은 불합리하다. 후자의 견해는 관리처분계획을

사법행위로 보아 그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는 총회결

의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지한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두 견해 모두 기본행위의 범위와는 별개로, 관리처분계획이 행정계

획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단일한 행정처분으로 나아가는 수개의 행정절차

를 기본행위와 강학상 인가로 나눈 점, 계획확정행위를 행정행위인 인가

와 혼돈한 문제가 있다.

110)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이우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사, 2010, 297-298면.

111) 김중권·최종권, 앞의 논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각종 인가의 법적 성질

에 관한 소고), 2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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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확정행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독립적인 행정처분 혹은 강학상 인가의 보충행

위로 본다면 관리처분계획이 행정계획임을 인정하기 어렵게 되며, 고시

를 통해 대외적 효력을 갖는 행정계획 특유의 특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진

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행정처분으로 본다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한 조합을 인가처분의 상대방으로 보는 오해가 생긴다.

관리처분계획이 행정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을 이해하기 용이해진다. 우선, 관리처분계획안과 관리처분계획

을 구별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은 행정계획의 절

차 요건 중 하나이며, 그 관리처분계획안이 인가를 통해 대외적 효력을

갖는 행정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 인가행위는 독립

한 처분이 아니고, 관리처분계획안과 같이 행정계획의 절차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론을 채택하면, 인가된 행정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소송방

식을 통합할 수 있으며 피고를 조합에 한정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결국, 관리처분계획은 행정계획의 절차를 거쳐 인가를 통해 확정되고

고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합원 등을 수범자로 하는 하나의 행정처분으

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조합과 행정청 사이의 신청과 인가의 구도로

일축할 수 없다.112)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주체

(1) 학설 및 판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주체를 정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

서 피고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판례113)는 관리처분계획을 재건축조

112) 김종보, 앞의 논문(계획확정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별) 참조.

113)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뒤의 판결에서는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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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 발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며 학설도 일반적으로 이에 동조

한다.114) 하지만 이는 대법원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의 피고를 조합으

로 정하는 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고, 논리적으로 반드시 타당한 결과

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소송의 당사자를 조합원과 조합으로 한정하

는 대신 행정청은 소송에 관여하지 않게 하여 피고를 조합으로 단일화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판례에 동조하는 견해는 정비조합이 행정주체이자 사업시행자로써

정비사업을 배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독자적으로 행

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을 구청장과 조합이 공동으로 행하는 처

분으로 본다면 조합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관리처분계획의 공동 수립주체인 구청장과 조합

행정계획의 수립주체를 입안권자나 결정권자 중 한쪽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입안과 결정 모두 행정계획 수립 절차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설령 실제로 입안권자가 행정계획 수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고 할지라도 결정권자의 권한과 역할을 간과할 수 없고, 결정권자의 계

획확정행위는 필수적이며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절차이다. 따라서 행정

계획을 수립하는 상급행정청과 하급행정청을 동일한 목표를 향해 일련

의 절차에 참가하는 대등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일부 판례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하여, 행정

주체를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를 포괄하여 인정하고 있다.115)

위에서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 재건축조합이 행

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14) 천종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의 법적 성격과 그에 대한 쟁송형식」, 『판례연구』 제22집, 2011, 76면.

115)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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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모두 행정계획 성립의 주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입안권자인 조합과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주체라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적격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여기서 처분 등을 행한 행정

청이자 피고적격을 갖는 주체는, 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

한 행정청을 의미한다.116) 도시정비법을 살피면,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

인 내용을 구성하는 주체를 사업시행자로 본다. 따라서 분양공고도 사업

시행자가 내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도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한다(제46조 이하 참조). 한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시장·군수가 하는

데(제48조) 조문만 보면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청은 사업시행자인 조합, 인

가의 명의자는 구청장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법조문의 구성으로 판

례가 관리처분계획과 인가를 구별하여 각각의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하

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를 조합으로 한정한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조합과 구청장 모두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계

획의 공동수립주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처분을 발급하는 공동처분청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과 구청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공동소

송을 제기하였을 때(행정소송법 제15조) 관련성을 인정하고 구청장도 피

고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조합만을 피고로 하였을 때,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는 주문의 효력이 조합에게만 미치고 인가를 한

행정청에게는 미치지 않는 모순이 생기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판

결이 될 수 있다. 인가를 발급한 행정청을 관계 행정청이라고 하여 그

판결의 기속력을 인정한다고 해도(행정소송법 제30조), 실제로 당해 구청

116)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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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직접 피고로 삼는 때와 구속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인가를

발급하는 구청장을 피고로 할 때 조합의 법적 지위가 격하된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조합이 성안한 관리처분계획은 그 내용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거의 종국적이며 확정적이고 이를 인가하는 행위는 계획을

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개입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의

위상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을 제기할 때 조합과 구청장을 공동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아, 조합과 구

청장을 공동피고로 삼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입안권자로서 주된 내용을 모두 성

안하고,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함으로써 결정권자의 역할을 한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117) 이 둘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청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명의자를 피고로 삼는 현행 판례에 비추어 공동피고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입법적으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소 제기시 조합과 구청장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조문

을 삽입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4. 소결론

관리처분계획이 행정계획임을 고려해 볼 때,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계획확정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관

리처분계획의 구도를 분석해보면 관리처분계획을 입안하는 조합과 이를

결정하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조합과 구청장을 공동피고로

삼는 것이 타당하고, 이로써 판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일반의 법감

정에도 부합하게끔 해야 한다.

117) 김종보, 앞의 논문(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과 공정력-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분

쟁의 소송형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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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쟁송방법

1. 관리처분계획 대한 항고소송

앞선 논의를 기초로 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송방법을

다시 정리해보도록 한다. 조합이 행정주체이자 공법인인 점, 조합총회결

의는 관리처분계획의 요건에 불과한 점,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인 점

에 입각해,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때 항고소송의 대상은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이며, 인가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닌 계획확정행위에 불과하므로

인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관리처분 총회결의 또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행정계획의 절차요

건 중 하나인 총회의결에 대해 따로 민사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관리처분

계획을 다투지 않고 우회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꾀하는 것

이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분쟁을 항고소송으로 집약시킨 도시정

비법과 판례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118)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기 전에 관리처분 총회결의 등을

다투고자 할 때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당사자소송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 소송 제기 이후 인가가 발급되면 관리처분계획이 구속력

을 갖는 단일한 행정처분이 되어 관리처분 총회결의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 이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이라는 원칙적 모습으

로 돌아와서, 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인 취소소송으로 해결함이 타당하고,

119) 소의 변경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2조).

또한 관리처분계획의 공동 수립주체인 구청장과 조합을 공동피고

로 삼아야 한다. 조합만을 피고로 인정하는 현행 태도를 유지한다면 조

118) 김종보, 앞의 논문(강학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 참조.

119) 김종보·전연규, 앞의 책(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Ⅰ-하권), 6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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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상대로 승소한 조합원은 그 판결의 효력을 구청장에게 주장할 수

없고,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관계행정청에게까지 미친다고 하더라도 행정

청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 행정청이 판결과 다른 행

동을 취하거나 시간을 지연하더라도 별도로 구제받을 해결책이 없으며

결국 구청장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따

라서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관리처분계획 취소 또는 무효소송의

피고를 조합과 구청장의 공동피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120)

2. 이전고시와 소의 이익

한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그 내용 및 절차에 하자를 다투고

자 하더라도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판례가 있

는데,121)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의 처분성이 미치는 범위를 잘못 파

악한 것이다.

우선,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의 결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물

권적 귀속을 정하는 내용과 사업비용을 정산하고 분담금을 부과하는 청

산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전고시는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대물적 처분에 해당한다. 그 효과로 분양받을

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보한다(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

따라서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물권적 귀속에 관한 효력만

발생시키는 후속 집행행위이다. 한편, 청산금 부과 등은 이전고시와 별개

로 조합이 조합원과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것으로 투자된 토지 및 건축물

120) 김종보, 앞의 논문(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과 공정력-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분

쟁의 소송형식) 참조.

121)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

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

를 모두 무효화시키고 다시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므

로,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

소 도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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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격과 새로 분양받은 건축시설 등의 가격의 차액을 정산하고(제57

조) 재건축조합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징수하는 절차이다(제61조 제1

항). 따라서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를 구성하면서도 이전고시와는 무

관한 내용이다.

법원과 실무는 이전고시로 정비사업이 사실상 종료되기 때문에 관

리처분계획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근거를

든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지만, 이론적으로 이전고시

는 관리처분계획의 물권적 귀속에 관한 내용만을 확정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청산금 부과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근래에 들어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투기적인 성향이 낮아짐에 따라 분쟁의 상당수가 청산금 문제로 옮겨오

고 있는 시점에서, 청산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합이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도중 이전고시를 거

쳐 조합원의 이의제기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사안에 따

라 청산금에 관한 행정소송은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도 본안 심리를 속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일부취소의 문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분쟁양상을 살피면, 조합원은 자신의 권리의

무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만 불만을 갖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진행되는 경우

가 있다. 대표적으로 분양신청통지가 누락되거나, 평형배정에 불만이 있

는 경우 조합원 개개인 혹은 소수가 자신의 이익과 관련한 소를 제기한

다. 이와 구분될 수 있는 공람절차의 하자, 청산금의 산정방법 및 금액결

정의 하자 등은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사유이고 이를 소로

써 다투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전부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

자와 같은 조합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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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부취소의 허용성과 관련해 조합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른 조합

원의 이해관계와 독립적으로 변경, 취소될 수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전부를 취소하기보다는 당해 조합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부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

법원도 관리처분계획은 일부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므로 일부 취소의 소

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122)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를

변경·취소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부취소도 허용해야 한다. 특히, 평형배

정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 조합이 잔여분의 건축물 및 대지를 활용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전부를 무효화 할 부담이 없다.

나아가 특정 수분양자에 대한 개별적인 하자의 경우 뿐 아니라 관

리처분 전체에 관한 하자의 경우에도 일부취소가 가능하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한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부취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일

부취소의 취지로 전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권리를 구제받을 이익을 넘어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사의 범위를 원고의 직접적 이익이 있는 범위

로 국한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이 수개의 가분적 처분의 집합이면서

수많은 이해관계의 집합체임을 고려하면, 일부취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

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123) 또한, 일부취소가 인

정된다는 전제하에 일부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주체인 행정청과 조합 모두를 피고로 하는 것이 일부 취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다.

12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누9118 판결,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변경 등이 가능한 것이므로 관

리처분계획의 인가처분에 대하여는 분양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일부의 취소

청구라도 허용된다.”

123) 이우재, 앞의 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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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결론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 및 관리처분계획의 쟁송 방법과 관련한

문제를 두루 살펴보았다. 관리처분계획의 경우 행정계획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을 이해

하기 위해서 행정계획의 각 단계를 분석하고 관리처분계획의 구성요소에

대입해보았다. 결과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입안권자는 조합이고 결정권

자는 구청장이며, 결정권자의 인가행위는 독립한 처분이 아닌 계획확정

행위에 해당하여 완성된 관리처분계획의 구성 요소를 이룬다. 따라서 관

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가처분을 처분으로 다툴

이유가 없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두 주체인 조합과 행정청을 공동피

고로 삼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소송 중 이전고시

가 있다고 하여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아

니고, 관리처분계획이 개별 이해관계인에 관한 내용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일부취소도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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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사업시행계획과 인가

제 1 절 사업시행인가의 의의와 성질

Ⅰ. 사업시행계획의 의의

1. 사업시행계획의 의의 및 특징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이 목적하는 건축물 및 정비기반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이자 설계도대로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계획

을 포괄하는 것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

획이다. 사업시행계획의 절차는 타 법에 의한 심의나 지표조사 등이 이

루어지며 시작되고,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계획안(혹

은 사업시행계획서)을 작성한다.124) 사업시행계획안을 바탕으로 조합원

의 동의를 구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하며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사업시행계획은 완성적으

124) 도시정비법은 제30조에서 사업시행계획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정

한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4의2.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5.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을 말한다)

6.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7의2.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

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시행규정(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8의2. 정비사업비

9.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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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정되며, 고시를 통해 일괄적으로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시행계획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갖는데, 첫째, 설계도의 역할

을 하여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정하는 도시계획적 특성이 있고 둘

째, 사업시행계획을 기초로 조합원들이 추후 분양신청을 하게 되므로 관

리처분계획의 토대가 되는 권리배분적 성격을 가진다(제46조).

2. 사업시행계획의 법적 성격

(1) 행정계획으로서의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은 행정계획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사업시행자

는 지정된 정비구역 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 조합원

및 일반에게 토지와 건물을 분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후 총회를 개최하며, 이후 수용 혹은 매도청구로 부지를 확보한다. 이

과정을 행정계획적으로 분석하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행정계획안을 작

성하는 입안권자이고, 조합원의 총회를 거쳐 구청장이 인가를 통해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이렇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은 해당 정비구역 내

의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적용되어 그 수범자가 다수이다.

한편,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는 조합에게 상당한 계획재량이 인

정된다. 사업시행계획의 확정인 인가 단계에서도 구청장에게 재량이 인

정되는데, 조합원에게 여러 부담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이 공익에 반해 위법한 경우 인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125) 계획재량이

125)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2917 판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

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

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중략)

입지심의에서 부여된 조건이 비록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위 사업

계획승인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도 그에 있어 재량

권의 남용이나 일탈이 없는 이상 그 조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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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만큼 이에 대한 통제를 위해 여러 절차가 존재하는데, 이해관

계인의 동의와 공람 및 의견청취, 정비구역 밖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

축위원회 심의, 각종 환경영향평가,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가 법으로

강제된다. 한편, 사업시행인가를 발급하는 경우 구청장은 통지가 아닌 공

보에의 고시를 통해 통보를 하고 조합원에게 획일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한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은 행정계획의 주요 특징들을 모두 구비하

고 있는 행정계획이다.

(2) 행정처분으로서의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이해관

계인을 구속하는 다양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우선, 사업시행계획이 갖

는 건축허가적 특성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착공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업인정이 의제되어 조합은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후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현실화시

키는 후속집행행위인 이주대책 등을 실시한다. 사업시행계획은 건축허가

적 특성 뿐 아니라 관리처분적 특성을 갖기에, 사업시행계획당시부터 일

정한 권리배분절차가 시작된다.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대상 목적물, 부담

금의 내역, 분양신청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고, 이에 따른 분양신청 및 관

리처분계획 수립이 이어진다. 이 외에도 다양한 관련법의 인·허가가 의

제된다.126)

이렇게 사업시행계획이 행정계획으로서 인가 및 고시를 통해 확정

되면, 구속적 효력을 갖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게 되고, 이를 다투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사업시행계획의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적법하다.”

126) 김종보·전연규, 앞의 책(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Ⅰ-하권), 244-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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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허용될 수 없다. 행정계획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는 현 시점에서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며, 법원 또한 이를 따르고 있어

타당하다.127)

(3) 건축허가적 성격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의 결과로 완성될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

을 담아, 건축물의 집단에 대한 설계도와 마찬가지 기능을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는 본질적으로 건축허가적 성격이 강하다. 구체적으로, 주촉

법에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은 건축허가와 같은 조항에서 다루며 건설

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그 효과로 건축법의 각종 허가가 의제

되었다. 이후 주택법으로 개정한 이래로 사업계획에 대한 통합심의조문

이 신설되어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심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심의 등을 하도록 하였

다. 이러한 심의제도는 건축허가의 과정과 유사하다. 사업시행인가서128)

의 내용을 살피면 건축시설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해야 하는 내용

이 건축허가신청서129)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정비사업이

건축물을 생산해내는 과정이기도 하기에 건축법의 여러 규정이 준용되고

건축법의 인·허가가 의제된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의 대상이 되고130), 서울시의 경우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범위에도 포함된다131). 이외에도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에 포함되어 환경과 교통,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합적

으로, 사업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건축허가적 성격을 가짐을 알 수 있다.

127) 대법원 2009. 11. 2. 자 2009마596 결정.

128)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6.

129)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1의4.

130)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항 1호.

13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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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

1. 견해의 대립

(1) 학설의 태도

일부 학설은 사업시행인가를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데,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에 인가를 받음으로써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

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며 각종 후속 조치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에게 직

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32)

사업시행인가를 독립한 인가처분으로 보는 견해 다수는 인가를 강

학상 인가로 본다. 이 입장은 다시 사업시행계획을 처분으로 보고 인가

를 별도의 독립한 처분으로 강학상 인가로 보는 태도와, 사업시행계획을

조합총회결의를 통해 합의된 사인간의 기본행위로 보고 이 효력을 완성

적으로 보충하는 보충행위인 강학상 인가라고 보는 입장133)으로 나뉜다.

후자의 견해는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합의내용이

며 행정청은 보충적으로 동의하는 권한만 갖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강학

상 인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더해,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발급한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면 행

정청으로서는 일일이 사실 확인을 하고 조합에게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비효율을 낳는다고 보아 기본행위의 하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고 본다.

132) 이우재, 앞의 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828면.

133) 서울지방법원 신청ㆍ집행실무연구회, 「신청ㆍ경매(입찰)의 실무와 재건축의

법률문제」,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407면.



- 112 -

(2) 판례의 태도

한편, 판례는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에 대해 최근까지도 계속

혼선을 보이고 있고,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판시들을

좇아가는 형국이다. 이를 자세히 분석하면, 사업시행계획이 행정계획이라

는 측면을 간과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독립한 처분이자 강학상 인가로 보

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판례는 강학상 인가이론을 활용하여, 사업시

행인가를 보충행위로 보고 기본행위에 대한 하자와 인가에 대한 하자를

구별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조합이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한 경우 이 하자는 기본행위인 사업시행

계획 작성행위의 하자이고, 이에 대한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근거조항의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투어서는 안 된

다고 판시하였다.134) 이는 전형적으로 강학상 인가이론을 따른 것이다.

한편, 강학상 인가를 재량행위로 보기도 하는 판례는 사업시행인가를 수

익적 행위이자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았다.135)

이와 같이 사업시행인가를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보고, 나아가 보충

행위라고 판단해 강학상 인가이론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판례의 태도는

사업시행계획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관리처분계획과의 균형

있는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이 문제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대상

을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로 보고 강학상 인가의 구도를 대입할 것인

가, 아니면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청인 조합과 구청장이 공동으로 수립하

는 행정계획이므로 구청장의 인가는 계획확정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

제로 귀결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논증 방식과

유사한 논리 흐름을 갖는다.

134)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대법원 2009. 11. 2. 자 2009마596

결정,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84646 판결.

135)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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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확정행위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의 단계별 계획의 일종으로 정비사업의 설

계도 역할을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조합에게 이전하는 기반이 된

다.136)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이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하는 법적 근거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이 취득한 조합원의 권

리를 다시 배분한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유사한 구

조로 운영되면서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취득하고 배분하는 방향만 반대인

행정계획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시행계획이 행정계획임을 전

제할 때,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는 독립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시

행계획의 내용을 확정하여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행정계획의 최종단계인

계획확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업시행인가에 계획확정행위

의 특징인 집중효에 상응하는 인·허가 의제효과가 부여되는 것을 보면,

사업시행인가가 계획확정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안과 이의 동의를 구하는 조합총회 등을 기본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인가를 강학상 인가인가로 보는 것은 사업시행

계획의 행정계획성을 간과하는 이해이다. 오히려 사업시행계획안을 행정

계획의 내용으로 보고, 이에 대한 총회결의는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인가를 통해 사업시행계획이 확정적으로 행정계획

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업시행계획의 본질

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3.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주체

위와 같이 사업시행계획을 행정계획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를 계

획확정행위라고 본다면 사업시행계획을 입안하는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의

136) 조합에게 권리가 이전되고 배분되는 정비사업의 구조에 관해 자세히는, 김종보,

「정비사업의 구조이론과 동의의 평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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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권자의 지위를 갖고 그에 대한 인가를 발급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

는 구청장은 결정권자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은 조합과

구청장이 공동으로 처분을 완성하는 행정계획이다. 이는 취소소송의 피

고적격과 연결된다.

한편, 사업시행계획에서 주민의 동의의 실체를 이해할 필요도 있다.

즉,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

요한 것은 사업시행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합원 모두가 참여해 작

성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원 전반의 동의를 통

해 계획안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실제로 조합원 모두가 계획안을 철저

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감수하며 결의 내용에 동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변경이 있

을 것을 예상하고, 조합에 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총회결의의 실질은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공법적

동의의 의미이며 이를 통해 사업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조

합원 개개인이 그 사업 내용과 결과, 자신이 부담할 의무와 비용의 실체

에 대해 종국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결국, 조합원

을 사업시행계획의 주체로 보아 결의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결의를 강학상 인가이론의 기본행위로 삼는 것은 총회결의를 과대평

가한 것이고 현실의 사정과 맞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의 실

질은 행정계획이며 그 수립 주체는 계획안을 작성하는 조합과 이를 결정

하고 확정하는 구청장으로 보아야 하고, 소로써 다투는 경우 조합과 구

청장을 공동피고로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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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업시행인가의 쟁송방법

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항고소송

사업시행계획을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사업시행인가를 강학상 인가

라고 본다면, 기본행위에 처분이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다시 제

기된다. 판례137) 와 같이 처분이 기본행위가 된다고 본다면, 처분인 사업

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

서 거듭 밝혔듯이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의 계획확정행위에 불과

하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별도의 처분으로 다툴 수 없고, 인가된 사업시행

계획의 취소소송을 구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인가 이외의 절차에 대한

하자는 물론 인가의 하자를 다투고자 할 때에도 모두 사업시행계획의 절

차 일부의 하자로 보아,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다투는 것이 타당하고

인가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은 계획확정행위에 독립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Ⅱ. 건축허가에 대한 항고소송적 측면

1. 관리처분계획과의 차이점

앞서 본바와 같이 사업시행인가에서 문제되는 쟁점은 관리처분계획

에서 문제되는 쟁점과 유사하다. 이는 사업시행계획도 행정계획이며, 사

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계획안과 조합총회결의, 구청장의 인가라는 3단계

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관리처분계획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관

리처분계획단계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들도 실질적으로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정하는 것이 많아, 사업시행계획이 조합원의 권리·의무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어느 정도 관리처분의 실질을 갖기도 한다.

137)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63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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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리처분계획은 조합과 조합원이 당사자가 되어 권리·의무를

분배하므로 분쟁의 범위가 조합 및 조합원으로 한정되는데 반해, 사업시

행계획은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건축허가를 받는다는 특징

이 두드러져 분쟁의 양상이 조합과 조합원, 행정청 이외에 제3자인 이웃

주민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 건축허가적 성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사업시행인가는 건축허가적 성격이 강하다는 측면으로부터 사업시

행계획에 대한 분쟁 해결방법에 대한 두 가지 핵심 논의를 도출할 수 있

다. 첫째, 사업시행인가를 건축허가로 볼 때, 조합원 중 일부가 총회결의

를 다투며 사업시행인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동건축주 중 1

인이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을 구하는 것으로 치환하여 생각할 수 있

다. 둘째, 건축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건축허가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대입해, 제3자가 사업시행계

획의 인가를 다투는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보아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을 보다 면밀히 이해해 볼 수 있다.

(1) 조합원의 쟁송방법

첫째의 경우, 공동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허가의 취소를

구한다면, 이는 허가의 법적 성질을 떠나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허가요건을 갖추어 건축허가신청을 한 공동건축주

를 상대방으로 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인 건축허가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공동건축주 중 1인이 공동건축주 사이의 민사적 합의내용에 불만

을 갖고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수혜를 입은 당사자가 그 수익적 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모순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소로써 다툴 이

익이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공동건축주 중 일부는 자신에 대한 권리

구제수단으로 건축허가신청을 위한 결의 자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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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긴다. 이러한 건축허가의 특징을 사업시행인가에 대입해보면, 사업

시행인가가 발급된 이후에 조합원들이 결의무효를 이유로 사업시행인가

의 취소를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시행인가

를 신청하여 인가를 발급받았다면 인가취소소송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의 건축

허가적 성격은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여전히 사업시행계획의 내

용에 불만을 가진 조합원은 내부적 결의의 하자를 다투고 권리구제를 받

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조합원이 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①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

로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것, ② 조합원이 구청장에 대해 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것 ③ 조합이 구청장을 상대로 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을 가정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우는 강학상 인가이론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우선, ①과 같이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민

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법원이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을 간과한 채

결의의 무효를 인정해버릴 수 있고, 이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공

법적 문제를 민사소송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부당하게 사업

시행계획 자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릴 우려가 있다. 이에 더해, 이 논

리가 강학상 인가와 결합한다면 조합원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기본행위

에 대한 하자를 다투는 것으로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법원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②, ③ 두 경우는 인가의 취소소송을 제기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계획의 취소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을 유도하는 장점

이 있지만, 원고가 조합원인가 조합인가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행위를

사법행위와 공법행위 모두로 보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위 소송을 강

학상 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보아 강학상 인가이론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 또한 이 두 경우는 강학상 인가이론의 착시효과를 증대해 ① 유형

의 소송까지 허용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위에서 밝혔듯이,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을 구하는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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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는 공법상 동의이기 때문에,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여 인가가 발급된

이우에는, 사업시행계획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더라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인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는 사업시행인가가

건축허가적 성격을 갖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주중 1인이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더해

사업시행계획의 공법적 특성을 강조하면 공동건축주의 권리구제 필요성

은 더 낮아진다.

현재 법원은 타당하게도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분쟁을 항고소송으로

집중시켜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에 대한 분쟁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항고소송으로 유도하고 있다.138) 하지만 여전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조

합원의 결의를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판시와 사업시행계획이

처분이지만 사업시행인가는 강학상 인가라고 보는 판시를 하여 강학상

인가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학상 인가이론의 영향이 유지되

는 경우, 언젠가는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오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

다.

(2) 제3자의 쟁송방법

법원이 사업시행인가를 강학상 인가라고 판시할 때 발생하는 또 다

른 문제는 사업시행인가의 침익적 효력을 받는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가

차단된다는 점이다. 건축허가는 복효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져 이웃 주

민에게 침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때 제3자는 침익적인 내용

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인가한 행정청을 상대로 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것

이 일반적일 것이고, 공동건축주 사이의 합의내용은 청구의 이유를 이루

는 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138) 대법원 2010.7.29. 선고 2008다6328 판결,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7다7359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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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제3자의 소송은 일조권 침해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현재 일조권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행해지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139) 주로 건축공사금지가처분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제기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에 인가를 발급한 구청장은

완전히 배제되고, 정비사업의 공법적 성격이 가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시행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는 태도의 영향이기도

하다. 즉, 사업시행인가의 기본행위인 사업시행계획을 민사적으로 다투도

록 하는 강학상 인가이론을 바탕으로, 제3자도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유도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의 건축허가

적 특성을 고려하면 소송의 형태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제3자는 자신의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허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태도이므로140),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도

제3자의 취소소송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때 인가 고유의 하자인

지, 결의 내용의 하자인지를 구별할 필요 없이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사

업시행계획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한다.

Ⅲ. 피고적격

사업시행계획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공동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완성하는데 참여하므로 두 주체를 모두 피고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법

원과 분쟁의 당사자는 여전히 강학상 인가이론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조합만을 피고로 삼으려 하고 있고,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사업시행계획에 있어 구청장이 계획확정행

위를 하여 개입하는 비중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획확정행위로 인해

13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4. 2. 선고 2002가합16690 판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30440 판결은 공사중지가처분 사안으로 모두 본안 판단

을 하였고 이웃주민과 조합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은 재건축조합의 신축행위로 인한 이웃주민의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인용한 사안이다.

140) 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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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사업시행계획이 완성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은 당연히

이해관계인에 속한다. 조합과 행정청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

한다면, 조합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실효성이 없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가의 하자만을 다퉈 구청장을 피고로 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청장의 정보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조합과

구청장을 공동피고로 삼도록 하는 도시정비법의 조문이 신설된다면 보다

근본적으로 피고적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소결론

사업시행계획은 관리처분계획과 마찬가지로 행정계획이며 처분성이

인정된다. 또한 사업시행인가는 계획확정행위로 독립한 처분이 아니다.

한편, 사업시행계획은 건축허가적 특성을 가지므로 건축허가에 대한 소

송방식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쟁송방법에 대입하여 이해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공동건

축주 1인의 결의무효확인소송 제기하거나 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고 잘못된 소제기 방식이

다. 사업시행계획에 의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는 제3자의 경우 사업

시행계획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결국 위 두

문제에 비추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사업시행계획을 다툴 경우 구청장과 조합을 공동피고로

하는 것이 사업시행계획의 행정계획적 성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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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추진위원회승인과 강학상 인가

제 1 절 추진위원회승인

최근 들어 정비사업이 좌초되는 사업장이 늘고, 부동산 정책의 변

화가 이어지며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분쟁 해결방법

이 문제된다. 한편,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후 조합의 부실이 있어 조합설

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과거에 존립했던 추진위원회의 운명에 대한 견

해가 대립한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추진위원회가 부활하여 소송

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관계와 그 승인

및 인가의 법적 성격을 고찰해본다.

Ⅰ. 추진위원회의 의의

1. 추진위원회의 특징

과거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진행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한 사업장 안에서도 여러 추진위원회

가 난립해 갈등과 대립을 불러일으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였다.

이에 도시정비법은 한 사업장에 하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예비적 활동141)을 하도록 하였다(제13조 제2항). 따라서

141) 추진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삭제 [2009.2.6]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의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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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설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추진위원회운영규정

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또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창립총회가 조

합설립인가 이전에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제14조).142) 추진위원

회는 조합설립의 제반업무를 준비한 후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해산단계에 돌입하는 한시적인 기구로, 추진위

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정비사

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143)

2.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추진위원회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던 과거에는 추진위원회가 조

합인지 비법인사단인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추진

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결합체에 불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었다. 반면에 추진

원원회를, 추진위원장 등 대표기관이 구성되고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신

고하는 등 사단성 또는 단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비법인 사단이라는 견해가 있다.144)

판례는 과거 주촉법상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해 단체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

성원의 가입·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1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③ 추진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

여야 한다.

143)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해산)

②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 보고하여

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144) 배병호, 「재개발조합설립인가 등에 관한 소송방법」, 『행정판례연구』, 2012,

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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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서의 특성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명칭을 불문하고 비법인사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145) 구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

원회의 경우에도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하였다.146) 현행 도시정비법 하에

서 법원은 추진위원회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의 구

성원이 된 것으로 보아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 보며, 추진위원회의 당사자능력을 인

정하고 있다.147)

생각건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의 준비행위를 하는 목적을 추구

하고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가지며 일정한 조직과 대표자, 규약 등을 갖

추어 토지등소유자와 구별되는 단체성을 가진다. 조합과 같이 인가를 받

아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정정도 공법상 법률관

계를 형성하는 주체로서의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Ⅱ. 추진위원회승인의 법적 성격

1. 견해의 대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도시정비법상

권한을 가진 추진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는데, 이러한 승인의 법적 성격

에 대해 강학상 인가라고 이해하는 견해148)와 설권행위라고 이해하는 견

해149)가 있다. 강학상 인가를 주장하는 견해는 추진위원회와 토지등소유

자의 권리·의무는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설립행위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145)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다36052 판결.

146) 서울고등법원 2002. 7. 3. 선고 2001나27793 판결.

147)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 판결, 대법원 2009. 1. 20. 선고 2008두

14869 판결.

148) 이영동,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설립과 설립무효」, 『사법논집』제49집, 법원

도서관, 2009, 178면.

149) 강신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정과 문제점」, 2007년도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과 실무 법관연수자료,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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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은 그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설권행

위를 주장하는 견해는 추진위원회는 공법상 행정주체인 조합을 만들어내

기 위한 준비단계의 조직으로서 일정한 공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단순한 보충행위 이상의 권한 부여의 힘이 있다고 한다.

판례는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과 구별하여 추진위원회승인의 경

우 보충행위라고 보아 강학상 인가이론을 적용한다.150)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에게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행위적 성격이 있으나, 추진

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행위에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이라고 본다. 판례가 이와 같

은 태도를 보인 근거는 추진위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조합에 비해서는

사인들의 결합체인 성격이 더욱 강하고 소수의 구성원으로만 구성되며,

조합의 업무에 기여하는 부수적 위원회로, 조합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

하면 해산하는 특징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2. 설권행위

조합설립인가에 비해 추진위원회승인의 경우 추진위원회가 완전한

행정주체라고 볼 수 없는 점, 공법상 강력한 처분을 발동할 수 없는 점

을 참고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인의 법률관계가 부각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공

법적 권한을 지니는 측면에 주목한다면, 추진위원회승인을 설권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정비법의 제정으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필수 조직으로 인정되며, 한 정비구역에 하나의 추진위원회만 승인

이 가능하다. 따라서 승인 이전까지 추진위원회가 복수로 존재하더라도

승인 이후에는, 단 하나의 추진위원회만 공법적 권한을 가질 수 있고 다

른 추진위원회는 존재 자체가 불법이 된다. 불법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

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제85조 제3호, 제6호).

150)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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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일하게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고,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정관의 초안을 작성하며 토지

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조합설립과 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다(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 또한 조합의 임원과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으로 의제되고(제84조) 공무원

으로 의제되면 재판상·재판외의 토지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되어(제41조)

타인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다.

추진위원회승인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공법적 권한을 추진위원회

에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를 단지 강학상 인가인 보충행위로

보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공법적 지위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도시

정비법의 제정으로 추진위원회에 대한 강력한 공법적 통제가 도입되었다

는 점, 추진위원회승인을 통해 추진위원회가 일정한 공법적 권한과 지위

를 갖게 되며 공행정주체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전단계로 추진위원회

의 권리의무는 조합에 승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진위원회승인은 설권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보충행위는 기속행위에 가깝다는 성질

을 고려했을 때 추진위원회승인을 보충행위로 보면, 추진위원회설립 신

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모

두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도시정비

법은 단 하나의 추진위원회승인만을 허용하며, 다른 추진위원회승인신청

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청은 추진위원회를 승인하

는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을 갖고 승인을 통해 유일한 추진위원회를 창설

한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승인은 설권행위에 해당한다.

Ⅲ. 소결론

추진위원회는 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법적 성격이 약하고 조합

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단체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추진위원회는

승인을 통해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공법상 주체로 승격되고, 조합의



- 126 -

사무를 미리 처리하는 역할도 하여 상당부분 공법적 행위를 한다. 또한

추진위원회승인과 조합설립인가의 견련관계를 살피면 추진위원회승인의

설권행위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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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추진위원회승인의 쟁송방법

Ⅰ. 추진위원회승인에 대한 항고소송

추진위원회승인을 보충행위라고 보는 법원의 태도를 견지한다면,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설립행위와 보충행위인 승인을 분리하여 이해해야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승인을 다투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

우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판례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보충행위라고 보면서도, 기본행위인 추진위원회설립행위에 있어

동의율이 미달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제기된 항고소송인 추진위원회

승인무효확인소송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였다.151) 추진위원회설립행위의

내용인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무효확인의

본안판단을 하였다.152) 이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추진위원회승인을 강학

상 인가로 보는 태도와 배치되며, 인가의 하자와 기본행위의 하자를 엄

밀히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추진위원회승인은 설권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송의 대상을 추

진위원회승인처분으로 집중하여야 한다. 이 외에 추진위원회구성을 위한

결의무효확인소송은 인정할 수 없다. 이는 추진위원회승인처분의 일부분

을 구성하는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추진위원회승인에 대한 피

고를 추진위원회로 국한하는 것은 강학상 인가이론을 따른 결과이므로

추진위원회승인이 설권행위임을 인정하여 승인을 발급한 구청장을 상대

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승인을 받기 전의 추진위

원회 구성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행

정처분인 추진위원회승인을 예정하고 있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결국, 추진위원회승인에 대한 쟁송은 민사적 법률관계로

15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152)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8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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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민사소송으로 다투기 보다는 추진위원회의 공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행정소송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Ⅱ. 추진위원회승인과 조합설립인가의 관계

1. 처분의 한시성 및 종속성

(1) 처분의 한시성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위한 준비조직의 역할을 하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으로 그 역할을 다 하면, 조합설립인가에 의해 소멸된다.153) 추진위

원회의 권리·의무 또한 조합에 포괄승계 된다(제15조 제4항).154) 추진위

원회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할 때, 조합의 구성은 물론 앞으로 진행할

정비사업의 대략적인 계획서를 첨부하기 때문에155), 추진위원회의 승인

153) 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

원회는 해산한다.”고 규정한다.

154) 따라서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은 “추진위원회의 권한은 조

합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므로 일단 조합설립인가처분

을 받아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

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본다.

155) 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각호에 따른다. 각호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5. 삭제 <2008.12.17>

6.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7.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

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8의2. 주택건설예정 호수 및 세대수, 가로구역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의 범

위ㆍ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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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래에 예정된 조합설립인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조합설

립인가처분이 발급되면 추진위원회 및 그에 대한 승인은 조합 및 조합설

립인가에 흡수되어 소멸하는 한시적 특성을 가진다(한시성).

(2) 처분의 종속성

이러한 추진위원회승인과 조합설립인가의 관계는 예비결정과 본처

분의 관계에 있다. 예비결정이란 본처분의 이전 단계에서, 본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선행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본처분에 종속하도록 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 예비결정의 대표적 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관리

업 허가에 앞서 이루어지는 적정통보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을 하

고 사업 준비를 하였는데, 이후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

고 판명된다면 신청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함과 동

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도록 하여 적정·부

적정 통보를 하고, 이후 허가단계에서 나머지 허가요건만 심사하여 신속

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취지가 있다.156)

따라서 예비결정은 본처분의 일부를 이루고, 추후에 본처분이 있게

되면 본처분에 흡수되어 별도의 처분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본처분이 취

소된다고 하여 다시 독립성을 갖고 부활하지 못하며 본처분과 함께 소멸

하게 된다(종속성).157) 추진위원회는 설립이 예정된 조합의 업무를 선행

적으로 이행하고, 조합 설립의 기초를 형성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원활하

을 적은 사업계획서(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계획,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

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0.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

156)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157) 김종보,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와 추진위 그리고 변경인가’, 도시개발신문칼럼,

http://www.udp.or.kr/v2.0/bbs/board.php?bo_table=colum02&wr_id=132&sca=&sfl=w

r_subject&stx=%C1%B6%C7%D5%BC%B3%B8%B3%C0%CE%B0%A1; 김중권,

「2013년도 주요행정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안암법학』 제44권,

2014,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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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비적 단체이다. 추진위

원회승인을 통해 장래에 설립할 조합을 전제로 조합 설립의 기초를 형성

하고 조합의 일부 업무를 미리 행한다. 추진위원회승인시에는 조합설립

승인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조합설립인가는 당연히 추진위원회승인을 바

탕으로 발급된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승인은 조합설립인가의 예비결정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조합설립인가의 성격을 설권행위라고 보는

현 시점에서 추진위원회승인의 법적 성격 조합설립인가의 그것과 동일하

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추진위원회승인의 법적 성격도 설권행위로 보아,

조합설립인가를 설권행위로 본 법원의 결단을 지지하는 것이 옳다.

2. 소의 이익

본처분이 발급되면 예비결정은 이에 흡수된다는 점에서, 예비결정

을 소로써 다투는 도중에 본처분이 발급되면 예비결정을 다툴 소의 이익

이 소멸한다. 본처분에 관한 소로 예비결정을 다투는 것이 유효·적절하

기 때문이다.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을 예비결정으로 본

판례도 이와 마찬가지로 판시하고 있다.158)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인가가

발급되면 추진위원회승인이 흡수·소멸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설립인가

가 발급된 이후 추진위원회승인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된 조합이

조합총회를 통해 추진위원회가 한 시공자선정결의를 그대로 인준한 경

우, 종전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는

데, 추진위원회승인과 조합설립인가의 관계에 비추어 타당한 판시이

158)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

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건설허가 전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

건설허가의 일부 요건을 심사하여 행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

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그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되고, 따라

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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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9)

3. 추진위원회의 부활 여부

한편,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종전의 추진위원회가 다시 부활

하는가를 논할 필요가 있다. 만일 추진위원회가 부활한다고 보면 이에

대한 승인을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추진위원

회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보면 그 승인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

툴 소의 이익이 부정될 것이다. 추진위원회 부활을 지지하는 견해는, 추

진위원회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추진위원회가 행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주체가 없어지고,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효

율이 있음을 주장한다.160) 그러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 추진

위원회가 부활한다고 보는 것은 추진위원회의 본질에 배치된다. 추진위

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게 됨으로써 그 존립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고 해산 후 소멸하게 된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는데(제4조의3), 정비구역이 해

제되기까지 하는데도 추진위원회가 남아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추진위원회설립 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기까지 상당

한 시간이 경과하는데, 과거의 추진위원회가 부활하여 현재 정당성을 유

지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가 한번 발급되면 그

효과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추진위원회가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조합의 해산과 청산절차를 위해

조합이 잔존사무 범위 내에서 여전히 존속하는 부분은 있다. 하지만, 이

는 조합이 존속하는 것이지 추진위원회가 부활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이 있은 후 소송절차를 승계하는 주체를 살

159)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160) 노경필,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사업과 행정소송」, 『사법』제10호,

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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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을 때,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조합에 대해 여전히 당사

자능력을 인정한다.161) 만약, 추진위원회가 부활한다고 보면 추진위원회

가 소송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판례에 따를 때도

추진위원회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후는 물론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이후에 추진위원회의 존재를 인

정할 수 없고, 추진위원회의 부활을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Ⅲ. 소결론

추진위원회의 공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추진위원회승인을 설권행위

로 보고, 추진위원회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를 통해 도시정비법에 부합하는 해석을 할 수 있고 정비사업에 관한 분

쟁을 행정소송으로 단일화 할 수 있으며, 소송 도중 조합설립인가가 발

급되었을 경우 조합설립인가의 취소소송으로 변경하기도 용이하다. 한편,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후에는 더 이상 추진위원회승인을 다툴 소의 이익

이 없다고 할 것이고, 조합설립인가발급 즉시 추진위원회는 조합에 흡

수·소멸되므로, 설령 추후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추진위

원회가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

16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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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이상에서 강학상 인가이론의 개념과 중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정비

사업의 각 단계별로 강학상 인가이론을 적용했던 판례들의 태도와 그 변

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강학상 인가는 사인간의 법률행위를

공익적 목적에 기해 통제하는 것을 원형으로 한다. 따라서 강학상 인가

의 기본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행위이다. 강학상 인가에 의해 기본행

위의 법률상 효력이 소급하여 완성되기에 인가 이전의 기본행위는 유동

적 무효 상태에 있다. 한편, 처분이 강학상 인가의 기본행위가 될 수 있

는지 문제되는데, 처분은 그 자체로 독립성을 갖춰 완결적인 효력을 발

하기 때문에 보충행위의 부수성과 종속성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인가의 기본행위에 공법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지만, 적어도 도시정비법상 인가의 법적 성격을 해석할 때

처분을 기본행위로 하는 강학상 인가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기본행위의

범위와 별개로 논리적 문제가 있다.

강학상 인가를 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인가 고유의 하자를 이유

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인가처분의 직접상대방인 기본행위의

당사자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제3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원고적격

을 갖는 당사자는 소 제기시 기본행위의 하자인지, 강학상 인가의 하자

인지를 판단한 후 적법한 관할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

에 반해, 법원의 입장에서는 강학상 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각하의

유인이 존재하며 이는 인가이론의 발달을 가져왔다.

한편, 도시정비법상 각종 인가처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

시정비법 고유의 공법적 특징과 정비사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이 필요하다. 정비조합설립인가는 행정주체인 조합을 창설한다는 특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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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에 재량성이 인정된다는 점, 인가 이전의 총회결의 등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을 설권적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판례는 종래 조합설립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았으나 그 태도를 바

꿔 설권행위라고 판시하여 타당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조합설립

과 관련한 분쟁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한편,

변경인가란 당초의 조합설립인가가 유효함을 전제로 일부의 내용만 수정

하는 것이므로 변경인가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분쟁은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

소소송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인가의 설권행위적 특성과 변경인가의 본질

에 부합한다.

관리처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행정계획의 특성을 모두 갖추

어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은 입안권자인 조

합의 입안과 결정권자인 구청장의 계획확정행위를 통해 유효하게 성립하

며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구청장의 인가행위는 독립한 처

분이 아닌 계획확정행위이고 행정계획 수립 절차의 최종과정에 해당한

다. 결국, 관리처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은 인가된 관리

처분계획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의 대등한 수립 주체인 조합과 구청장을 공동피고로 삼는 것

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현실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

행계획은 건축허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공동건축주의

일부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

될 수 없고, 강학상 인가이론을 적용하여 인가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합설립인가 이전의 추진위원회는 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법적

성격이 약하고 사인의 집합체적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추진위원회는 승

인을 통해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공법상 주체로 승격되고, 조합의

사무를 미리 처리하는 역할을 하여 상당부분 공법적 행위를 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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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승인의 설권행위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승인에 대한 분쟁은 추진위원회승인에 대한 취소소송

으로 다투는 것이 옳다. 한편, 추진위원회승인은 조합설립인가의 예비결

정에 해당하므로 조합설립인가가 있은 후에는 더 이상 추진위원회승인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나아가, 조합설립인가 즉시 추진위원회는 조합에

흡수·소멸되므로 추후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추진위원회

가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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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Rearrangement

Project and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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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hereafter, ‘the Act’) has been

enforced in 2003, lots of issues regarding legal meaning of ‘approval’

have arisen. In the Act, there are diverse examples of ‘approval’ for

each process of rearrangement project(hereafter ‘the Project’). It could

be construed as either academic meaning of Permission, License, or

Approval. Depending on the meaning of ‘approval’, process of lawsuits

differs and decisions of the court could be reversed. So legal meaning

of approval has to be analysed thoroughly for the sake of the parties

and for appropriate judicial decisions.

Almost all judicial precedents and scholars have confirmed

‘approval’ as academic meaning of ‘Approval’ without concerning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Act. Main principle of Approval is that

any kind of contract or consent become effective only if

administrative agency approves it. If an approval turns out to be

Approval, a person should go through a civil procedure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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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utes over consents, otherwise he/she should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to revoke approval which administrative agency has done.

This thesis aims to define the meaning of ‘approval’ of each process

of the Project and propose the better way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Act and the Project.

Most disputes surrounding the Project occur over ‘establishing a

partnership’ and ‘management and disposal plans.’ Approving

establishment of partnership has been explained as Approval before

the Act enacted. Even after the Act enforced, the court decided the

approval as Approval. So whenever the party files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ver defects exist in approval, the court rejected the

lawsuits. In the light of the Act, however, approving establishment a

partnership is Licensing. It is because if a partnership is established

after approval, the partnership obtains a status of administrative

agency and have authority which originally belongs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The court has recently adopted that the

approval is License.

Meanwhile, authorizing ‘project implementation plans’ and

‘management and disposal plans’ are still interpreted as Approval.

There might be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se issues and I comment

that those approvals are most likely ‘the confirming plans’ as the last

procedure of the plans. Also they are not an independent acts of

disposal by administrative agency.

keywords : rearrangement project, approval, license,

establishment a partnership, management and disposal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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