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법학전문석사 학위논문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연구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법학전공

신 준 섭



- i -

국문초록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통합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 15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 활용되는 인가 제도를 ‘강학상 

인가’로 보던 판례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판례는 조합설립

인가와 달리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을 여전히 강학상 인가로 보

고 있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취소소송에

서 많은 각하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속된 행정처분의 경우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볼 때의 기본처분과 인가처분, 관리

처분계획 변경인가에서 당초 인가처분과 변경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독립된 행정

처분으로 보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기본적으로 행정계획인 관리

처분계획의 한 단계로, 관리처분계획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행정처분이라

고 할 수 없으며, 만약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을 설권적 처분이라고 보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을 

강학상 인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강

학상 인가로 전제한 판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변경인가로 인하여 

당초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판례의 태도는 근거가 되

는 법적 논리가 부실하고 그로 인한 효과가 불분명하여 있어 많은 오해

를 유발한다. 판례는 실체법적으로는 당초 인가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

면서도 소송법적으로는 당초 인가처분을 다툴 수 없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법원은 관리

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적극적으로 본안에 대해 판단하여 

위법한 하자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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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당연 무효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각하 판결보다는 사정판결을 

활용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용환권 방식에 의하는 환지처분과 취득·배분방식에 

의하는 이전고시의 실질을 오해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 판례는 

정비사업이 이전고시를 통하여 사실상 종료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전고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

전고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청산금에 대한 분쟁 등에 대하여 행정소

송을 활용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전고시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이의

제기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를 남기는 판례이다. 취득·배분

방식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어도 청산금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이전고시

가 있은 후에도 본안 심리를 허용해야 한다.

주요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소의 이익, 연속된 행

정처분, 강학상 인가, 변경인가, 이전고시 

학  번 : 2016-2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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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통합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 15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큰 틀은 그대

로 유지되고 있는데, 주요한 점은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

에 대한 공법적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도시정비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근까지도 재

건축·재개발사업의 분쟁을 민사적 관점으로 바라보았고, 그 바탕에는 

정비사업의 구조를 ‘강학상 인가’로 이해하는 법원의 태도가 놓여져 

있었다. 대법원이 2008다60586 판결을 통해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을 

설권적 처분이라고 판시하여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을 강학상 인가로 

보던 견해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분쟁을 민

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던 법원의 태도는 근본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을 강학상 인가로 판단하면서 정

비사업에 도입되기 시작한 강학상 인가이론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

행계획인가 등의 정비사업의 여러 단계에 넓게 활용되었지만, 판례의 변

경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조합설립인가를 제외한 정비사업의 많은 영역

에서 강학상 인가이론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완료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단계

이고 실제적으로 다수의 사람들과 그들의 금전적인 이해관계 및 권리들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는 필연

적으로 잦은 분쟁을 야기된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의 영역에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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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판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단계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안이 본안 판단에도 이르지 못하고 각하되고 있다. 특히, 관리처

분계획의 단계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내려진 이후에 변경인가가 내

려지는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이전고시가 행해지는 경우

처럼 연이어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판례는 많은 경우 소를 각하

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검토

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안 판단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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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정비사업 중 관리처분계획의 단계에서 연속된 변경인

가 또는 이전고시와 같은 연속된 행정처분이 행해지는 사안에서의 소의 

이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정비사업 전 

단계에 걸친 판례의 태도를 정리하여 분석하고, 각 판례들의 비교를 통

해 판례의 결론이 내려지게 된 원인을 탐색하여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단

계에서 소의 이익을 다루는 방식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개념을 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의 행정계

획으로서의 성질을 확인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는 법

원의 태도와 그로 인하여 비롯된 소의 이익의 문제를 비판적 시각에서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소의 이익의 문제를 다룬

다. 우선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그 성질에 따라 분류하고 법원이 관

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적용하고 있는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검토

할 것이다.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발전과정과 정비사업으로의 도입

과정을 살펴 현재 정비사업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변경인가와 흡수론

'’의 효과를 확인하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시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대하는 판례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역시 연속된 행정처분으로 관리처분계

획 이후의 이전고시의 개념과 효과를 알아보고, 판례에서 이전고시와 관

련된 항고소송을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전고시의 

법적 성질을 분명히 하고 환지처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기존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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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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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리처분계획

제 1 절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Ⅰ.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및 절차

행정청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의 설립과정에서도 그 인가

권을 가지며, 사업의 결과를 분배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다.1) 관리처분계획이란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을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일정한 기준아래 변환시

켜 배분하는 일련의 계획이다.2)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은 내부적으로 손실

보상, 계약, 수용 등에 의한 취득과 청산 또는 권리의 해지로 그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이행하는 계획인 관리계획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시행자에

게 귀속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인 처분계획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이전고시를 통해 그 계획을 최종적으로 

실행하고, 그 후에 청산금부과처분을 통하여 사업 전과 사업 후의 자산 

가액을 비교하여 자산의 과부족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전고

시나 청산금부과처분은 관리처분계획의 집행행위로 기능하며, 시점을 뒤

집어서 설명하자면 관리처분계획이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행해질 이전

고시와 청산금부과처분의 내용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전고시나 청산금부과처분은 법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내용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구속된다.3) 그러

나 이전고시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집행되기에 관리처분계획이나 이

1)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8, 587면.
2) 유승정,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의 실질」, 『법조』제45권 제1호, 1996,
151면.

3) 김종보, 앞의 책(건설법의 이해), 5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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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시가 없다면 정비사업의 결과로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시설의 소유

권은 인정될 수 없다4).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 등의 사항을 정하여 토지등소유자

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고시하여 수립절차가 

개시된다(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토지등소유자 등은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며(도시정비법 제72조 제2항), 분양신청기간이 종료

되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 74조 제1항). 이후 시장·군수 등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인가처분이 고시된 때에는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

을 통지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 5항). 즉,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담은 관리처분계획안이 

성립된 후에 이에 대해 동의하는 조합총회의 결의가 존재하고, 군수 또

는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발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

게 된다.

 Ⅱ. 조합총회의 결의와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에서의 조합과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조합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각종의 권력적 

행정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행정주체이다.5) 대법원에서도 조합은 조

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38150 판결.
5)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4,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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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 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

다6)고 하고 있다. 예컨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거나 토

지를 수용하는 등의 행위가 그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나 사

업시행계획은 공행정주체가 발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구속

적 행정계획으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7) 그런데 관리처분계획

에서 특유한 점은 보통의 처분과 달리 그 처분을 형성하는 과정이 행정

내부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조합총회의 결의라는 절차를 통하여 관리처

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도시정

비법 제45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총회의 결의 사항이며 조합총

회가 세부적인 내용을 형성하고, 행정청이 인가를 통해 이를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고시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관리처분계획은 

그 내용을 이루는 조합총회의 결의와 그 결과로서 형성된 관리처분계획

이 다른 보통의 처분보다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이 보인다.

 

철거명령과 같은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자는 

철거명령의 취소소송만을 제기해야 할 뿐, 철거명령이 발급되기 전의 행

정청의 내부적 의사형성 단계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관리처분계

획에서는 직접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 

이외에도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는 조합총회의 결의라는 것이 명백히 존

재하고 있어 철거명령에서처럼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리처분

계획 전 단계의 조합총회 결의에 대하여도 소송이 허용될 수 있는가가 

불명확한 것이다.8)

6)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7) 김종보, 「계획확정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별」, 『행정법연구』제7호, 2001. 참조.
8) 김종보, 앞의 책(건설법의 이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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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Ⅰ. 개설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현안은 사업비등 자금문제와 

권리조정 또는 권리변환에 관한 권리문제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에 

관련된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사업과정의 어느 절차보다도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단계이다. 그렇기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분쟁

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두 번의 중요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하나

는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주체인 조합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구

체적이고 직접적인 사항을 정하는 행정계획으로 독립된 행정처분이라는 

판결9)이다. 또 하나는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며 그 성질

을 강학상 인가라고 보는 판결10)이다. 이 대법원의 판시를 중심으로 관

리처분계획의 법적 성질을 확인하고 관리처분계획과는 별도로 관리처분

계획인가의 법적 성질은 어떠한지 살펴보아 관리처분인가를 독립한 행정

처분으로 보는 현재의 판례의 태도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Ⅱ. 행정계획으로서의 관리처분계획

  1. 행정계획의 의의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기간 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

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작용, 

9)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10)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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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결과로 설정된 활동기준11)을 의미한다. 행정계획의 예로는 도시

관리계획, 경제개발계획, 환경계획 등을 들 수 있다.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 행정계획의 특수성

행정계획은 개인을 처분의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와는 달리 불

특정 다수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수범자로 삼는다. 또한 행정계획은 일정

한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기 때문에 장래에 대한 예측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장래에 

대한 예측이란 불확실한 것으로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변칙적인 상황을 

예측해야 할 수밖에 없어 계획의 완성단계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와 계획

의 변경 또는 철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설정되는 행정계획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행정에 의해 결정될 수밖

에 없고, 일반 행정행위에서 보다 훨씬 넓은 재량권이 행정권에 부여된

다.12)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행정계획은 다른 행위형식과는 달리 여러 성질의 행정형식을 포

함하고 있다. 따라서 그 법적 성질에 대해 행정입법이라는 견해와 행정

행위라는 견해, 복합적 성격을 보유한다는 견해, 법규범도 아니고 행정

행위도 아닌 독자적인 행위형식이라는 견해로 나뉜다.13)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행정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

11) 김동희, 앞의 책(행정법Ⅰ), 183면.
12)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17, 268면.
13) 김동희, 앞의 책(행정법Ⅰ), 1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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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행정계획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

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

정청의 처분14)”이라고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하였다. 이 대

법원의 판결이 행정계획을 행정행위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생각건대, 대

법원의 판결은 행정계획이 입법행위라거나 행정행위라고 판단하지는 않

았고 단지 행정계획의 처분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행정계획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의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계획에 대한 

후속집행행위가 행정계획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하여 국민의 권리 의

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더라도, 집행행위는 행정계획에 구속된 것

으로 행정계획의 내용에 반하는 집행행위는 상정할 수 없기에, 행정계획

에 근거한 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행정계획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직접 행정계획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다.

   (3) 행정계획과 계획확정행위

계획확정행위란 행정법총론에서 말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이러한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15) 행정계획

은 여타의 행정처분과는 달리 입안권자의 입안, 심의회제도, 이해관계인

의 의견 수렴, 관계기관간의 협의 및 조정, 결정권자의 결정 및 고시 등

의 다양한 수립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각 단계들을 차례로 거치면서 행

정계획의 구속력을 갖추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 계획확정행위

는 행정계획에 대외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행위이고 이렇게 구속력을 확

보하여 확정된 계획은 고시를 통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14)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15) 김종보, 앞의 논문(계획확정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별), 2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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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획확정행위 개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계획확정행위의 개념을 상정하면 행정계획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

다. 행정계획을 활용하고 있는 법률이나 이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판

례에서 계획확정행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지칭

하는 실정법상의 용어는 매우 다양하고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

다. 도시계획의 결정, 사업계획의 승인, 재개발구역 지정,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 전통적으로 특정한 

행정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들이며 계획확정행위 역시 우리 실정법의 규정

형식상 행정행위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계획확

정행위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으면 처분과 특별히 구별되지 않고 처분의 

일종인 것으로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착각은 

행정계획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16)   

  3. 행정계획인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결과물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단

을 정하는 것이며 다수의 수범자를 둔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입안권자로 

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참가절차를 거쳐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권자로 

등장하며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은 이전고시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처럼 관리처분계획은 앞에서 살펴본 행정계획의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명실상부한 행정계획이라고 할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 행정계획이고 행정계획은 처분성을 가지는 행정

청의 행위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될 수 있다. 정비사

업을 시행하는 정비조합은 공법인으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도시정

16) 김종보, 「계획확정절차의 도입-계획확정절차의 형식과 실질」, 『행정법학』제
5호, 2013, 152-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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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 제74조에 따라 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인 것이다. 그렇다면 

관리처분계획은 일련의 절차를 통하여 완성된 행정계획이며 행정처분이

고, 별도의 인가행위를 거쳐 처분성을 부여받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시장 또는 군수와 같은 결정권자의 인가행위는 행정계획의 절차 

중 일부인 계획확정행위라고 보아야 하며, 행정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계획확정행위를 통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이 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후속

적 집행행위인 이전고시가 직접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변동시킨다 하더라

도 이러한 집행행위는 관리처분계획에 구속되기 때문에 ‘인가된 관리처

분계획’이 직접 처분성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17)

 Ⅲ.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행정계획이고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

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법원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보면서도 관리

처분계획인가 역시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보면서 인가의 성질을 강학상 

인가라고 보고 있다. 이는 강학상 인가의 기본행위에 공법행위도 포함된

다고 보면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이 강학상 인가의 기본행위

가 되고 결정권자인 행정청의 인가 역시 강학상 인가로 또 다시 처분성

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리처분

계획에서의 ‘인가’라는 용어는 행정계획의 수개의 행정절차 중 계획확

정행위를 일컫는 용어이고 행정청의 전통적 행정행위인 강학상 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용어의 혼동과 더불어 법원은 관리처분계

17) 김종보, 앞의 책(건설법의 이해), 60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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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 행정계획임을 간과하였고 결국 행정계획의 절차에 불과한 인가를 

별개의 강학상 인가로 나누어 판단하게 된 것이다.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은 따로 구별되어 제기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가된 관리처분계

획과 행정청의 인가행위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행정계획인 관리

처분계획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처분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은 

행정청의 인가에 의해서이다. 그렇다면 인가 고유의 하자를 이유로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취소소송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은 사실상 구별할 수 없게 된

다. 인가 고유의 하자 역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에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는 잘못

된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는 행정계획의 일부인 계획확정행위로 보아 

독립한 별개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 

 Ⅳ.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쟁송에서의 소의 이익

  1. 강학상 인가와 연속된 행정행위

앞에서 검토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와는 

달리 대법원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성질을 강학상 인가라고 보고 있다.18) 이 외에도 관리처분계획을 조합구

성원들의 사법적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는 견

해가 있다.19) 물론 이 두 견해 사이에는 기본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차이

점 역시 존재한다. 전자인 법원의 견해에서는 기본행위에 공법행위를 포

18)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19) 김중권·최종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각종 인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법학논문집』 제37권 제1호, 2013,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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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시켜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처분성을 각각 인정하고 있

고, 후자의 견해는 공법행위는 강학상 인가의 기본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두 견해에 의하면 연속된 행위가 존재하게 되고, 특히 법

원의 견해에 의할 때, 연속된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문제가 있다.

  2. 연속된 행정처분에서의 소의 이익의 문제

후술할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서의 소의 이익의 문제와, 이전

고시와 소의 이익의 문제는 모두 연속된 행정처분에서의 소의 이익에 대

한 문제이다. 법원의 견해에 따른다면 강학상 인가의 기본행위에 처분행

위인 공법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처분인 기본행위와 처분인 강학상 인가

처분이 소송에서 문제되는 경우 역시 연속된 행정처분에서의 소의 이익 

문제로 판단될 수 있다. 법원은 이 경우에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

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

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

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

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

다.”20)고 하여 기본행위에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을 

부정하고 있다. 

  3. 연속된 행정처분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인가

법원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분리하여 연속된 행

정처분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는 

20)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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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계획이며, 인

가 행위는 여러 단계로 구성된 행정계획의 절차 중 한 단계로 보아야 한

다. 관리처분계획은 행정계획의 절차를 거쳐 인가를 통해 확정되는 하나

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21) 또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강학

상 인가로 파악하게 된 것은 법원이 정비사업의 한 단계인 조합설립인가

를 강학상 인가로 보는 데에서 영향을 받은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

고, 조합설립인가를 더 이상 강학상 인가로 보지 않는 판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는 태도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술할 것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는 법원의 태도는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이 본질적으로 행정계획이므로 인가 행위를 따

로 분리하여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만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독립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

가를 조합설립인가와는 달리 강학상 인가로 볼 근거가 없다. 관리처분계

획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볼 수 없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강학상 인가

라는 전제 하에 기본행위와 인가행위를 연속된 행정처분으로 보고 기본

행위의 하자로 인가행위를 다툴 수 없다는 법원의 태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영역에서는 애초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21) 김종보, 앞의 논문(계획확정행위와 행정행위의 구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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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론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을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일정한 기준 아래 변환시켜 배분

하는 일련의 계획이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은 행정계획의 일

종으로 본질적으로 여러 성질의 행정형식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행위이고 

인가행위 역시 행정계획의 절차 중 일부인 계획확정행위라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행정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가된 관리

처분계획’이 되어야 한다. 

또한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아 이들의 관

계를 기본행위와 인가행위로 구성된 연속된 행정처분과 같이 판단하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행위를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기본적으로 행정계획

인 관리처분계획의 한 단계로 관리처분계획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행정처

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만약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조합설립

인가의 법적 성질을 설권적 처분이라고 보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을 그와는 달리 강학상 인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소를 통해 다툴 수 없다는 법원의 

결론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오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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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소의 이익

제1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의의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까지도 규정하고 있다22). 관리처분계획

의 변경은 최초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리처분계획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매우 포괄적인 반면 상대적으로 이

른 시기에(사업시행인가 직후) 작성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사업상황의 변화 등으로 이들을 일부 수정할 필요

가 있으며, 이렇게 그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이라 부른다.23)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기존의 계획을 폐지하고 새로운 계

획을 수립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상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

은 모두 변경절차에 적용된다. 판례24) 역시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2) 도시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
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3) 김종보·전연규, 『새로운 재건축·재개발 이야기Ⅰ-하권』, 사단법인 한국도시개
발연구포럼, 2010, 567면.

24)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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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관리처분계

획의 변경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은 관리처분계획의 전면적 변경과 부분적 

변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전면적 변경은 관리처분계

획의 주요 부분의 실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에 대하여 새로이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뜻하며, 부분적 변경이라 함은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

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전면적 변경과 부분적 변경에 대해 

살펴보고 변경인가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Ⅱ. 부분적 변경 

  

  1. 판단 기준

 

전면적 변경과 부분적 변경이라는 용어는 실정법상으로는 존재

하지 않는 용어이나 본고에서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서 

확인되는 변경의 모습들을 법원의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그 개념을 정의

해 본 것이다. 먼저 부분적 변경은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용어이다. 법원은 이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를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

로 해석하고 있기에 무엇이 부분적 변경인지를 판단하려면 법원의 태

도25)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사안을 살필 필요가 있다. 

25)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란 도
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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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임받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

조26)에서는 7호에 걸쳐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

령 제49조는 2016.2.29.자 개정으로 인하여 7호가 추가된 것 외에는 도시

정비법의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조항이다. 

 

각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경미한 사항을 범

위를 한정하여 매우 선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정비

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 조합총회의 의
결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
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아니하거나, 분양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
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두22140)

26)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6.2.29>

1.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때(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
하지 아니하는 때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
경하는 때

4. 법 제20조제3항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 및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
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5.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6.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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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와 제28조에서 위임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각 제12조, 제16조 

및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계획,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의 부

분적 변경과 비교해보면 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상 정비계획,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할 때는 정비사업비, 정비구역면적 등의 일반적으로 

보아 분쟁의 여지가 있을 법한 변경까지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로 

보아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변동 역시 일정한 범위 안에서

는 경미한 사항변경으로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

령 제49조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변동이 거의 없

는 경우만을 경미한 사항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사업의 최종적인 단계에서 권리의 취득과 청산 등을 규

정하는 계획이기에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적 변경으로 판단될 

여지를 줄여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하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3. 부분적 변경의 절차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절차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의 규정들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지만, 기존의 관

리처분계획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 각호에 해당

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는 조문 상으로도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그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의 부분적 변

경절차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와는 그 양태가 달라야만 할 

것이다.

변경인가를 받는 대신 신고만으로 충분하도록 규정된 경미한 사

항의 변경은 총회결의, 공람절차, 통지절차 등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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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법이 이를 따로 규정하는 이유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

어서는 이러한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진행의 간편함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령상으로 신고사항

을 접수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는 하나 관리처분계

획의 단계에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고시되어야 한다. 아무리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처분의 변경이므

로 고시는 효력발생 요건에 해당하여, 이를 고시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에서 명시적으로 경미

한 사항 변경의 경우 고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

행인가 부분27)과는 달리 관리처분계획의 부분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을 인

가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보다도 더 최종적이고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다루는 

처분이기에 부분적 변경에 대하여도 고시를 통하여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전면적 변경

  1. 전면적 변경의 의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의 

각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각 

사안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조합원의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

를 침해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의 변경을 전면적 

27) 도시정비법 제50조 ⑦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
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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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전면적 변경에 대하여‘당초 인

가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전면적 변경의 사례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총회 의결에 따른 사업시행인

가변경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최종적

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종전

과 큰 차이가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과 전체 조합원 수, 결

의 참석자 수 및 동의자 수가 다르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으로부터 4

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진 점”을 보아 전면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28)

한 바 있다. 또한 “대지조성비 중 13,323,697,059원의 ‘공통부분’비용

을 삭제하고 이를 대지비에 합산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

여 “토지 등 소유자들의 사업비부담액 및 지분율이 상승한 사실”등이 

인정된 사안에서도 관리처분계획의 주요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전면적 변경을 인정한 바 있다.29)

  3. 관리처분계획에서의 전면적 변경

앞에서 살펴본 판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서 법원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나 조합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변경

이 가해지거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전면적 변경으로 

보아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도시정비법이 관리처분

계획에서의 경미한 사항을 조합설립인가나 정비계획의 그것과는 달리 범

위를 좁혀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면적 변

경은 후술하게 될 ‘변경인가와 흡수론’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

28)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판결
29)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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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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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협의의 소의 이익

 Ⅰ. 소의 이익

  1. 의의

오늘날 국가기능의 확대와 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하여 행정기능

에 의존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행정청의 행정행위와 행정행위 

이외의 행정지도, 행정계획 등과 같은 행정작용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 받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헌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국민

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

에 대하여 다투는 행정재판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점차 가중되는 법원의 

소송부담과 소송경제를 고려한다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는 없다. 행정법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소를 제기하여 본안판단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소의 이익이 있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소송제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

하여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나가는 추세에 있다.30)

  2. 권리보호의 필요

소의 이익은 민사소송에서 정립된 개념이지만, 항고소송 역시 원

고와 피고 사이에 공격과 방어절차를 거쳐 법원이 판결로 분쟁을 해결한

다는 점에서는 민사소송과 다르지 않기에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거나 법

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의 법리는 항고소송

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31) 따라서 항고소송에의 소의 이익은 

30) 박균성, 앞의 책(행정법론(上)), 122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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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 ‘청구적격’, ‘권리보호의 필요’라는 세 가지 모습

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중 권리보호의 필요를 따로 구별하여 협의의 소

의 이익이라고 칭한다. 

 

Ⅱ. 협의의 소의 이익

 1. 소익 없으면 소권 없다

‘권리보호의 필요’라고도 불리는 협의의 소의 이익은 소에 대

해서 본안판결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청구가 국가의 재판제도를 

이용하여 해결할만한 정도의 실제적인 가치 내지 필요성을 가지는 것으

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소익 없으면 소권 없다」는 

원칙32)이다. 이러한 협의의 소의 이익은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해당하며, 법원의 심리결과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1) 의의 

취소소송에서 권리보호의 필요성은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이 인정

되는 한 충족된 것으로 추정되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정된

다. 특단의 사정이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권리침해의 상태가 해소된 경우, 취소소송보다 쉬운 방법으로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이론적 의미만 있을 뿐 실제

31) 전현철, 「항고소송의 기능과 소의 이익」, 『법학논총』Vol.38(1), 2014, 63면.
32) 김정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2, 9면.



- 26 -

적 효용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후술한다. 다만 행정소송

법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이익

이 법률상 이익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33)

   (2) 협의의 소의 이익의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에서는 권리보호의 필요, 즉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뒤에도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이익이 법률상 이

익인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

법 제12조 제2문은 원고적격이라고 되어있는 조문의 제목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조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의 조문

보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3) 권리보호의 필요가 문제되는 경우

    1) 권리보호의 필요 문제의 유형화

일반적으로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특단의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고 이렇게 권리보호의 필요가 문

제가 된 경우들을 모아서 크게 여섯 가지 정도로 유형화해볼 수 있다. 

33)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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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권리보호의 필요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취소를 구할 현실적 이

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2)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서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판례34)는 행정소송법 제12

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을 넓게 판단하여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뒤에도 

처분이 존재하였다는 것만으로 발생할 법적 불이익에 대한 법적 쟁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입법되었다고 보는 견해35)와 흡사한 태도를 보인

다. 이 견해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 의해 인정되는 소송을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송으로 보아 마치 독일의 계속확인소송과 같은 소

송으로 이해하고 있다36). 그러나 위 견해와 판례의 태도는 행정소송법상 

소송형식이 취소소송으로 규정된 것과는 일치하지 않고, 쟁송취소는 소

급적 효력을 가지므로 처분이 소멸된 뒤에도 취소할 위법상태가 존재한

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존재한다37). 반면에 이에 대해서 다수 견해

는 처분의 효력의 소멸에 의해 당해 처분에 의해 침해된 기본적인 권리 

내지 법적 지위가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어떠

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부수적인 이익일지라도 취

34) 제소 당시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추었는데 제소 후 취소 대상 행정처분이 기
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
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
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져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적법
함을 전제로 이루어짐에 따라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어 이미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여 줄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7.7.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35) 홍준형, 『행정구제법』, 한울아카데미, 2001, 590면.
36) 김동희, 앞의 책(행정법Ⅰ), 743-744면.
37) 박균성, 앞의 책(행정법론(上)), 1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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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송을 인정하기 위하여 위 규정이 도입되었다고 해석하고 동 규정이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38) 그러나 최근 

판례는 “반복될 위험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효력이 소멸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

익을 긍정하고 있어 이는 소의 이익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39)

    3)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실제적인 효용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필

요가 부인된다.40)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

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

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41)

    4)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처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법원은 의사국가시

험에 불합격한 후 새로 실시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42) 사법시험 

1차 시험에 불합격한 후 새로 실시된 같은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더 이

38) 박윤흔·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795면.
39)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40)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
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
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
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41)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42)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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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있다.43) 그러

나 처분 후에 사정변경이 있더라도 권익침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44)

    5) 취소소송보다 쉬운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취소소송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행정적인 방법이나 절차로 간단히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요구는 원칙적으로 부인되는 

것이다. 소송은 권리보호를 위한 최후수단으로 여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의 종류 가운데 보다 용이한 소송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이 적용될 만하다. 일반적으로 확인소송보다는 형성소송·이행

소송이 용이한 것으로 간주된다.45)

   6) 원고의 청구가 이론적 의미만 있을 뿐 실제적 효용이 없는 경우

행정행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소익이 부인되는 것

은 이러한 실익이 없는 소송을 배제하고자 하는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1995.10.17.선고, 94누14148 판결에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행정명령에 불과한 각종 규칙상의 행정처분 기분

에 관한 규정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다 하여 법률

상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법원은 행정청의 

4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44)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이 가
능하므로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

45) 김연태·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16, 7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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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된 제재처분에 구속되지 않고 가중된 제재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

리·판단하는 기회에 선행처분상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하며 권

리보호의 필요를 부인하여 이러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46)

 

    7) 원고가 청구를 통해 특별히 비난받을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     

법원이나 피고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나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부인되어야 한

다. 이 경우의 ‘권리보호의 필요’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뿌리를 둔, 

‘소권남용금지의 원칙’으로서 기능하게47) 된다. 예컨대 단지 경제적인 

목적으로 체류를 연장하기 위하여 정치적 망명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행

정계획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단순히 자신이 못마땅하

게 생각하는 행정계획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또는 국가에 대한 청구

금액을 한 번에 청구하지 않고 작은 금액으로 나누어서 청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48)

  3.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취소소송에서 논한 소의 이익이 요구된다. 

따라서 위에서 검토한 소의 이익에 관한 내용은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적

용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무효확인소송에서는 민사소송인 확인소송에서 

요구되는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49)한다. 

46) 대법원은 2006.6.22. 선고, 2003두1684 판결에서 94누1418 판결의 가중적 제재사
유가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제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47) 김연태·김남진, 앞의 책(행정법Ⅰ), 800면.
48)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6, 711면.
49) 무효확인소송이 실질적으로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소송
의 보충성이라고도 불리는 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일반적 소송요건인 ‘확인의 이익’
이 요구된다는 긍정설과, 무효확인소송에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인정되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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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50)는 무효확인소송에서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

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에서 요구하는 

확인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판례를 변경

하였다.

 Ⅲ.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협의의 소의 이익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관

리처분계획 변경인가로 인하여 당초 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취

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이 각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각하판결의 

이유로 법원은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는 뜻이다. 이하에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협의의 소의 이익이 어떤 영향을 받

게 되는지를 확인하여 이것이 앞에서 살펴본 여섯 가지 유형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비판적 태도에서 법원의 태

도를 분석하고 나아가 법원의 태도로 인하여 법원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부분, 예를 들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소멸된 당초의 관리처분

계획인가와 그에 기반한 행위들의 효력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

고자 한다.

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확인의 이익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고, 행정소송은 민사
소송과 다른 본질에 있어서 확인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이며, 현행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등 원고적격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부정설이 대립
한다.(박균성, 앞의 책(행정법론(上전)), 1268-1269면)

50)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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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의의와 발전과정

 Ⅰ.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의의

‘변경인가와 흡수론’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변경인가처분 이후의 본인가처분의 효력 유무를 판

단하는 법원의 태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변경인가와 흡수론’은 관

리처분계획인가 관련 소송에서만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련 소송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오던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인가와 흡수론’은 법원이 재개발 또는 재

건축 사업에서 변경인가가 내려진 후에 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보이고 있는, 일견하여 납득하기 어렵고 근거가 모호한 

태도를 일컫는다. 이 태도를 정리하자면 변경처분이 존재할 경우 변경처

분을 새로운 인가처분으로 보고, 변경처분이 본처분을 흡수하여 본처분

의 하자는 더 이상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변경인가와 흡수론’은 법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같은 사건

에 관련하여 법원에 제기된 소송들을 변경인가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일

원화할 수 있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간편한 수단이 되어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변경인가와 흡수론’에 대하여 법원 스스로도 변경

인가로 인하여 본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어찌하여 없어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다툴 수 없어진 본처분과 

본처분에 기하여 이루어진 행위들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

여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기원을 추적해 보고 그 발전과

정을 확인하여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법원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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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이야기 하고 있지 않은 문제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한다.

 

 Ⅱ.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발전과정

  1.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태동 : 단계적 행정결정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단초가 될 법원의 태도는 본처분과 변

경처분의 관계가 아닌 단계적 행정결정에서의 예비결정의 소의 이익문제

를 다룬 판례에서 처음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은 예비결정이 독립한 행정

처분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본처분이 있게 되면 그 본처분에 흡수되어 독

립된 존재가치를 상실51)하여 그 본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

로, 예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비록 예비결정과 본처분은‘변경인가와 흡수론’에서 문제되는 본

처분과 변경처분의 관계와는 다르지만 연속된 행정처분이라는 공통점 역

시 존재한다. 차후 전개되는 판례들을 보면 법원은 예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결정을 통해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도화선을 당긴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예비결정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결이 등장하기 전에는 학

계에서 예비결정의 소의 이익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51)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참조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
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건
설허가 전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 건설허가의 일부 요건을 심사하
여 행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나중에 건
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
함으로써 그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지사전승인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되고, 따라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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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례는 대법원이 예비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예비결정의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해서 판단한 최초의 사례이다. 즉, ‘변경인

가와 흡수론’이 등장한 1998년의 판례는 탄탄한 이론적인 토대 위에 세

워진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결정이 학계의 논의를 선도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등장한 해당 판례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논의가 분

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2) 따라서 97누19588 판결은 아직 이론적으로 

논의되어 명쾌하게 정리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행정처분에 대

한 소송에서 그 영향력을 넓혀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등장    

 

본처분과 변경처분의 관계에서 ‘변경인가와 흡수론’이 등장한 

것은 실시계획인가를 다룬 판례에서이다. 법원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53)에서 도시계획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

하여 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변경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

획사업이 실시계획변경인가도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

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인가와 다를 바 없으

므로 이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시계획인가 판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법원의 핵심적인 입장은 

본처분 후의 변경처분이 본처분에서 고려했어야 할 요건들을 대부분 검

토하여 내려진 처분이라면 이미 실효된 본처분이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처분을 새로운 인가처분으로 본다는 것이다. 법

52) 박균성, 앞의 책(행정법론(上), 480-485면 참조.
5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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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이러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이와 유사한 사건, 이를테면 조합설립인

가와 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변경인가 등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도, 본처분에서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를 거친 변경인가를 새로운 인가로 

인정하고 본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3.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의 ‘변경인가와 흡수론’

실시계획인가 판례에서 시작된 ‘변경인가와 흡수론’은 2009년 

전까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등장하는 조합설립인가를 비롯한 사업

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법적 성격을 강학상의 인가로 보

아왔던 법원의 태도에 힘입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많은 소송에서 별

다른 의구심 없이 사용되었다.54)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 같았던 ‘변경인가와 흡

수론’은 2009년, 조합설립인가에 관하여 이것이 강학상 인가가 아니라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라고 보는 대법원 판

례55)가 등장하며 그 위상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대법원에서 ‘변경인

가와 흡수론’을 수정하거나 예외를 설정하거나, 아예 이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판례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조합설립인가가 강학상 인가

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이라고 보는 판례에서 비롯된 것이지 ‘변경인가

와 흡수론’ 자체에 대한 비판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조합

설립인가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상관없이 법원은 여전히 관리처분계획인

54) 김종보, 앞의 책(건설법의 이해), 604면 참조.
55)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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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법적 성격을 강학상 인가로 보고 있고 ‘변경인가와 흡수론’ 역시 

흔들림 없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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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도시정비법에서의 ‘변경인가와 흡수론’

 Ⅰ. 도시정비법 개관

  1. 도시정비법의 제정

2003년 도시정비법이 처음 등장하였다. 도시 형성과정에서 노후

화되고 불량한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지를 재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정비사

업’의 목적이라면, 도시정비법의 목적은 정비사업을 구성하는 각 사업

방식들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진행하고

자 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의 도입 이전에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독립적으로 개별 법률에 의해 시행되었고, 이들

은 그 목적과 대상지역이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적용되었으며 난개발과 낙후지역의 생산이라는 도시문제를 초래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하게 된 것이 도시정비법인 

것이다.56)

  2. 도시정비법에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도시정비법은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에서 각각 규율하던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의 방

식을 재건축사업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의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

가, 비용부과처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고시, 청산금 부과처분등의 

처분과 함께 진행된다.57)

56) 김종보, 앞의 책(건설법의 이해), 39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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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사업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행정청의 처분을 받게 하여 강력한 공법적 통제를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

으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수용방식58)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재건축사

업에서는 매도청구소송59)을 채택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안전진단60)을 시행하고 있다는 차이점 역시 존재한다. 또한 도시정

비법에서는 제35조 제2항에서 재개발사업의 동의요건, 동조 제3항, 제4

항에서 재건축사업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사업동의의 방식61)을 재개발

57) 김종보·전연규,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Ⅰ-상권』,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2010, 26면.

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
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
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
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
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
여야 한다.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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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Ⅱ. 도시정비법에서의 변경인가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

획인가의 각 정비사업의 단계에서 인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각 단계에서는 이미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각 인가에 대응하는 변경인가

까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서의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와 변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와 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변경인가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인가에 대한 소송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비슷하

며, 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모습 역시 발견되고 있어 관리처분계획에서의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영향을 확인하는데도 다른 정비사업 단계에서

의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영향력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Ⅲ. 조합설립변경인가에서의 ‘변경인가와 흡수론’

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
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
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
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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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법시대 재건축결의

   (1) 구법시대의 의미

‘구법시대’라는 용어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영역에서 도시

정비법이 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정비법 제정 이전의 구법들

이 적용되던 시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한다.62) 도시정비법에서의 

‘변경인가와 흡수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절에서 굳이 도시정

비법 제정 이전의 구법시대의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언급하는 이유

는, 구법시대 주촉법 등에 의해 규율되었던 재건축사업은 현재의 도시정

비법의 그것에 비해 공법적인 통제가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형

성된 판례가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구법시대의 판례를 통하여 법원이 본처분과 변경

처분을 대하는 태도를 확인하고 이것이 ‘변경인가와 흡수론’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를 후술할 것이다.

   (2) 새로운 재건축결의

법원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되었던 재건축사업에서 “최초

의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재건축의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

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 경우, 이러한 

서면결의가 재건축결의로서 유효”63)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때 법원

은 원심 판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은 계속된 동의

62) 김종보, 앞의 책(건설법의 이해), 401면 참조.
63)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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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집적에 의해 ‘새로이 서면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있은 것’으로 보

는 취지라고 하였는데, 이는 ‘변경인가와 흡수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위법하거나 무효인 본처분의 

효력이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본처분의 요건을 갖춘 변경처분

이 새로운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3) 법원의 민사적 관점

구법시대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다투는 소송은 법적 성

격을 민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구법시대

의 재건축사업은 행정통제가 미약하고 사인간의 합의로 진행된다는 관념

이 강하였고, 법원은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을 강학상 인가로 

보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기본행

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며, 기본행위의 불성립이나 무효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

였다.64)

재건축사업을 강학상 인가의 문제로 보는 법원의 태도에도 문제

가 있으나, 이 부분의 핵심은 법원이 조합설립인가가 아닌 그 기본행위

인 재건축결의를 민사소송을 다투게 하고, 민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

린 결론들이 도시정비법 도입 이후의 판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동의서 추완의 법적평가에 관

한 문제이다.

   (4) 동의서 추완의 법적평가에 대한 문제

6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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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시대 재건축결의를 다루던 대법원은 동의서 추완의 법적평

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명시적으로 “재건축결의 정족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위 창립총회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뜻이 아니”65)라고 하

였고, 매도청구권행사에 따른 소송 중에 재건축불참자 일부가 재건축결

의에 찬성하여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족수의 하자가 치유되

어 무효인 종전의 재건축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66)라

고 판시하여 하자의 치유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추후에 재건축결의 정족수 요건을 갖추면 재건축

결의의 취소를 허락하지 않으며 최초에 유효하지 않았던 재건축결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몇몇 

하급심 판결67)에서는 추가적 동의서 징구를 통하여 재건축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2003다55455판결

의 하급심에서도 “당초의 하자가 보완되어 유효한 결의로 전환”되었다

는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구법시대에 있었던 법원의 

동의서 추완에 대한 법적평가는 민사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나온 것으

로 사실심변론종결시 이전에 재건축결의의 정족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

에 그 요건을 충족한 때로부터 새로운 재건축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해주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하자의 치유로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

는 것이다.   

 

   (5) 소결론

구법시대에는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이 나뉘어 규율되고 있었

고 특히 재건축사업은 공법적 규제가 약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법원

65)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판결.
66)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10048 판결.
67) 대표적으로 2000가합16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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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아 이에 관련된 문제

들을 민사적 관점에서 해결하려 했던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구법시대의 재건축사업을 판단하던 관성을 도시정비법 이후의 재

건축사업에서도 유지하게 된다면 인가의 법적 성질, 본처분과 변경처분

의 관계, 동의서 추완의 법적평가에 대한 문제 등에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양산해낸다. 

  2. ‘변경인가와 흡수론’

 

   (1)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및 쟁송수단의 변화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는 불량·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한 재

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므로 그 기본이 되는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

고, 따라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만 하자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

지만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써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

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

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68)”

고 하여 강학상 인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라 조합설

립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한다고 보

았다.

68)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8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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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입장을 변경하여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

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

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

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

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

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

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

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69)고 판시하여 조합설립인가의 쟁송 

수단을 항고소송으로 보았다.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을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보는 대법

원 판례가 등장하면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 위하여 강학

상 인가의 원리를 사용하던 법원의 태도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조합

설립에 대한 분쟁을 직면하게 된 법원은 기존에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

던 새로운 문제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비사업 과정에는 

수차례의 변경인가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이 만나게 되는 사안들 

역시 이미 조합이 최초의 조합설립인가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보완한 새

로운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일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어떤 인가처분

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는 매우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과제이며, 그 

중에서도 변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당초 인가처분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이 존속하는지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6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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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이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일관되게 정립되어 있지 않

아서 입장이 상이한 하급심 판례들이 존재하며 실체법적 쟁점과 소송법

적 쟁점이 혼재되어 구별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 

역시 해석에 따라서는 각 사안마다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보일 여

지가 충분하다. 다음에서는 조합설립인가에서의 ‘변경인가와 흡수설’

을 법원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살피고 논의를 정리할 것

이다.

 

   (2) 당초 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된다는 판결

사실 대법원이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와 변경인가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면서 변경인가가 당초의 조합설립인가를 ‘흡수’한다고 판결한 경

우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흡수’라는 용어를 반드시 사용하

지 않더라도 변경인가로 인하여 당초 조합설립인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판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비록 결론은 변경인

가처분이 본인가처분을 ‘흡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으나 ‘흡수’라

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대법원 판례70)는 존재한다. 

그러나 하급심에서는 ‘흡수’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여 

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해 당초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고 

밝히는 판례가 존재한다.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정비구역이 확대되어 확

대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하여 변

경인가를 받은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최초의 정비구역이 새로운 정

비구역에 ‘흡수’되었고 당초 조합설립인가도 변경인가에 ‘흡수’되어 

당초 조합설립인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71) 

70)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판결.
71) 서울행정법원 2010. 6. 9. 선고 2009구합437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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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추가로 동의서를 징구하여 동의율을 충족시킨 변경인가처분을 받은 사안

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변경인가처분을 당초 조합설립인가와 별개의 새로

운 처분으로 보아 당초 조합설립인가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고 판단한 바 있다.72)

대법원 역시 ‘변경인가와 흡수론’에 부합하는 듯한 판결을 보

여주고 있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

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73)다고 

하거나, “선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로 확정된 경우라도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선행 조합설립변경인

가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새로운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74)고 하는 판

례들이 대표적이다.

   (3) ‘변경인가와 흡수론’ 적용의 기준점을 제시한 판결

하급심 판결에서는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그대로 적용한 판

결과 이와는 다르거나, 반대되는 판결들이 공존하여 그 태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변경인가와 흡수론’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변경인가처분과 기존 

설립인가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인가처분에 해당하는 변경인가의 경우를 

구분하는 태도로서 이 기준점을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미 앞에서 

72) 서울행정법원 2010. 7. 15. 선고 2009구합48142 판결.
73)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74816 판결.
74)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5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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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변경인가처분을 부분적 변경, 

기존 설립인가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인가처분에 해당할 정도의 변경인가

를 전면적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로 칭하기로 한 바 있으므로 이를 통하

여 대법원의 태도를 확인해보도록 한다.

대법원은 형식보다는 변경의 실질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가고에서 정하는 부분적 변경에 대하여 행정청이 변경인

가의 형식으로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경인가는 본인가처분과는 

별개로 부분적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본

다. 따라서 이 부분적 변경에 대한 인가는 설권적 처분인 본인가처분을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75)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면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 

변경인가의 내용에 주요 부분에 대한 실질적 변경이 존재한다고 생각되

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인가처분은 본인가처분을 흡수하여 새로운 조합설

립인가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때 대법원은 변경처분이 새로

운 인가처분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신청 전에 총회를 새로 개최하여 조합정관을 확정하

고 조합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결의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76) 문제는 이때 종전의 조합설립인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

다. 하급심 판례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종전 설립인가가 변경인가로 

대체되었기에 종전 설립인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최초설립

인가와 변경인가를 아예 별개로 보아 최초설립인가의 소의 이익을 인정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7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판결.
7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87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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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예외를 인정한 판결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법리의 예외를 설

정하여 ‘변경인가와 흡수론’에서 벗어난 듯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판

결이 존재한다. 판례는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사업시행계획의 수

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후속행위를 하였다면 당초 인가처분

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유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 행

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변경처분이 있다고 하여 당

초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

고 있다.77) 해당 판례는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인정하면서도 특정한 

경우에 예외를 허락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와 흡수론’

을 수정하여 당초 인가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다. 이는 ‘변경인가와 흡수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소의 이익을 넓게 

인정하려는 절충적인 입장에 가까워진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5) 일정 영역을 분리하여 정립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예외를 설정했던 판례와는 다른 형태

로 일정 영역을 ‘변경인가와 흡수론’과 분리하여 당초 인가처분과 변

경처분의 관계를 다시 정립한 판결 역시 존재한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

은 당초 인가처분과 변경처분의 관계와 변경인가와 후행 변경인가와의 

관계를 분리하여 판단하고 있다. 당초 인가처분과 변경처분의 관계를 두

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초 인가처분인 조합설립인가가 주가 되고 변

경처분인 변경인가는 그에 종속한다고 밝혔다.78) 이에 따르면 변경인가

처분은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이미 인가받은 사항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77)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78)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46128 판결.



- 49 -

취소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조합설립인가처분

에 근거하여 설권적 처분의 효력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한

다. 따라서 본처분인 조합설립인가가 위법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

우에는 이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변경인가 역시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상

실하였거나 무효가 됨이 마땅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당초 인가처분과 변경처분의 관계에서 ‘변경인

가와 흡수론’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속되는 변경인가 

사이에서는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적용을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하고 

있다. 후행변경인가처분이 선행변경인가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

하여 새로운 변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처분과 후행변경인가처분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선

행변경인가처분에 기반한 후행변경인가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연속되는 변경인가 사이에서는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적용을 유

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판례는 연속되는 변경인가 사이에서는 아직 ‘변경인가와 흡

수론’의 적용을 인정하지만 일정한 부분을 ‘변경인가와 흡수론’에서 

분리해 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조합설립인가와 변경인가의 관계

를 명확히 밝히며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발급된 조합설립인가는 유효하고 

변경인가는 당초 인가처분의 일부만을 변경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하여 

‘변경인가와 흡수론’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만들어낸 것이다.

 Ⅳ.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서의 ‘변경인가와 흡수론’

  1. 사업시행계획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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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을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라고 

하여 정리한 것에 비하여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에 대해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혼선을 보이고 있고,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판시들을 좇고 있

는 것처럼 보인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판례의 이러한 양상은 관리처

분계획인가를 대하는 판례의 태도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

법원은 사업시행인가를 독립한 처분이자 강학상 인가로 보고 있

고, 강학상 인가이론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보충행위로 보고 기본

행위에 대한 하자와 인가에 대한 하자를 구별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

다. 조합이 결의와 다른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한 경우 이 하자

는 기본행위에 대한 하자이고 이에 대한 보충행위인 행정청의 인가처분

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다.79) 법원이 사업시행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고 있다는 것

을 잘 보여주는 판례이다.

  2. 조합설립인가 관련 판례를 답습하는 법원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을 강학상 인가에서 일종의 설권적 처

분으로 변경하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법원은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학상 인가로 보고 있다. 물론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사업을 위한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라는 판례80)가 존재하나 이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

79)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
80)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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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에 조합설

립인가의 성격에 준한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사업시행

인가와 변경인가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이 설권적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등장하는 조합설립인가와 변경인가의 관

계에 대한 판결들을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변경인가와 흡수론’ 적용의 기준을 설정하는 판례

대표적으로 사업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관계에서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적용 기준을 설정하는 판례를 들 수 있다. 법원은 “인가받

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신고한 경우는 

물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여 그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에 인가받

은 사업시행계획 중 변경되지 아니한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여 그 효력을 

유지함이 원칙이지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흠을 바로 잡기 위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과 동일한 요건,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받은 경우 또는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사업

시행계획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

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

을 대체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시행계획 중 변경된 내용, 변경의 원인 및 

그 정도, 당초 사업시행계획과 변경 사업시행계획 사이의 기간, 당초 사

업시행계획의 유효를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행위의 내용 및 그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81)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는 조합설립인가와 변경인가의 관계에서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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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삼았던 부분적 변경에 의한 변경인가인지, 전면적 변경에 의한 

변경인가인지 여부를 사업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문제에도 그대로 도입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예외를 인정하는 판례

조합설립인가 관련 판례에서도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예외를 

인정하여 본인가처분에 기초한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후속행

위를 하였다면 변경처분이 있다고 하여 본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던 법원은 사업

시행인가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원은 조합설립변경인가가 2차에 걸쳐 내려지고 사업시행변경

인가가 5차에 걸쳐 행해진 사건82)에서 무효인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따라 설립된 종전 조합이 최초 및 제1, 2

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한 것과 달리,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최

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하자를 보완한 

제2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피고 조합에 의하

여 수립되었으므로, 최초 및 제1, 2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대체하는 새

로운 사업시행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 

및 이에 기초하여 수립된 제4, 5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은 최초 사업시행계

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변경인가와 흡

수론’의 적용 기준에 따라 전면적 변경이 일어난 본 사안에서 ‘변경인

가와 흡수론’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본 사안은 조합설립인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8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82)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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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예외사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법원

은 최초 및 제1, 2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후속

행위인 분양절차,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변경계획의 인가 등이 이루

어 진 이상, 원고들을 비롯한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외관이 존속되고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최초 및 제1, 2차 사업시행변경계획의 무

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강학상 인가인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판례

가 결국 설권적 처분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법원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서의 ‘변경인가와 흡수론’

  1.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의 난맥상

   (1)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 및 쟁송 수단의 문제

관리처분계획인가 부분의 판례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부

분의 판례보다도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이, 적어도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하여서는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

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강학상 인가가 아닌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

라는 결론이 내려져 일단락 된 상태이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부분에

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을 아직 강학상 인가로 보고 있는 상

태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을 여전히 강학상 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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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도 96년의 전원합의체 판결83)을 통해 수분양권을 다투는 민사소송

이나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소송으로 다투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른 한편으

로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84)이 등장하기 전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

해 다툴 때 전형적인 강학상 인가를 다툴 때와 같이 기본행위인 관리처

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한 행정청을 피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96년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수분양권에 대한 분쟁을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으로 제

기하라는 판시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판시이다.

그러던 중 법원은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그 인가를 

행정소송을 다투어야 하고 인가의 요건에 해당하는 총회결의부분만을 민

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판단하며 총회 결의에 

대한 민사소송을 허용하던 기존의 태도를 변경하였다. 이는 96년 전원합

의체 판결에 이어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관리처분계획과 관

련된 분쟁을 행정소송으로 일원화하는데 기여한 판례이다.

하지만 이 두 전원합의체 판결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관리

처분계획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분쟁을 행정소송

으로 일원화하여 결의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을 강학상 인가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

다. 여러 차례에 걸친 판례의 변경이 결국 관리처분계획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한다면, 만연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격을 강학상 인가라고 설시하는 판례의 태도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

련된 판례의 난맥상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다.

83)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84)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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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변경인가에서의 문제

이미 언급했었던 사업시행인가와 변경인가에 관련된 문제는, 관

리처분계획인가의 영역에서도 당초 인가처분과 변경인가처분과 관련하여 

비슷한 모습으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

격을 설권적 처분이라고 그 견해를 변경한 이후에도 사업시행인가가 그

랬듯이 관리처분인가 역시 여전히 기존의 조합설립인가를 보던 시각대로 

강학상 인가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인가처분과 변경인가처분

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합설립인가에서 발달하고 있는 ‘변경인가와 흡수

론’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2. 공고하게 적용되는 ‘변경인가와 흡수론’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경미한 사

항에 해당하지 않는 주요 부분의 실질적인 변경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

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

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고 있다.85) 해당 

판례는 전원합의체 사안으로 주요 쟁점에서는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이 나

뉘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이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으로 변경되어 이 사건 관

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과거의 법

률관계에 불과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는 다수

의견과 별개의견이 입을 맞추어 동의하고 있다. 이는 조합설립인가 판례

에서 설정되었고 사업시행인가 판례에서도 역시 적용된 바 있었던 ‘변

경인가와 흡수론’의 기준인 부분적 변경과 전면적 변경을 구별하는 논

85)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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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이다.

해당 판례 이후, 대법원에서는 명시적으로 “변경인가된 관리처

분계획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이로써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라고 확인하여 

‘변경인가와 흡수론’이 전면적 변경으로 인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적용된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인가와 변경인가의 관계에 있어서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의 영역에서 적용되었던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기준을 

깨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대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판례를 인용하면서 

거기에 더하여 “이러한 법리는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관리처분계

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동

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 중 

변경되는 부분은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86)고 판시하

여 기존에 전면적 변경에서만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적용하도록 해왔

던 판례들과 달리 부분적 변경에서도 변경된 부분에서만큼은 ‘변경인가

와 흡수론’이 적용되어 변경인가로 인하여 변경된 부분은 당초 인가처

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있다. 

86)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16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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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효과

 

 Ⅰ. 소송법적 효과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효과는 역시 소의 이익의 영역에서 두

드러진다.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핵심은 변경인가처분이 당초 인가처

분을 ‘흡수’하였기 때문에, 당초 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당초 인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

는 데에 있다. 본고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소의 이익에 대해 논하면

서도 조합설립인가 영역에서 ‘변경인가와 흡수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 것은 조합설립인가의 판례들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

처분계획인가 판례에서 답습하고 있다는 이유 외에도 ‘변경인가와 흡수

론’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

가 존재한다.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을 강학상 인가로 보던 시기에는 법원

은 강학상 인가의 법리를 이용하여 조합설립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

의 효력을 다투고자 하는 소송을 손쉽게 각하하여 행정청이 결정하고 이

미 상당부분 진행된 사업을 법원에서 취소하거나 무효로 확인하여야 하

는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이 설권적 

처분이라는 판례가 등장하고 조합설립인가의 하자를 항고소송으로 다투

도록 된 이후에는 강학상 인가를 이유로 각하할 수 없게 되었고 본안 판

단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법원은 도시정비사업과 같이 공공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

미 투입된 자금이나 인력이 너무 과다하여 이를 무산시키기에는 사회적

인 손실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 자세하고 정치한 법리보다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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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법원은 너무나 

많은 사회적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도시정비법을 다루는 사안에서, 문제

시 되었던 부분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한창 진행되고 있

는 사업을 무산시키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이때 법원은 ‘변경인가와 흡

수론’을 이용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하자를 보완하여 현재 하자가 없는 

상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기존의 하자 있었던 당초 인가처분은 변

경인가에 흡수되어 당초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본안판

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각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가장 두드러지는 효과는 소송

법적으로 당초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변경인가처분이 당초 인가처분을 흡수한다는 논리는 분명 하자가 

존재하였던 당초 인가처분이 하자 없는 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다툴 

수 없게 됨을 얘기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Ⅱ. 실체법적 효과

  1. 하자가 치유된다는 오해의 발생

앞에서 보았듯이 법원의 여러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변경인가

와 흡수론’이 의도하였던 효과는 분명 당초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

을 소멸시키는 것이었음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는 당초 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된다고 하면서 이 

‘흡수’가 당초 인가처분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흡수하였고 그 후의 효

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이러한 

불명확한 태도는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적용으로 인하여 실체법상으

로 하자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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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으로 당연무효인 행위에 기하여 행해진 행위 역시 당연

무효이다. 문제는 ‘변경인가와 흡수론’이 적용되는 경우 법원은 이러

한 명제에 위배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조합설

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가리지 않고 당초 인가처분이 무

효임에도 불구하고 후행 변경인가가 존재한다면 사업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변경인가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기존의 처분에 존재했던 하자가 치유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

하다.

  2. 유지되는 당초 인가처분의 효력

   (1) 조합설립인가에서의 판례

대법원은 매도청구권에 관련된 소송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

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

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87)다고 하고 있다. 해당 판례에서 후행 변경

인가를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보았으므로 ‘변경인가와 흡수론’

이 적용되는 전면적 변경에 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소송법적으로는 당초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없어지게 되는데, 법원은 후행 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이는 선행 조

합설립인가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기하여 진행된 사업의 효력을 

잔존하게 하여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에 기반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87)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748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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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시행인가에서의 판례  

대법원은 사업시행인가 관련 판례에서는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기반하여 행해진 사업의 효력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더 직접적

으로 언급하고 있다. 종전자산가격의 산정 기준이 문제가 되었던 이 판

례88)에서는 비록 판결 주문은 아니지만 이유에서 명시적으로 “최초 사

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면적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의미”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변경인가

와 흡수론’이 적용되어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당초 인가처분을 흡수하더

라도 변경인가가 행해진 시점까지는 당초 인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뜻하고, 당초 인가처분에 의하여 행해진 다른 사업들의 효력 역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다.

   (3)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의 판례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전면적 변경으로 인한 변경인가를 

언급하면서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

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

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때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유효

하게 존속하다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의미

이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89)라고 하고 있다.

88)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2048 판결.
89)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1552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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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대법원이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기준을 언급하면

서 ‘변경인가와 흡수론’이 적용되는 사안의 경우의 당초 인가처분의 

실체법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면적 변

경으로 인한 변경인가로 인하여 당초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지고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역시 상실되나, 당초 관리처분계획

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이 소급하여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없었던 것처

럼 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인가가 행해지는 시점까지는 존속한다는 것이

다.

  3. 대법원의 실제 의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영역에 걸쳐서 

유지되는 대법원의 판례는 단지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통해 소송법적 

효과를 얻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체법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얻고

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단지 당초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

익이 없다고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인 당초 인가처분에 

기반하여 진행되었던 모든 행위들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다. 물

론 대법원이 당연무효인 행위에 기반하여 했던 모든 행위들이 다 적법해

졌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무효인 당초 인가처분의 효력은 물론, 당

초 인가처분에 의해 진행된 사업의 효력까지도 변경인가 시점까지는 유

지되고 변경인가 시점 이후로는 변경인가에 흡수되어 효력이 유지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변경인가처분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흡수’라는 용어는 실체법상으로는 당초 인

가처분의 하자를 소급적으로 치유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Ⅲ. 현실적 효과 



- 62 -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현실적 효과는 직

관적으로 알 수 있다. 먼저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통하여 당초 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법

원에 제기되는 소송을 변경인가에 대한 소송으로 그 대상을 일원화 할 

수 있다는 법원의 소송 경제와 재판의 적정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자 또는 조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에 존재했었던 하자로 인하여 이미 상당부분 진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적용한 판

결은 앞으로 있을 사업 진행의 가늠자가 될 것이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왔다. 법원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법리나 사실관계를 정확하

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변경인가와 흡수론’은 기존 사업과정

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를 보완하여 변경인가처분을 받는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을 심어주는 효과까지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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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한계

 Ⅰ. 태생적인 한계

  1.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탄생시킨 법원의 태도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법원이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각종 인가

처분과 그 변경인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변경인가와 흡수론’을 적

용하여 얻고자 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효과는 당초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변경인가와 흡수

론’이 착실히 축적되어온 법적 논리에 바탕하여 탄생되었고 모순됨이 

없는 탄탄한 결론을 제공하고 있다면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통하여 

당초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는 한편으로는 법

원의 부담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좋

은 사례로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변경인가와 흡수론’이 제공하는 많

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변경인가와 흡수론’은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하

여 인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2. 법적 근거의 미흡

   (1) 예비결정 취소소송에서 처음 등장한 흡수의 논리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굳이 풀어보자면 당초인가와 변경인가

의 관계에 적용되는 ‘흡수’의 논리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을 꼽자면 변경인가처분이 당초 인가처분을 흡수한다는 부분을 들 수 있

다. 어떤 처분이 다른 처분을 흡수한다는 것을 흡수의 논리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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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리는 앞서 살펴본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전개과정의 처음이었던 

실시계획인가 판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흡수의 논리는 단계적 행정결정에서 예비결정의 소의 이익 문제

와 관련하여 처음 등장하였다. 법원에서는 예비결정이 독립한 행정처분

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본처분이 있게 되면 그 본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90)하여 그 본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예

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는 대법원이 예비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예비결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해서 판단한 최초의 판시이다. 더군다나 본 판례가 등장

하기 전에는 예비결정의 소의 이익에 대한 학계의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문제의식은 예비결정이 과연 처분성을 가지는지

에 머무르고 있었다. 즉, 대법원의 예비결정은 본처분에 흡수되어 독립

된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예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학계의 견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91)

   (2) 흡수논리 이식과정의 문제

 예비결정이 본처분에 흡수되어 예비결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법원의 결정은 비록 학계의 검증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그 

법적 논리에서 크게 문제될만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문제

는 예비결정과 본처분의 관계에서 적용되었던 흡수논리가 조합설립인가

와 변경인가의 관계에서 ‘변경인가와 흡수론’으로 이식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어떠한 판례가 행정법 총론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 그 문장이 

90)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참조.
91) 김종보, 앞의 책(건설법의 이해), 6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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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도출될 때에는 이 원칙으로 도출된 해당 문장은 해당 분야에 

한해서만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만약 그 문장이 다른 분야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 사용되려면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와 새로 적용시키고 싶은 

분야와의 동질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합당한 논리구조와 논거가 필

요하다 할 것이다. 이는 법원이 도입한 흡수논리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흡수논리가 처음 도입된 예비처분과 본처분의 관계, 그리

고 본처분과 변경처분의 관계는 흡수논리가 공유될 수 있을 정도의 유사

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 둘의 공통점은 단지 연속된 행정처분이라는 것

에만 그칠 뿐이다. 단계적 행정결정에서의 예비결정은 최종적인 행정결

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적인 단계에서 최종적 행정결정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해 종국적인 판단으로서 내려지는 결정이다. 반면에 조합설립인가에서

의 당초 인가처분은 그 자체로 설권적인 처분이다. 조합설립인가는 변경

인가에서 행정청이 판단할 내용의 일부분을 사전적으로 먼저 판단하는 

예비적인 결정이 아니라 이 인가로 인하여 조합에게 유효한 법인격을 획

득시키는 처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합설립인가와 변경인가의 관

계에 예비결정과 종국결정의 구도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고, 예비결정에

서의 흡수논리 역시 조합설립인가에서의 ‘변경인가와 흡수론’으로 적

용될 수 없다.

   (3)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의 적용

관리처분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처분성을 가지며 법원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설립인가에서 인가를 설권적 행위라

고 보았던 것과 달리 아직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보아 관

리처분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을 각각 인정하고 있다. 이 점

이 법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변경인가와 흡

수론’을 적용하기에 용이하게 만든 것인데, 이렇게 적용된 ‘변경인가

와 흡수론’은 조합설립인가에서는 이미 극복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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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는 아직 맹위를 떨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당초 인가처분인 최초의 관리처분계획인

가를 변경처분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흡수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전

면적 변경이 아닌 부분적 변경의 경우에도 최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변경된 부분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흡수된다는 법원의 태도는 두 가

지 오류에서 기반하고 있다. 첫째는 법원이 관리처분계획이 행정계획이

라는 점을 간과하여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본행위와 강

학상 인가로 파악하고 있는 점이며, 두 번째는 애초에 당초 인가처분과 

변경처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없었던 흡수논리를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소송에도 적용시킨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

펴본 것과 같이 조합설립인가에서는 인가의 성격을 설권적 행위라고 본

다는 판결이 등장한 후에 점차 흡수논리를 벗어나는 판결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적용하여 당초 인가처분의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있었던 것이 인가의 성격을 강학상 인가로 파악

하고 있었다는 것에 상당부분 기인한다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결국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변경인가와 

흡수론’ 역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이 강학상 인가가 아니라

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그 극복의 첩경일 것이다.

  3. 판례에서 드러나는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한계

‘변경인가와 흡수론’이 적용되는 판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판례의 일관성 부족이다. 정치한 법적 논리를 기반으로 쌓아올려진 

논리라기보다는 법원이 각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좇아 결정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택된 논리에 가깝다 보니 그 결론을 쉽사리 예상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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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판례가 축적되며 대법원은 ‘변경인

가와 흡수론’이 적용되는 일련의 기준을 확립하기 시작했는데, 부분적 

변경에 의한 변경인가인지 전면적 변경에 의한 변경인가인지에 따라 

‘변경인가와 흡수론’이 적용되어 당초 인가처분의 소의 이익이 소멸되

는지 아닌지 여부가 나뉘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어렵게 만들어

낸 이 기준 역시 항상 유용하지는 않다. 대법원은 아예 ‘변경인가와 흡

수론’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설정하여 일정한 경우는 당초 인가처분

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자 하고 있고,92) 아예 변경인가는 당초 인가처

분에 종속되며 ‘변경인가와 흡수론’은 선행변경인가와 후행변경인가 

사이에서만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판시를 하고 있는 판례93) 또한 존재한

다.

조합설립인가 관련 판례에서 ‘변경인가와 흡수론’과 관련하여 

설정한 기준들이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적용 영역을 줄이기 위한 과

정에서 그 유용성을 잃게 되었다면, 오히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영역에

서는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부분적 변경에 의한 변경인가의 경우에는 

‘변경인가와 흡수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던 판례는 그대로 두면서도 당

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당초 관리처분계획 중 변경되는 부분은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

다94)고 하여 오히려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적용 영역을 넓히는 모습

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원이 보여주는 이러한 일관성 없는 모습은 선해하자면 법리의 

정립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아무래도 구체적 타당성을 목적으로 

92)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참조.
9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46128 판결 참조.
94)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다1650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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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결정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입맛대로 변용되고 있는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변경인가와 흡수론’이 이렇듯 일관성 없이 적용되는 것은 태생

부터 내포한 논리의 불안정성에 큰 지분이 있으나, 전적으로 그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둘러싼 판례의 

복잡함은 ‘변경인가와 흡수론’이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실체법적 

측면에서 상당부분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Ⅱ. 소송법적 효과와 실체법적 효과의 구분  

 

  1. ‘변경인가와 흡수론’과 ‘하자의 치유’의 혼재

‘변경인가와 흡수론’과 관련하여 맞닥트리는 가장 큰 문제는 

실체법적 효과와 소송법적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다. ‘변경인가와 흡수론’이 가져다주는 현실적인 효과로 언급했었던 

일반 국민들의 ‘하자의 치유’에 대한 오해가 그리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은 하급심 법원의 몇몇 판례를 포함한 많은 경우에도 ‘변경인가와 흡

수론’과 ‘하자의 치유’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원

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여 피고가 승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변경인가와 흡수론’처럼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하는 방법과 ‘하자의 치유’와 같이 기존의 하자로는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다. ‘변경인가와 흡수론’, ‘하자의 치유’ 두 가지 수단을 피고를 승

소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엄연히 ‘변경인가와 흡수론’은 소송법적으로 소송물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고 ‘하자의 치유’는 실체법상의 문제이므로 이 둘은 구분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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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실체법적 효과의 진상

   (1) 소멸하지 않는 당초 인가처분의 효력

사실 법원은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통하여 그를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된 당초 인가처분의 효력이나 당초 인가처분에 기반한 행위

들의 효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리한 바 없고 각 사안마다 존재하는 

법원 판시의 편린들에 의존하여 ‘변경인가와 흡수론’이 적용된 경우의 

실체법적 효과를 유추하는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변경인가와 흡수론’이 적용될 경우 당초 

인가처분의 효력이 변경인가처분시까지는 유지된다고 하고 변경인가처분

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다고 판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인가처분에 기반한 행위들의 효력 역시 변경인가처분에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변경인가와 흡수론’으로 인하여 

당초 인가처분을 다툴 수 없어지지만 당초 인가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라고 할 것이다.

  

   (2) 행정법상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행정법상 하자의 치유에 대한 근거는 불분명하나 일반적으로 하

자의 치유를 부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공공복지의 실현, 무익한 행정행위

의 반복 방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 등을 들어 허용하는 경우95)가 

있다. 판례 역시 행정행위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

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

95)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3, 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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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96)한다.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경우 하자가 존재하였던 당초 인가처

분의 효력이 변경인가처분시까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하여 마치 변경인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하자가 소급적으로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

다. 그러나 행정법상 하자의 치유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장래효만 

존재할 뿐이다. 또한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는 하자의 치유의 성격상 

‘변경인가와 흡수론’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이렇듯 쉽게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역시 동의서 추완의 효과를 언급하면서 명시

적으로 하자의 치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소송법적 흡수와 실체법적 흡수

‘변경인가와 흡수론’에 의하여 하자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실체법적 효과가 어디에서 비롯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

해 소송법적 흡수와 실체법적 흡수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경

인가와 흡수론’이 소송법적인 효과를 주된 효과로 삼아 변경인가가 소

송법적으로 당초 인가처분을 흡수하여 당초 인가처분의 소의 이익을 소

멸시키는 논리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실체법적으로

도 변경인가가 당초 인가를 흡수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소송법적으로 변경인가가 당초 인가를 흡수하는 것에 비교하여 

보면 실체법적으로도 변경인가가 당초 인가를 흡수하여 변경인가를 새로

운 인가로 삼아 유효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

96)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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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도 법원은 변경인가를 새로운 인가로 하여 변경인가에 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유효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본다면 실체법적으로 흡수된 당초 인가처분에 

기하여 행해진 행위들은 시간적으로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행해진 불

법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당초 인가처분을 흡수한 변경인가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처분으로 효력을 가진다

고 판시하면서도 동시에 당초 인가처분과 당초 인가처분에 기하여 행해

진 행위들 역시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변경인가와 흡

수론’의 흡수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며, 처분시부터 하자가 업는 적

법한 행정행위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지만 효력만을 유

지한다는 점에서 하자의 치유와도 다른 법리이다.97)  

 Ⅲ.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모순

‘변경인가와 흡수론’은 소송법적으로 변경인가처분이 당초 인

가처분을 흡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법원은 ‘변경인가와 흡수

론’을 적용하면서 당초 인가처분의 실체법적 효력을 유지시키고 있고 

이는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소송법적인 흡수처럼 실체법적으로 변경

인가처분이 당초 인가처분을 흡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하자의 치

유라고 볼 수도 없다. 즉, 실체법적으로는 당초 인가처분의 효력이 유지

된다고 하면서도 소송법적으로는 다툴 수 없다는 것이고 원고의 불이익

은 지속된다는 것이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적용한 사안의 결론이다. 

실체법상 ‘변경인가와 흡수론’이 아니고 소송법상의 ‘변경인가와 흡

수론’이면서도 실체법상의 효과는 그대로 잔존시키고 실체법적 효과를 

97) 박균성, 앞의 책(행정법론(상)), 4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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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으로 취소하고자 하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결과를 낳는 

것이다. 

‘변경인가와 흡수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변경인가와 흡수

론’의 효과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를 그나마 선해한

다면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구제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정도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체법적으로 보

면 다투어야 할 효력과 원고의 이익은 그대로 남아있고 소송법적인 요건 

역시 모두 갖춘 상태의 원고는 변경인가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

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구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 상태

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이용하여 본안 판단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본안 판단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위법사항이 존재하

면 그것을 취소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무효를 확인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도 법원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기 위하

여 사정판결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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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변경인가와 흡수론’과 사정판결

 Ⅰ. 사정판결의 의의

취소소송에 있어 심리의 결과 계쟁처분이 위법하면 이를 취소함

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98)할 수 있는바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한다. 사정판결은 계쟁처분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중요한 공

공복리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 공공복리 우선적 관점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감수하면서도 그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률적 내지는 

사실적 관계를 존속시키기 위한 제도이다.99)

 

이 제도는 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여 원고에 대한 구제를 거부하는 제도인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사정판결제도는 법치주의 및 재판에 의한 권리보호라

는 헌법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보상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정판결제도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원고에게 일방적인 희생

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계쟁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손해배상 등 기타

의 방법으로 원고의 청구를 수용하여 원고에 대한 구제와 공공복리의 증

진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98)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
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99) 김동희, 앞의 책(행정법Ⅰ), 80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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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실질

 

‘변경인가 흡수론’은 법원이 맞닥트린 현실적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등장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이미 앞서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한계를 논하며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법원은 많은 사안에

서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이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여 법원이 본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수용하

였을 때 부담하여야 할 많은 짐을 내려놓게 되었다. 결국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역할은 소송요건 중 소의 이익이 관여하는 부분을 상당히 넓

혀 소의 이익 판단에서 법원에게 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다. 

 

협의의 소의 이익은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기존의 권리보호의 필요 유무를 판단하는 판례에 의하여 법원이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이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검토

해보면 원고의 청구가 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협의의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미궁에 빠지게 된다. 이는 법원이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표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목

표는 오랜 기간, 다수의 사람들과 많은 물자가 소모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무산을 막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조합

설립인가가 무효로 되거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되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소의 

이익 단계에서 이를 각하한 것이다.          

 Ⅲ. ‘변경인가와 흡수론’과 사정판결

모로 가도 서울에만 도착하면 된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법학

에서, 더군다나 소송절차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속담이다. 물론 사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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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는 것이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

하는 관련 소송의 피고에게는 비슷한 결론을 가져오겠지만, 그 둘은 엄

연히 다른 문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에 대

한 판단에서 본안판단으로 넘어가 사정판결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를 

고민해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의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판결을 하여 

원고의 권리를 살피지 않고 있다. 각하판결 대신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면 위법한 조합설립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이 위법함에 대하여 기판

력이 발생하게 되고 당해 처분이 적법하고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후속처분 등을 저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고는 처분 등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된다.100)   

 Ⅳ. 잔존하는 민사적 관점의 영향

  1. 사정판결제도 미활용의 이유

협의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시키는 판결과 비교하여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같고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정판

결제도를 법원이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존재한다. 사정판

결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정판결을 인정하

는 것과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사정판결을 허용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101)

도 그 이유 중 하나이지만, 더 직접적인 이유를 꼽자면 행정소송에서의 

법원의 무효사유 확대 경향이 있을 것이다. 또한 무효등확인소송에 사정

판결을 허용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 역시 공익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큰

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충분히 사정판결이 인정될 여지가 존재한다고 

100) 김동희, 앞의 책(행정법Ⅰ), 804면 참조.
101) 대법원 1996. 03. 22. 선고 95누5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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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2. 항고소송에서의 무효사유 확대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무효사유를 굉장히 

넓게 보아 처분의 무효를 쉽게 인정하는 태도는 조합설립인가 관련 문제

를 민사소송으로 다루던 법원의 관성에서 유래한다. 조합설립인가처분이 

강학상 인가가 아니라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라고 보는 대법원 판례가 등

장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항고소송으로 다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은 사건번호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이 문제를 민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사인간의 계약에 대해서 판단하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항고

소송은 행정구제의 일종으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

익이 침해된 경우를 관장한다. 따라서 항고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취소하거나 무효로 확인하는 것이 국가의 행정작용임을 고려하여 그 하

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의 법원은 

작은 하자사유만으로도 기존의 사업을 모두 무효화하고 있고, 역설적으

로 법원이 본안판단의 단계로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3. 동의율의 부족으로 인한 당연무효 사례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107 판결은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이다. 

해당 사안은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이 있었으나 이를 경미한 사항의 변

경으로 보아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

멸하지 않았다는 것에 1심, 2심, 대법원의 판단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해

당 사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

부였고 1심에서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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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나, 고등법원은 이를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 다시 이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사안에서 문제가 된 동의율의 기준은 

80%였고 사안의 실제 동의율은 72.18%였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도시

정비법 상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설립인가의 경우 사업의 진

행 정도나 동의율의 부족한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중대한 하자

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102) 

 Ⅴ.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첩경

법원은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이용하여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실질은 사정판결과 같은 각하판결을 내려오고 있었다. 물

론 조합설립인가가 일종의 설권적 행위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로 법원의 

태도가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변경인가와 흡수론’을 이용하여 

각하판결을 하여 왔던 것은 단지 사정판결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린 것

에만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관련 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아

직 민사적 관점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 점이 있다. 이렇듯 복잡하

게 얽혀있는 매듭의 원인을 파악하여야 조합설립인가 관련 소송에서의 

법원이 취할 태도가 정리될 수 있고 실질적인 사업의 체계와 판례의 흐

름을 살펴보았을 때 조합설립인가에서의 문제가 정리되어야 관리처분계

획인가에서의 문제 역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102)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주택단지가 전혀 포
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한 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처분
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모두
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
하여 이 사건의 특유한 점을 이유로 명백성 요건을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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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소결론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소의 이익 문제에서는 단지 현재 보이

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관한 판례만을 살펴보아서는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

송에서 변경인가로 인하여 당초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변경인가와 흡수론’의 전개과정과 그 자세한 내용들을 검토

해보았다. ‘변경인가와 흡수론’은 당초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법원에게 본안판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의 대상을 변경인가

로 일원화하여 소송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인가처분과 그로 인한 행위들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부수적 효과를 가진

다. 그러나 ‘변경인가와 흡수론’은 예비결정의 소의 이익에 관한 문제

에서 탄생한 법원의 흡수 논리가 도시정비법상 인가처분의 문제에 이식

되면서 태생적으로 내포될 수밖에 없었던 법적 논리의 불안정성을 가지

고 있다. 또한 법원의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하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

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자체적 모순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의 영역에서는 극복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변경인가와 흡수론’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영역에서는 아직 맹

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와 관련된 소의 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우선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이 강학상 인가가 아니며, 결

정권자의 인가행위는 독립한 처분이 아니라 계획확정행위에 해당하는 것

으로 인가처분을 독립한 처분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먼저 

정리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의 ‘변경인가와 흡수론’이 가진 모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원은 적극적으로 본안의 판단으로 나아가 위법

한 하자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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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당연 무효임을 확인하여 원고의 불이익을 해소시켜주어야 한다. 그

런 연후에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공적인 불이익을 해소시켜야 한다면 구

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사정판결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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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이전고시와 소의 이익

제 1 절 이전고시의 의의

이전고시란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미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

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청의 처분을 말한다. 즉, 이전고시는 관리

처분계획에서 장래의 권리귀속 등과 같은 포괄적인 내용을 정하면, 그에 

후속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하여 내용을 완성하는 별개의 집행적 처

분이다.103)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가 있을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귀속

시키는 처분을 분양처분이라 하고, 분양처분고시를 통해 이를 고시한다

고 규정하였다.104) 그러나 도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재개발사업에만 적

용되던 분양처분과 분양처분고시에 대한 내용이 재건축사업에까지 확장

되었으며, 그 명칭 또한 분양처분은 소유권이전으로, 분양처분고시는 이

전고시105)로 변경되어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의 변경에도 불구

103) 김종보, 앞의 책(건설법의 이해), 669면 이하 참조.
104)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준공검사 및 분양처분등) ③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공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
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 및 건축시설별로 이를 분양처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분양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이
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이전고시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
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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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전고시에 대한 법적 성격의 실질은 분양대상자에게 소유권을 귀

속시키는 행정처분이므로 구 도시재개발법 상 분양처분, 분양처분고시와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소유권이전에 있어 조합원분양분

인지 일반분양분인지에 따라 그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합원분양분의 경우 조합원에 분양되는 대지와 건축물은 조합원이 원시

취득하여 조합원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므로 이전고시에 의해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일반분양분의 경우 조합의 앞으로 이를 

보존등기하고 일반분양시에 이전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어 

있어, 반드시 이전고시로 모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
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
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
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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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전고시의 요건 및 절차

 Ⅰ. 이전고시의 요건

 

이전고시가 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유효한 관리처

분계획의 존재를 꼽을 수 있다.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권리

변동에 대한 계획사항을 확정하는 절차이기에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처분

이며 공법상 처분이다. 따라서 이전고시의 절차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유

효한 관리처분계획이 존재할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만약 관리처분

계획이 당연무효이거나 행정청에 의해서 직권취소되는 경우, 공법상 처

분이기는 하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처분인 이전고시는 

그 절차가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 정하고 있는 권리배

분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이전고시처분을 하는 경우 그 이전고시 처분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이

전고시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관리처분계획을 우선적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전고시처분을 해야만 유효한 처분이 될 수 있다.106)

그 다음으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꼽을 수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은 본질적으로 동

일한 사업구조를 공유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재건축사업에서는 신탁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취득·배분방식107)에 가깝게 사업이 진행

되고, 재개발사업에서는 이전고시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찬성조합원의 

106) 김종보, 앞의 책(건설법의 이해), 671면.
107) 환권방식은 변환되는 권리가 토지인가, 건물인가를 가리지 않고 사업의 일정

시점에 신구권리가 연속하면서 변환되는 사업방식을 지칭하고, 취득·배분방식
은 개발 사업의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환권방식에
대응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후 다시 배분되는 사업방식을 지칭하기 위해 김종
보 교수가 사용하는 개념이다. 김종보, 「공용환권의 개념과 법적효과」, 『행
정법연구』제31호, 20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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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 여전히 존속한다는 점에서 환권방식에 가깝게 사업이 이루

어지고 있다. 물론, 재개발사업에서도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을 조합이 수용한다는 점에서 재개발사업에서도 취득·배분방식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실무상으로는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간의 

방식이 차이가 있으나 현행법상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용어를 살펴볼 때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용어는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을 관리

하고 이를 처분하는 계획이라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이전고시라는 

용어에서도 현재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에서는 기본적

으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전고시가 있기 위해서는 이전고시 이전에 사업시행자

가 재건축사업의 신탁 또는 매도청구제도, 재개발사업의 토지수용제도 

등을 통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이 전제된다.

또한 도시정비법 상으로는 이전고시 자체에 소유권을 소멸시키

는 효과를 확인할 수 없고 단지 이전고시가 있은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이전고시가 구소유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면, 관리처분계획이나 이전고시가 분양받을 자의 구소유권을 신소유권으

로 바로 변환시킨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전고시를 통해 분양받을 

자에게 신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이전고시의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구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구소유권을 배타

적으로 적법하게 소유하지 못한다면 이전고시를 통해서 분양받을 자에게 

새로운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시행자의 배타적이고 적

법한 구소유권의 확보가 이전고시의 적법요건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Ⅱ. 이전고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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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의 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52조의 정

비사업의 준공인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의 단서

에서는 당해 정비사업의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

여만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완공

된 부분에 대하여만 부분준공인가를 받은 것이고 이전고시는 부분준공인

가가 있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한하여 그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52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정하는 준공인가와 그에 

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기에 앞서 대지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 이

전고시는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공법적 처분이기에 그 처분에 앞서 소유

권 이전의 대상을 확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

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 이것

이 이전고시의 절차이다.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를 한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해야하며,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에 따른다(도시정비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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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전고시의 법적 효과

  

 Ⅰ. 소유권의 변동

이전고시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단순히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

지하는 행위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포괄적으로 정하는 권리배분에 관

한 사항을 실현하는 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

서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에서 소유권의 이전과 이전고시를 별개의 행

위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라는 소유권의 변

동은 행정청의 처분인 이전고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해

석되어야 한다. 또한 이전고시를 통한 소유권의 변동 역시 법률의 규정

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으로 특별한 등기를 요하는 것이 아

니라고 할 것이다.108)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등기하지 아니하여

도 이전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는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

다.

 Ⅱ.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판례의 경우 공용환권이론을 이용하여 사업이 공용환권을 통하

여 이루어지면 신구권리가 동일하고 취득·배분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

면 신구 소유권이 동일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109) 

108)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09)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다1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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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소유권이 환권처분으로 소멸하고, 신소유권이 새로 창설되므로 

신구소유권이 같다고 하는 태도는 근거가 부족한 해석에 가깝다. 단지, 

신구소유권은 환권처분에 의해 바로 연결되어 변동되므로 시간적으로 신

구권리가 연속된다는 것과 구소유권의 소멸 후 신소유권이 창설된다는 

점을 통해 신구소유권이 상당한 견련관계에 있다는 것만이 확인될 뿐이

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

물을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발사업에서 새로운 소유권이 부여

되는 것은 행정처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조합원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문제는 민사적인 소유권취득의 문제와는 궤를 달리하는, 

보존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이다.

 

여기에서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와 관계없이 이전고

시를 전후하여 존재하는 신구소유권이 동일하다는 명제는 근거가 부족하

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조합원이 취득하는 새로운 소유권의 원시취득문

제는 보존등기와 관련되어 입법자가 선택할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신구소유권에 관한 문제와 원시취득에 대한 논의로는 구 소유권에 

기반하여 설정되었던 제한물권 등의 권리와 신 소유권과의 관계를 설명

할 수 없고 이를 따로 정립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현행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전고시를 통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제한물

권, 임차권 등의 권리는 소유권이 이전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

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 규정을 도입할지 말지의 여부는 입법자가 사업

의 취지나 사업시행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문제이며 

논리필연적인 것은 아니다.110)

110) 김종보, 앞의 논문(공용환권의 개념과 법적 효과), 4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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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진행된 재건축

사업이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111)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

을 준용하여 제한물권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에 따른 등기절차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제한물권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사업의 진행이 어려웠다. 도시정비

법의 시행 이후에도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112)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규정

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에 따른 부동산 등기절

차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

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준공에 이르렀다

면 제한물권을 해지한 후에야 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제한물권의 이동이 적용되지 않은 대

표적인 예시이다. 따라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을 도시

정비법상 이전고시의 특유한 법적 효과로 볼 수 있다.

 Ⅲ. 권리변동의 제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소유

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러한 소유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

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소유권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외관상 소

유권의 소재 또는 권리의 순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이 

11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 ⑤재건축대상인 노후·불량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등 등기
된 권리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후에는 새로이 건설
되는 주택이나 그 대지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12) 2011.9.28. 대법원규칙 제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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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저당권 등의 다른 권리의 등기로 인하여 대상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가 혼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

업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가 있기까지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113) 권리

의 변동을 제한하고 있다.

 Ⅳ. 청산금절차의 개시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분양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

격과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하

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그 차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금이라고 하며 이 청산금의 지급 또는 징수 시

기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전고시는 청산금 절

차의 시기를 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만, 정관이나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있다면 관리처분계

획인가 이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하여 징수·지급할 수 있

다. 

  

113) 도시정비법 제56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③정비사업에 관하여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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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이전고시와 항고소송

 Ⅰ. 이전고시와 관련된 항고소송

도시정비법상의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발생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은 소송의 대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관리처분계획과는 다른 이전고시가 행해져서 이전고시 자체에 하자

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전고시 자체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를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휘한 후에 관리

처분계획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있다.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제기되는 항고소송에

서 소송의 대상을 이전고시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는지, 관리처분계획으

로 하는지에 따라 소의 이익을 판단하는 판례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Ⅱ. 이전고시에 대해 다투는 소송

도시정비법상의 이전고시는 도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재개

발법상의 분양처분의 개념을 용어를 바꾸어 규정한 것이므로 분양처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이전고시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도 무

방할 것이다.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분양처분이 일단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그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아니하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분양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114)’다고 하고 있

으며 따라서 분양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

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115). 이는 분양처분의 경우 서로의 이

114) 대법원 1999.10.8. 선고, 97누12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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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다수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단체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획일적으로 그 권리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재개

발사업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한 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

추어 보면 분양처분과 같이 이전고시의 경우에도 이전고시의 일부의 취

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

다. 그 이전고시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경우는 이전고시에 존재하

는 하자가 그 이전고시 전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일 

경우에 한하여 다투어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사유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를 다투는 사건

에서도 판례는 토지소유자들에게 환지환정의 통지를 하는 절차를 흠결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지 않고 있으며 이 절차를 흠결하고 확

정된 환지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116)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이전고시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 구제를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Ⅲ. 이전고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다투는 소송

정비사업의 진행이 완료되어 이전고시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관

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을 각하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도 엇

갈린 판결들이 있어왔다. 2012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117)을 통하여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입장을 정리하였

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집행하는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분양

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귀속에 대한 문제가 완결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기에, 이전고시의 효력 

115) 대법원 1991.10.8. 선고, 90누10032 판결 참조.
116) 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
117)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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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다면 새로운 법률관

계를 형성한 다수의 이해당사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되

며 이것은 대다수 조합원의 단체법적인 의사와 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

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논지이다. 그러나 다수의견과 달리 별개의견은 이

전고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취

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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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이전고시의 실질 

 Ⅰ. 이전고시를 다루는 법원의 태도

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상의 이전고시를 준공인가의 고시로 보면

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

치 및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고 그 가격

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정하지 않고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공법적 처분으로 보고 있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정 

이전의 구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되었던 분양처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의 법적 효과와 성격 자

체를 분양처분의 그것과 완전히 같게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

아가 종래 대법원이 환지처분의 성격이나 효력에 관한 법리를 구 도시재

개발법에 규정된 분양처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하여 왔다는 점을 전

제로, 이전고시를 환지처분 내지 분양처분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진 것

으로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Ⅱ. 이전고시와 환지처분의 구분

  1. 구소유권 소멸의 효과 존재 여부

이전고시와 환지처분은 각각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에서 규정

되어 활용되는 개념이다. 먼저 도시개발법에서의 환지처분은 도시개발사

업 시행 구역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정연

하게 구획된 토지를 배당하여 종국적으로 이를 귀속시키는 처분118)이다. 

환지처분은 새로운 소유권을 창설하고, 기존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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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지정받지 못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토지수용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119) 따라서 환지처분에 대한 도시개발법에서는 구소유권을 

소멸시킨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으며120) 일본 도시재개발법에서

도 환지처분이 구소유권을 소멸시킨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고 

한다.121) 

이에 반하여 도시정비법에서는 이전고시의 효과로 구소유권의 

소멸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소유권의 변동에 대한 효과만을 도시

정비법 제54조와 55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로 인하여 앞에

서 논의한 이전고시의 법적 효과에서도 소유권의 변동과 대지 및 건축물

에 대한 권리의 확정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 뿐, 구소유권의 소멸을 효과

로 들 수는 없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상의 환지처분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구소

유권이 소멸하고 신소유권이 창설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

할 필요가 없고, 도시정비법 상의 이전고시는 구소유권을 소멸시킨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미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

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대로 사업시행자 소유의 재산을 관리

하고 처분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이전고

시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이미 도시정비법 제73조122) 등에서 분양신청을 

118) 김충묵, 「공용환지처분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5집, 2002, 378면.
119) 김종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의 실질」, 『행정법연구』 제4호,

1999, 180면.
120) 도시개발법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

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121) 김종보, 앞의 논문(공용환권의 개념과 법적 효과), 38면.
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
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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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로 사업시행자가 협의수용, 수용재결, 매

도청구소송 등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규정은 이전고시가 환지처분과는 달리 이전

고시 자체로 구소유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다시 이전하여 주는 행위임을 보여준다.

  2. 청산금의 문제

이전고시와 환지처분 모두 그 후속 절차로 청산금의 문제가 존

재한다. 도시개발법 제41조123)와 도시정비법 제89조124)에서는 각 “청산

의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
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
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23) 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
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
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
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1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
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
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
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
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
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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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청산금 등”의 제목으로 청산금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이전고시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 절차는 그 명칭만 유사할 뿐 

그 내용은 상이하다.

먼저 각 청산금 절차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도시개

발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청산금은 환

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지가 부여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구소유권을 새로운 

환지의 소유권으로 변환받는 것이므로 보상이라기보다는 과부족분에 대

한 금전적 정산의 성격이 강하게 되고, 환지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

들의 경우에는 환지처분이 실질적으로 수용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보

상금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125) 반면에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

하고 있는 청산금 등은 이전고시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새로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의 과부족분을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것이다. 이

는 명확하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

로, 이전고시에 따른 청산금 등의 절차는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 절

차와는 달리 보상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환지처분과 이전고시에 따른 청산금 등의 절차는 절차 자

체만으로도 확연히 구분된다. 도시개발법의 경우에는 환지처분에서 청산

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함께 결정하여야 하는데 반하여, 도시정비법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
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
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125) 김종보, 앞의 논문(공용환권의 개념과 법적 효과),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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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전고시는 청산의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다. 도시개발법 제

41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

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도시정비법 제89조 제2항에서는 분할징수 또

는 분할지급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도시개발법의 환지처분에 준

하여 청산금에 관련된 사항이 이전고시에 포함되어 이전고시의 효력에 

의하여 청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도시정비법 상 정비사업의 법적 성격

도시개발법 상의 환지처분은 공용환권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대

표적인 처분이다. 법원은 공용환권 방식의 환지처분과 도시정비법 상의 

이전고시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 환지처분에 적용하던 법리를 

이전고시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처분의 성격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는 이전고시와 

환지처분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환지처분에는 구소유권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존재하나 이전고시에는 구소유권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존재하지 

않고, 그에 따르는 청산금 등의 절차 역시 보상금적 성격을 가진 환지처

분 이후의 청산금과 달리 이전고시 이후의 청산금 등은 보상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환지처분 시에 이미 청산금에 대한 내용

을 정해야 하는 환지처분과는 달리 이전고시는 단지 청산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다. 이러한 점은 이전고시를 환지처분과 같은 공용환권 

방식의 사업에서 사용되는 처분으로 분류할 수 없고, 오히려 취득·배분

방식에서 사용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126)을 뒷받침한다.

도시정비법 상의 이전고시를 취득·배분방식에서 활용되는 처분

126) 김종보, 앞의 논문(공용환권의 개념과 법적 효과),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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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다면 공용환권 방식으로 행해지는 도시개발법 상의 환지처분과는 

애초에 법적 성격이 다른 제도이고, 이 두 제도를 겉모습과 사용되는 용

어가 비슷하다고 하여 법적 성격 역시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법원의 태도

는 모순적이다.

 

 Ⅲ.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문제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인하여 대다수 조합원들의 권리귀속

이 확정되어 단체법적 권리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경우에는 이전고시 역시 무효이고, 적어도 법원은 이를 본안에서 

판단해야 한다. 현재 이전고시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하는 법원의 태도는, 선행처분

인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처분인 경

우에도 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선행처분을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그대로 집행하는 행정처분에 불과한 

이전고시가 마치 사업의 종국적인 완료를 알리는 표지처럼 오독되거나 

이전고시가 행해지기만 하면 선행하는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치유된다

는 식의 오해를 낳기 십상이다. 더군다나 법원이 이전고시 이후에 관리

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는 논거로 드는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되어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

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사

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된다는 주장은 딱히 이전고시가 아

니더라도 도시정비사업의 어떤 단계에서라도 발생하는 문제로 유의미한 

논거가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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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이전고시와 소의 이익

법원은 이전고시의 실질을 무시하고 기존의 판례를 답습하여 이

전고시를 분양처분과 같은 것으로, 나아가서는 이전고시를 환지처분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환지처분에 적용되던 판례를 이전고시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전고시는 준공인가의 고시에 의하여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

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관리처분계획에는 청산금에 관련된 사항들을 비

롯하여 이전고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사항들은 이전고시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그에 관

하여는 여전히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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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소결론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권리변동에 대한 계획사항을 

확정하는 절차로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처분이며 공법상 처분이다. 관리처

분계획은 사업의 결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물권적 귀속을 정하는 

내용과 사업비용을 정산하고 분담금을 부과하는 청산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이전고시는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 대

물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산금 부과 등과 같은 청산

의 내용이 포함되는 환지처분과 달리 이전고시는 청산의 내용을 포함하

지 않는다.     

법원에서는 이전고시를 환지처분과 같이 보아 청산의 내용이 이

전고시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여 이전고시를 통해 정비사업이 사실상 종

료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전고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이전고시의 실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고, 청산금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당수의 분쟁에

서 청산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봉쇄하는 효과를 낳기에 

부당하다. 또한 이전고시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이의제기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마저 존재한다. 따라서 이전고시 이후에 일괄적으

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다툴 수 없도록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이 아

니라, 적어도 사안에 따라 청산금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이전고시가 있

은 후에도 본안 심리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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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이상으로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주제들, 다시 말하면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하여 연속

된 행정처분이 문제된 경우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확

인하고 판례들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하여 연속된 행정처분이 문제가 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린 법원의 태도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은 행정계획의 일종으로 본질적으로 여러 성질의 행

정형식을 포함하고 있는 행정행위이고 인가행위 역시 행정계획의 절차 중 일부

인 계획확정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역시 기본적으로 행정계획

인 관리처분계획의 한 단계로 관리처분계획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행정처분이라

고 할 수 없으며, 만약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을 설권적 처분이라고 보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을 그와는 달

리 강학상 인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관리처

분계획인가를 소를 통해 다툴 수 없다는 법원의 결론은 관리처분계획과 관리처

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오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경인가와 흡수론’은 당초 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을 부

정하여 법원에게 본안판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의 대상을 변경인가로 일원

화하여 소송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인가처분과 그

로 인한 행위들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부수적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변경인가

와 흡수론’은 태생적으로 법적 논리의 불안정성을 내포하며, 구체적 타당성을 

위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자체적 모순을 드러

내고 말았다. 그러나 ‘변경인가와 흡수론’은 여전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영역

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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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법원은 적극적으로 본안에 대해 판

단하여 위법한 하자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

는 경우 당연 무효임을 확인하여 원고의 불이익을 해소시켜주어야 하고 구체적 

타당성은 사정판결을 활용하여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전고시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이전고시를 환지처

분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공용환권 방식에 의하는 

환지처분과 취득·배분방식에 의하는 이전고시의 실질을 잘못 파악한 것

이다. 이러한 오해는 법원이 정비사업이 이전고시를 통하여 사실상 종료

된다고 판단하도록 하였고, 청산금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당수의 

분쟁에서 청산금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봉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이전고시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이의제기를 막기 위한 수

단으로 사용될 우려마저 존재한다. 따라서 이전고시 이후에 일괄적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다툴 수 없도록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

라, 적어도 사안에 따라 청산금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도 본안 심리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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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terests in 

Litigation’ in the cancellation 

Litigaion of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s’

Shin Jun Seob

College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took nearly 15 years sinc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which integrated the reconstruction project and the redevelopment 

project into the development project came into force. Whether it is 

utilized at each stage of maintenance projects There was also a change 

in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s that saw the system as legal meaning 

of ‘Approval’. However, unlike the approval of ‘Establishment a 

Partnership’, the judicial precedent is still looking at the legal nature 

of the approval of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on the basis 

of ‘Approval’, and because of the absence of ‘Interests in 

Litigation’, in the case of cancellation related to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It has declined many rej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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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m, particularly problematic are cases of continuous 

administrative measure, such as legal meaning of ‘Approval’, 

Changed approval of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Application 

for parcelling-out’.

Although the court sees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and 

the approval of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by independent 

administrative measure, approval of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is basically independent of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at 

the stage of the administrative measure which is the administrative 

plan Can not do it. It is not appropriate to look at the legal nature of 

the approval of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unlike the union 

‘Establishment a Partnership’ even if approval of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is independent the administrative measure.

Due to change ‘Approval’, the attitude of a precedent that 

the ‘Interest in Litigation’ contested at the first ‘Approval’ 

disappears is because the legal logic underlying is bad, it does not 

clearly mention the effect, and induces many misunderstandings. The 

Cases are violating the interests of manuscripts by this case. The court 

investigates the legal nature of the approval of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actively judges the proposal, cancels the disposition if 

there is an illegal defect, and it is obviously ineffective if there are 

large and clear defects It is necessary to make use of circumstances 

judgment rather than judgment of dismissal.

The court misunderstood the real essence of the ‘Application 

for parcelling-out’. According to these misunderstanding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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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s are said to be virtually terminated by the maintenance 

project via ‘Application for parcelling-out’, and after Application for 

parcelling-out there is no ‘Interest in Litigation’ contending for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This makes it impossible to utilize 

administrative lawsuits on disputes of liquidation money that may occur 

after ‘Application for parcelling-out’, and ‘Application for 

parcelling-out’ is used as a means for blocking appeals against 

‘Management and Disposal Plans’. Considering the nature of 

‘Acquisition and Distribution Method’, administrative lawsuits 

concerning at least liquidation need to be permitted for the trial 

proceedings even after ‘Application for parcelling-out’.

Key words :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Application for Parcelling-out, Approval, Interest in Litigation, 

Continuous administrative measure, Changed approval of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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