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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5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비로소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의 단

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신탁회사는 자본시장

법에 의해 설립 및 인가된 회사로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다. 자본시장법과 도시정비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닌,

입법목적과 규율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인바, 정비사업을 시

행하는 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과 도시정비법에 정하여진 규율을

동시에 받게 된다.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업무를 수행하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은, 신탁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사업비 조달능력

을 활용할 경우 사업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신탁회사의 정

비사업에 대한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갈등을 감소시키고 시공사

에 대한 교섭(交涉)력을 강화하는데 그 도입취지가 있다.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신탁회사가 단독시행자가 되는 방식(지

정개발자 방식)과 기존의 사업시행자(조합)가 있는 상태에서 신탁

회사가 사업대행자가 되는 방식(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나뉜다.

신탁회사가 지정개발자가 되어 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경

우 사업의 준비단계나 관리처분계획 등 전반적인 시행절차는 정비

사업조합에 의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전체적인 사업시행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는 종전의 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가 해 오던 대부분의 역할을 신탁회사가 대체한다. 이에 따라 종

전의 조합방식 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시행

방식이라 한다면,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와 신탁회사의 공동시행방식이라 칭(稱)할 수 있을 것이다. 신탁회

사는 지정개발자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보

유하지만, 신탁의 본지(本旨)상 진정한 의미에서 사업시행자로 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는 사업대행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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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의 핵심적 징표(徵表)라 할 수 있는 사업손익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시장에서 활용되는 방안으로, 신탁회사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보다는, 신탁회

사가 종래의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해당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

식, 즉 사업대행자 방식이 더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傾向)은

상대적으로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정비사업의 시행을 하

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보다 상세한 법적 규율을 받게 되나,

사업대행자 방식의 경우에는 외형(外形)상으로 도시정비법의 규율

내용이 적어 신탁회사의 사업시행이 보다 용이한 것으로 판단하는

데 기인(起因)한다.

사업대행자 방식에서 사업대행자가 해당 정비사업의 중요한 의

사결정을 할 때, 도시정비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시장·군수 등

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 이외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조합총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지가 특히 문제된다. 사업대행자 제도는 종

래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법적 분쟁 등으로 자력(自力)으로 정비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때,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강제개입하여 해당 정비사업을 완료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본래의 사업대행은 조합 등 본래의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라 할 것

이므로,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에 대한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도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

이 옳다.

그러나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개정 전과 달리, 토지등소

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신탁회사 등을 사업대

행자로 하여 사업대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토지등소유자의 자

발적 위임에 의한 사업대행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유에

의한 사업대행은 사업대행의 개시요건 및 사업대행자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개정 전 사업대행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

질에 있어서 신탁회사가 단독시행자가 되는 경우와 별반 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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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점,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기반하여 사업대행이 개시되

었는바, 사업대행개시 이후에도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계속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일관되고 토지등소유자 보호

에 유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기초하여 신탁회사가 사업대행자가 된 경우, 해당

사업대행자는 정비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조합총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주요어 : 정비사업, 신탁방식의 정비사업, 사업대행자, 정비사업 토지

신탁, 지정개발자, 신탁 정비사업

학 번 : 2016-2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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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015년 및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일정 수의 토지등소유자

의 동의를 기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이라 한다)상의 신탁업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가 정비사

업의 단독 시행자 또는 대행자가 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이 도

입되었다(2015. 9. 1. 개정, 법률 제13508호 제8조 제4항 제8호 및 2016. 

1. 27. 개정, 법률 제13912호 제9조 제1항 제2호). 그 도입취지는 신탁회

사의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성, 사업비 조달능력 및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정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사업성 악화 등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정비사업장(場)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1)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서 공신력(公信
力) 있는 기관인 신탁회사가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을 수납, 관리 및 집

행함으로써 투명한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이 가능하고, 여타의 다른 개

발사업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는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의 전반

을 관리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오래된 병폐(病弊)라 할 수 있는 조합임원

들의 비리나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 진행의 

부당한 지체 예방 및 조합원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며, 안정적이고 신

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힘입어 신탁방식의 정비

사업이 가능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활용 

및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1) [19127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등 11인) 제

안이유 참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

_V1X4O1S1R2B7O1G6O4J1Y5V9S0U0W6(2019. 12. 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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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제도의 내용이 일

반 국민들에 의해 제대로 이해되고 활용될 수 없다면, 무용지물(無用之
物)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이 도입된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며 종전 제도(특히, 조합방식의 정비사업)와 어떻게 

다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재산 중 부동산(특히,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 차

지하고 있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의 성패가 국민

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至大)한바,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 대한 섬세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탁(信託)의 개념 및 특성(特性)은 무엇이고, 신

탁회사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지정

개발자 방식)의 절차 및 내용은 어떠하며, 종래의 조합 주도의 일반적인 

정비사업과는 무엇이 다르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신탁회

사가 직접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는 방식과 더불어 최근 많이 채택

되고 있는 사업대행자 방식(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신탁사가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가 되어 정비사업의 시행업무를 수행하

는 방식)의 내용을 정리하고 예상되는 법적 문제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

에 관하여 고찰(考察)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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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 방법과 범위를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신탁의 의의, 특징과 일반 개발사업에서 신탁이 활용되는 

방식 및 현황,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 및 인가된 신탁회사가 자본시장

법상 받는 법적 규율,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

법과 도시정비법의 관계는 어떠한지 및 자본시장법과 정비사업법의 충돌

여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의의, 도입 취지 및 현황을 살피고,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이 조합 주도의 일반 정비사업과는 그 절차와 사업

진행의 실제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分析)하고, 신탁방식의 정비사

업이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하여 가지는 특징(特徵) 및 신탁방식 정비사

업에서 시행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관계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히, 정비사업에서 신탁사는 정비사업법

상 사업시행자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징표(徵表)라 할 수 

있는 사업 손익(損益)의 귀속 주체가 아니며,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의 개발기간 동안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업무대행(業務代行)사의 역할(役割)을 수행하는바,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서의 신탁사를 (정비사업 전체에 대해 영속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

는) 사업시행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정비사업의 개발기간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사업대행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논(論)한다.   

  제4장에서는 사업대행자 제도의 의의, 연혁, 구체적 절차 및 사업진행

의 실제에 대하여 살핀다. 사업대행자 방식의 정비사업(신탁사가 사업시

행자가 아니라 사업대행자로 지정되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장

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정작 정비사업법에는 이에 대한 법적규율이 

매우 미비(未備)하다. 특히,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도시정비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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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전승인을 얻는 것 외에 규정에 없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

는지가 불분명한바, 이는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크게 침해하고, 분쟁 발

생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紛紛)

한바, 사업대행자 제도의 목적, 연혁 및 관련 법규정의 변화 등을 고려

하여 현행법 해석론으로 타당한 의견을 논증(論證)한다. 

  제5장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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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탁과 개발사업

제1절 신탁의 의의

  I. 신탁의 개념

    1. 신탁의 정의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

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

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

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대법원은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

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

탁의 효력으로서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

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 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2)고 한다.

    2. 신탁과 구별되는 개념

      (1)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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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

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

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부

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

다).

  명의신탁에서는 표면상으로는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

권이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되나, 이러한 권리의 이전은 

명의신탁의 당사자 간에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내부적인 관계(실질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

것을 관리 및 수익한다. 이러한 이유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에 관한 등

기가 없음에도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당해 부

동산을 적법하게 처분할 수도 있다3).

  반면, 부동산 신탁에서는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대·

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

에서 있어서도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4)

  부동산실명법은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

을 등기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다’목).

      (2) 위임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이 위임이다

(민법 제680조). 사무처리의 내용이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인 경우, 단순

한 사무처리가 아니라 대리권도 함께 수여 하였다면 위임과 신탁은 유사

3) 최수정, 「신탁법」, 박영사, 2016, 12면

4)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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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일 수 있다. 수임인은 대리권의 범위에서 유효하게 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으며, 수임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인 위임인에게 귀속

된다(민법 제114조). 반면, 신탁의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

자에게 귀속되고, 수탁자가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률효과는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점에서 위임과 신탁은 구별된

다.  

      (3) 임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

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93조). 임치인

이 목적물을 수치인에게 인도한 때에도 그 소유권은 임치인에게 남아 있

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 자체를 취득하는 것과 구분

된다. 

      (4) 조합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조

합계약이다(민법 제703조 제1항). 조합계약에 의하여 조합이라고 하는 단

체가 생성되지만, 조합 자체는 법인격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합유가 된다(민법 제740조). 

신탁에 있어서도 위탁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출연하고, 

당해 신탁재산이 별도의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으며, 공동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합유하는 모습은 조합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모든 조합원은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조합사업에 

따른 손익을 일정 비율에 따라서 배분받는다. 반면 신탁에서는 신탁재산

을 출연하는 위탁자와 그 양수인인 수탁자, 그리고 신탁재산으로부터 이

익을 향수하는 수익자의 지위는 구분되는바, 이러한 점에서 조합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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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은 동일하지 않다. 

    3. 신탁의 당사자 

신탁의 당사자는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이고, 신탁의 내용 및 법률관

계는 신탁행위로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권리·의무를 어떻게 규정

하느냐에 따라 정하여진다.

      (1) 위탁자

  위탁자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즉,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 등

의 처분행위를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해 

해당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을 하도록 하는 자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출연하고, 신탁의 내용을 설계하는 자라 

말할 수 있다. 위탁자는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의 내

용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신탁 성립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나, 

일단 신탁관계가 성립된 이후에는 자신이 설계(지시)한 대로 신탁사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를 관리·감독할 권리를 가지는 정도

의 권리 및 권한만을 보유한다. 

  위탁자는 「신탁법」상 수탁자 해임권(제16조), 신수탁자 선임권(제21

조),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이의권(제22조 제2항), 서류의 

열람·복사청구권,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제

43조) 등을 가진다. 

      (2) 수탁자

  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하는 자, 즉, 위탁자로부터 출연된 재산을 이전

받아 위탁자가 설계한 내용대로 수익자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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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운용, 개발 등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내외적

으로 수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수탁자는 타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재산을 개발, 관리, 처분, 운용 등

의 업무를 하는 자이므로, 민법상 수임인과 유사한 의무를 부담한다. 

「신탁법」상 선관의무(제32조), 충실의무(제33조), (수익자의) 이익에 반

하는 행위의 금지의무(제34조), 공평의무(제35조), 신탁의 이익향수금지 

의무(제36조), 신탁재산의 분별관리의무(제37조), 신탁에 관한 정보 제공, 

설명 등의 의무(제39조, 제40조), 원상회복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제43

조)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비용상환청구권(제46조), 보수청구권(제

47조) 등의 권리를 가진다. 수탁자는 타인이 지시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

행하는 것이 핵심적인 업무이므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위탁자 또는 수

익자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탁법」은 이와 관련하여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수익자

  수익자는 특정 신탁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누리는 자이다. 수익자

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의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수익채권이라 한다(「신탁법」 제62

조).

  수익자는 수익채권 외에도 「신탁법」상 수익자의 지위에서 여러 가지 

권능들을 가진다. 수탁자의 해임권 내지 해임청구권(제16조),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관한 이의권(제22조), 신탁사무처리에 관한 장부 등

의 열람·복사청구 내지 설명청구권(제40조),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권(제43조), 신탁의 목적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

(제75조) 내지 유지(維持)청구권(제77조)을 가지며, 신탁을 종료시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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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제99조).

  한편 수익자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기도 한다. 신탁상 달리 정한 바

가 없는 한,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와 관련한 비용 및 손해의 청구대상

이 된다(제46조). 

  II. 신탁의 법적성질과 우리법에서의 이해

    1. 이중소유권의 인정

  신탁의 가장 큰 특징(特徵)은 이중소유권 관념(double ownership)이다. 

이 이중소유권 관념은 대륙법계 국가의 소유권 관념과는 매우 다른 것으

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신탁을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여겨진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영미신탁에서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보통

법(common law)상 소유권(legal ownership)이 있고, 수익자에게는 신탁재

산에 관한 형평법상 소유권(equitable ownership 또는 beneficial 

ownership)이 있다는, 이른바 이중소유권(double ownership)의 개념을 인

정한다.5) 이러한 이중소유권 개념의 인정으로 인해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독특한 법적취급이 인정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처

분 및 강제집행의 원칙적 금지(「신탁법」 제22조) 및 신탁재산의 도산

절연성(「신탁법」 제24조)이다.

  대륙법계의 소유권 개념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소유권이 분할되어 두 

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영미신탁법리를 

대륙법계 국가에서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2.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소유권

5) 이연갑,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경인문화사, 2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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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처

분할 수 없다. 즉,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오로지 수익자의 것

이고,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르는 모든 의무와 책임은 수탁자의 것

이다. 이처럼 수탁자의 소유권은 수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될 

수 없는 소유권이다.6) 

    3. 소결 

  위와 같이, 신탁은 영미법에 기반을 둔 제도로서, 이중소유권의 개념 

등 대륙법을 계수한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펀드(부동산 및 금전신탁) 및 신탁을 이용한 부동

산개발사업(토지신탁) 등 신탁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매우 빈번히 활용

되고 있는 상황인바, 신탁에 대한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탁에 대한 우리법에서의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III. 신탁법률관계의 특수성

신탁은 영미법상의 제도로서 여러 가지 특수한 성질을 가진다. 이 중 중

요한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본다. 

    1.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보전처분,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이 금지된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

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

행, 보전처분 등이 금지되기 때문에 신탁재산은 안전하게 보전되고, 이

6) 이연갑, 앞의 책,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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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신탁재산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

으며, 신탁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하는 채권자들은 여느 담보를 확보한 

경우에 비해 더욱 보호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는 것은 아

니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예외적

으로 가능하다. 위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대해 대법원

은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발생한 채권’을 의미하는 것

(예컨대, 신탁재산 자체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7) 이에 

따라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라 할 지라도 신탁이 된 이후에는 해당 신탁재

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취득한 채권(신탁채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인바, 이러한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 등을 막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다.8) 

    2. 신탁재산의 위탁자 또는 수탁자 도산과의 절연성

  신탁재산은 그 법률상 소유자인 수탁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

가는 경우에도, 이러한 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유지된다

(「신탁법」 제24조). 이러한 성질은 앞서 살펴 본 이중소유권 관념에 따

라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갖는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위탁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신탁재산은 

이러한 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호된다.9) 특정 재산이 신탁이 되면, 

해당 재산은 더 이상 위탁자의 소유가 아니고 제3자인 수탁자의 재산이 

7)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8) 법무부, 「신탁법 해설」, 2012, 188면

9)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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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바, 이러한 이유로 위탁자의 파산 또는 회생은 신탁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신탁재산의 성질은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탁

자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위탁자의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과 구별된다. 

    3.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신탁법」 제34

조 제1항).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이익과 수익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익

상반행위는 수탁자의 의도 및 귀책사유나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는

지의 유무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10) 다만, 구 「신탁법」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탁자의 이익상반행위가 가능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개정 「신탁법」은 위탁자가 신탁행위로 허용행위

를 정하거나 수익자의 개별적인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상반행위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제2항).

  수탁자가 금지된 이익상반행위를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

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 더불어 수탁자의 금지된 이익상반행위로 인하여 신탁재산

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 행위로 인해 자신 또는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신탁법」 제43

조 제3항).

    4.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고,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 또는 신탁사

10) 법무부, 앞의 책, 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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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처리과정에서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를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에

는 지출한 비용 또는 손해와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

환받을 수 있으며, 신탁재산이 신탁사무처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또는 

신탁사무 처리과정에서 수탁자가 입은 손해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그가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탁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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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탁에 의한 개발사업

  I. 개발사업법의 의의

  건설법은 택지조성, 아파트·영업시설·단독주택 등 건축, 재건축·재

개발, 공원·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와 같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형

성에 간여하는 공법규정의 총체’를 말한다.11) 건설법은 개별적인 건축

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경찰법’,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과 토지의 이용권을 통제하는 ‘국토계획

법’, 도시의 낙후지역을 정비하거나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개발사

업법’으로 나눌 수 있다.12) 

  이 중 개발사업법은 도시 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국토계획법과 동일한 면이 있으나, 공법적 수단과 절차를 통해서 도시의 

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국토계획법과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의 질서에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건축주(사업시행자)를 만들고, 토지

를 조성하고, 위와 같이 조성된 토지 위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절차

를 마련함으로써 도시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3) 

  개발사업법에 속하는 개별법으로는,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도

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II. 개발사업에서의 신탁의 활용

    1. 토지신탁의 개념

11)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6판, 피데스, 2018, 4면

12) 김종보, 위의 책, 7, 8면

13) 김종보, 위의 책, 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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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상품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신탁상품은 

주로 토지신탁이므로, 여기에서는 토지신탁과 부동산개발사업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토지신탁의 정의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토지신탁이란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택지를 조성

하는 등 적절한 개발행위를 한 후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일체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수입에서 신탁회사의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

을 교부하는 내용의 신탁을 말한다.14) 

    2.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

  부동산개발사업은 특정 개발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개별 개발사업법(예

컨대, 「주택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시행

(施行)된다. 신탁이 특정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수탁자가 특정 개

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과, 사업시

행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해당 개별 개발사업법에 해당 사업시

행자가 신탁을 이용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별조항이 

존재하고 이에 터잡아 신탁이 특정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15)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신탁회사가 시행자가 되어 수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자

로부터 특정 개발사업의 부지를 신탁받은 후) 이들 법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자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장·군수 등 행정청으로부터 사업 

시행에 관한 승인(예컨대, 건축허가, 사업승인)을 얻은 후, 해당 개발사업

14)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15) 예컨대,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신탁개발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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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접 시행한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법에 따

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

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16)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건축물들은 「건축법」 또는 「주택

법」에 근거하여 생성된 것이다.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서 정하

고 있는 개발사업은 신탁회사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데 특별한 제

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신탁회사는 「건축법」 또는 「주택

법」에 정하여진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후, 시

장·군수 등 행정청으로부터 건축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득하면,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정하여진 건축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건축법」 자체는 특

별히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자)를 제

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건축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타인

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

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

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때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

16) 도시개발법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④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9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

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8조(신탁개발) ① 시행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

업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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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하

여진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부동산개발

업법 제4조). 신탁회사가 위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였다면, 신

탁회사가 「건축법」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

가 없으며, 「건축법」에 근거하여 신탁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최

근 들어 더욱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주택법」은 연간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업등록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탁회사가 「주택법」에 정

하여진 요건을 갖추어 주택건설업등록을 하였다면, 신탁회사가 「주택

법」에 근거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 

  또한, 최근에 전국 각지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17)(아파

트형공장)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

집적법’이라 한다)에 적용을 받는데,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설

립하려는 자(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

다. 이에 따라 신탁회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

립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 신탁회사는 직접 지식산

업센터의 개발행위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신탁회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

입지법’이라 한다)상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중 도시환경개선사업을 토지등소유

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등 특정 개발사업법에서 사업시행자를 특별

히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3. 신탁방식으로 추진될 수 없는 개발사업

17)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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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개발사업법은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를 특정한 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탁회사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예컨

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주택법」은 지역주택조

합 사업의 시행자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

립한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11조),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사

업에서 신탁회사는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출 수 없으므로 이 사업을 시

행할 수 없다.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건

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은 이들 사업의 시행자를 조합으

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신탁회사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시행

할 수 없었으나, 2015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회

사는 도시정비법에 정하여진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이들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20 -

제3절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신탁회사

  I.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서 신탁회사

  신탁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금융회사로 분류되었고, 이에 따라 설립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자본시장법 제12조), 설립 이후

에 그 영업 및 운영에 관해서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시 감독을 받는 

등 일반 상법상 회사와 달리 금융기관으로서의 감독 및 제한을 받는다.

  신탁회사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자에 해당하고

(제6조 제1항 제7호),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신탁회사

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신탁업법의 규율을 받았다. 

  신탁업법(2008. 3. 14. 개정, 법률 제8908호)은 신탁회사의 건전한 경영

을 기하고 수익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하는바(제1조), 대한민국 내에서 신탁을 업으로 하는 회사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제2조). 신탁업법은 신탁업 영업인가에 관한 사항, 신탁회사의 업무범위, 

금융위원회의 신탁회사에 관한 감독 및 제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

다.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신탁업법은 폐지되고 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

에 정하여진 금융투자업자로서(제8조 제7항),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

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하는바, 종전 신탁업법(및 이에 근거한 감독규정까지 고려하더라도)에 

비해 훨씬 촘촘하게 신탁업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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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법조문
내용 비고

진입 §11〜§16

․신탁업자 인가기준 및 절차

․업무추가 및 인가변경

․유지요건

공통기준

지배구조 §22〜§29

․대주주변경 승인 및 임원자격 요건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겸영배제

§ 2 2〜§ 2 8

삭 제 18),

2015. 7.

31.

건전경영 §30〜§36

․회계처리, 재무건전성(위험관리 포함)

․업무보고서 및 공시

․대주주와 거래제한

겸영배제,

겸영배제,

공통기준

영업행위

준칙(공통)
§37〜§65

․겸영, 부수업무 및 업무위탁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 차단

․투자권유(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 투자광고등

공통기준

영업행위

준칙(개별)
§102〜§117

․신탁재산 제한 및 운용 제한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수익증권, 의결권, 신탁재산 회계

개별기준

  II. 자본시장법상의 구체적 규율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공통

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으

로 구분된다.

    1.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에 대한 규율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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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재산

보관․관리
§244〜§248

․수탁회사 업무제한

․운용행위 감시 등
개별기준

겸영업자

특칙
§250〜§251

․은행․보험 겸영업자의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 대한 특칙
공통기준

    2. 구체적 내용

  자본시장법상 신탁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여러 규정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손실보전 등의 금지(제55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칙

적으로 투자자기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

에 약정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및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제64조)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

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

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18)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해당 조항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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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탁과 정비사업

  I. 정비사업의 의의

    1. 개념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 등이 불량한 지역

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이고, 이 사업을 규율하는 법이 도시정비법이다(도시정비법 제1조).

    2. 정비사업의 종류

  정비사업은 크게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

된다(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19)

  재건축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

업,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불량한 주거지를 정비하거

나 기능을 상실한 상업지역에서 오피스빌딩, 주상복합, 공동주택 등을 

건설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

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

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국고를 지원해 도로나 공원을 확보하고 주민의 

개별적 건축행위를 권장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20)

19) 도시정비법 제정 당시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장재개발과 도심재개발을 묶

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분류하고, 재개발과 구분하였는바, 그 당시 정비사업

은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

후 정비사업의 내용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이 추가되었다가

다시 이들 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전되었다.

2018년 새로이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흡수되어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은 현재 셋으로 정리된 상태이다.

20)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6판, 피데스, 2018, 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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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

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도시정비법 제2

조 제2호 ‘다’목).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지 여부이다. 법령상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재건축사

업과 재개발사업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재건축사업이 시작된 

곳은 강남의 요지이고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개발이익이 발생되

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재건축을 중요한 사업대상으로 인식했고 이는 

2000년대 초반 재건축과열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반해 재개발사업은 사

업의 입지가 재건축만큼 좋지 않고 그 결과 개발이익이 높지 않고 토지

등소유자도 균질적이지 않아 사업의 진행이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21)

      (2)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

업이다(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종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

발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

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2018년 도시정비법

이 개정되면서 이 두 사업이 통합되어 현재는 모두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다.22) 

  종래의 도시정비법은 도시재개발법상 도심재개발과 공장재개발을 통합

21) 김종보, 위의 책, 394면

22)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6판, 피데스, 2018, 3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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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칭하고, 재건축·재개발과 구별하였다. 도시

환경정비사업은 도심에서 대규모의 오피스빌딩을 건설하는 용도로 주로 

이용되었고,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조합방식 또는 토지등소

유자 방식으로 구분된다. 도시정비법은 2018년 개정을 하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에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라는 명칭은 사라졌지만 현행 도시정비법 조문에 여전히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조항이 남아 있다.23)

      (3)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

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이 사업은 종래 주거환경개선법에서 규율하던 것인데, 

도시정비법이 이를 그 안에 흡수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인 현지개량방식이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LH공사 등이 시행자가 되어 전면수용을 전제로 공

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도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다.24)  

  II. 자본시장법과 도시정비법과의 관계25)

  금융회사인 신탁회사가 도시정비법상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을 업(業)으

로 하는 경우, 신탁회사는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는가? 신탁방식의 정비

사업은 신탁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업무 중 토지신탁에 해당

한다.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신탁회사는 토지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것

23) 김종보, 위의 책, 395면

24) 김종보, 「도시정비법 입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2016, 4면

25) 김종보·최종권,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권한과 책임”, BFL 제94

호(2019. 3.),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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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된다(자본시장법 제10조 제1항). 한편,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신탁회사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서 정

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도시정비법의 적용대상 또한 된다. 즉, 신

탁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과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 것이다. 만일, 이 두 개의 법이 충돌하는 업무의 경우, 신탁

회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것인가? 예컨대, 도시정비법

에서는 허용되는 업무인데, 자본시장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경

우, 신탁회사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경우, 신탁회사

는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신탁회사는 두 개

의 법률 모두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만일 특정한 행위가 두 개

의 법률 중 한 개의 법률에 위반한다면, 이 행위를 하였을 때, 신탁회사

는 그 행위를 금지한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고 달리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충돌하는 두 개의 법률

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거나 구법과 신법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 또는 신법을 

준수하면 일반법 또는 구법의 위반 문제는 해소(解消)될 것이나, 자본시

장법과 도시정비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내용을 달리하는 전혀 다른 두 개

의 법률인바, 이 두 개의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체는 두 개의 법률

을 모두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경우, 

해당 법이 특정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에서 이 제도가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방해한다면 

입법의 모순이 생기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법에 명백하게 위

반하는 사항이 아닌 한 가급적 기존 법은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탁회사에 대한 기존의 자본시장법의 규율과 다소 충돌

하거나 저촉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도입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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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입법모순의 방지를 위하여 이 자본시장법의 규율은 완화 또는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III.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신탁회사의 책임

    1. 문제의 소재

  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즉, 금융회사인바,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과 법률관계를 맺고, 국민들의 재산을 보관, 관리 및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금융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되는 경

우, 국민들에게 큰 손해와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는 일반 

회사와 달리 재무건전성, 영업행위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에 의한 제한 

및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관리와 감독을 받으며 이로 인해 보호된다. 

  한편,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의 신탁회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자(施行者)

이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기획, 사업부지 취득, 사업비 조달, 시공

사 및 각종 용역사와의 계약 체결, 분양행위 등 해당 개발사업을 주도적

으로 이끌어 가는 자이며, 해당 개발사업의 손익이 귀속되는 주체를 말

한다.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는 원칙

을 선언하고 있다(제92조 제1항).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 신탁회사는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로서의 의무 또는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부담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고객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회사의 재무건전성

을 관리 및 감독하고 영업행위 등을 제한함으로써 신탁회사를 보호하고

자 하는 반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서 신탁회사는 정비사업을 주

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고,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으로부터 사업시행자를 보호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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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시정비법의 충돌문제는 없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신탁회사는 재무 및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

하여 자본시장법상 어떠한 법적 규율을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2. 자본시장법상 신탁회사에 대한 재무 및 경영의 건전성 규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건전경영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금융위

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감독한다. 

  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 고객을 보호할 

목적과 시스템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26). 금융기관이 고

객과 채권채무관계를 직접적으로 가지거나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이 불이익을 입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고객 보호를 위해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한

다. 이러한 것을 미시적인 건전성 규제라 한다. 

  이에 비해 거시적인 건전성 규제는 시스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인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금융기관의 투자자, 채권자, 고객

을 보호하고자 한다. 불건전한 소수의 금융기관 파산이 다른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금융시스템 전체를 파산의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위험을 시스템 위험이라 한다. 

시스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고자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하는 것이다. 

      (1) 재무건전성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 순자본을 총 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30조). 영업용 순자본액이란 금융투자업자의 자본금과 준

비금 그 밖에 자본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금액에서 고정자산과 그 밖

26)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I」, 박영사, 2009,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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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동화 즉 현금화가 어려운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을 말한다. 영업용 순자본은 금융투자업자의 유동성 부족이나 경영 악화

로 인한 파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27)

  총 위험액이란 자산 및 부채에 내제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총 

위험액은 시장위험액(주식위험액, 금리위험액, 외환위험액 등), 신용위험

액, 운영위험금액의 금액을 합한 것이다. 

  영업용 순자본을 총 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투자

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스템 위험을 방지하고 금융투자업

자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고객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

부분의 금융투자업자가 이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부실

경영이나 파산이 시스템 위험을 가져오기 않고 고객에 대해서도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28)

      (2) 경영건전성 기준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제외)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

하여 영업용 순자본을 총 위험액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과 함께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비율, 자산건전성, 유동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31조). 경영건전성 기준은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자별로 기준을 다르

게 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각 금융투자업이 갖는 위험수준에 따라 규제

기준을 조절한다(자본시장법 제31조 제2항).

27) 한국증권법학회, 위의 책, 154면

28) ① 투자자문만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②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금융투자

업자, ③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

유지의무가 면제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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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기자본비율 등 자본적정성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영위할 수 있는 자본수준을 유

지하여야 한다. 

        2) 자산건전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계량화할 때 자산의 건전성을 적정하게 

산출할 기준이 필요하다. 

  금융투자업규정은 대출채권 등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적정한 충당금 설

정을 위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금융투자업규정 [별표7]) 및 충당금 적립기

준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대출채권 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하고 감독규정에 정하

는 표준비율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3) 유동성

  금융투자업자는 부채규모와 위험액을 고려하여 투자자 및 채권자에 대

한 지급능력을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4) 위험관리

  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는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리스크관리체계(risk management system)를 구축·시행함으로

써 위험을 적시에 인식, 평가, 감시, 통제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자본시장법 제31조 제3항), 금융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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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영업용 순자본을 일정수준 유

지하지 못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이

익배상의 제한 등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31조 제4항).

    3. 신탁회사의 정비사업 시행자 지위 관련 자본시장법과 도시정비법

      의 충돌(?) 문제

      (1) 자본시장법상 신탁회사의 책임제한

  신탁회사의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라는 특성 또는 신탁회사의 보호를 

위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신탁회

사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상정(上程)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신탁회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위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

자가 되어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건축물을 신축 및 분양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바, 이러한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영업범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함], 자본시장법이 신탁회사의 재무건전성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신탁회사가 통상적으로 유지해야 하

는 재무건전성의 상태를 규정할 뿐,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결과, 위와 같

은 재무건전성 지표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향후 금융감독당국이 그 

위반에 따라 신탁회사의 일부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탁회사의 보호를 위하여 그 위반의 원인이 된 행위(예

컨대, 신탁회사에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킨 개발사업 시행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며, 자본시장법상 그 위반의 원인이 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바, 이를 부인할 수도 없다(헌

법 제37조 제2항). 즉, 신탁회사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

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감당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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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본시장법이 신탁회사의 이러한 손실의 부담을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한편, 「신탁법」 제38조는 ‘유한책임’이라는 제목 하에,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

만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

한 급부의무는 신탁재산을 분배 또는 급부할 의무이므로 수탁자는 신탁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의무를 부담하며, 수탁자의 의무 위반이 없는 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이 감소하더라도 감소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의

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29) 이 조항으로 인해 정비사업 시

행자로서 신탁회사의 책임이 신탁재산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인지 문제

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사적자치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

행규정(强行規定)이 아닐 뿐 아니라, 법 문언에 의해서도 명확하듯이, 이 

규정에 의해 신탁회사가 그 책임이 신탁재산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수익자와의 관계에서일 뿐, 수익자가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즉,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와 관련한 제3자와의 관계에서 그 

책임이 신탁재산 한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판례 또한 수탁자의 이행

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

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

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

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30) 

  즉, 신탁회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 이 개발사업의 시행

으로 인하여 신탁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 손실 및 비용을 직접적으로 제

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신탁회사는 ‘타인의 

사무를 대행하여 주는 자’라는 신탁의 본지(本旨)에 기반하여 신탁사무

29) 법무부, 앞의 책, 314면

30)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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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와 관련하여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 손실 및 비용에 

대하여는 「신탁법」 또는 개별약정에 의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청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만일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

여도 회복되지 않는 손해 등은 수탁자의 손해 등이 되는 것이다. 

      (2) 신탁회사의 손실보전금지 및 정비사업 시행자의 비용부담

  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투자업자인바, 법정된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

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할 수는 없다(자본시장법 제55조 제1호, 제3호) 이

러한 규제를 둔 취지는 이러한 손실보전약속이나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

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금융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판례는 이러한 손실보전의 약속 및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한다.31) 그러나 이 조항은 신탁회사가 신탁사무와 관련

하여 처음부터 또는 사후에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

하는 약정을 금지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신탁사무처리 또는 영업활동으

로 인해, 신탁회사에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留意)해야 한다.

  한편,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비는 정비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명확

히 하고 있다(제92조 제1항). 즉,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

의 부담주체가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신탁의 이익향수가 금지된 신탁회사

31)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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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신탁의 본질(本質)상 타인의 재산관리인일 

뿐이며, 이에 따라 해당 신탁사무에 관한 이익과 손해를 받는 주체로 설

계되어 있지 않은바,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 손익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

으며,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 손익의 귀속 주체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신탁 제도(制度)에서의 수탁자는 위탁

자의 지시에 따라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어진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불과한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것으

로 설계되어 있지 않은바[오히려 신탁은 수탁자와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의 이해충돌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의 이익을 향유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신탁법」 제36조 본문), 수탁자가 신탁사

무에 관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는 것과 궤(軌)를 같이 하여 수탁자는 신

탁사무에 관한 손해 및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수탁자가 신탁사무처리과정에서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는 신탁재산 또는 수익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신탁

법」 제46조)], 이러한 점에서 수탁자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은 신탁제도의 본질과 충돌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지 문제

된다.

      (4) 정비사업의 대외적 책임귀속자 및 대내적 책임귀속자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신탁회사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며, 이에 따라 특정 법률관계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신탁회사는 정비사업에 따른 법률관계

에 대한 모든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한다. 신탁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하는 

의무 및 책임은 신탁재산 한도 내로 제한되지 않으며 신탁회사의 고유재

산에까지 미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신탁회

사는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고 표현(表現)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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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사업시행자인 신탁회사와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내부적인 관계

에서는 신탁된 정비사업의 손익에 관한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

정을 통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손익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

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산과정은 전통적인 조합방식의 정비사업에

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즉, 사업시행자로서 조합이 전면에 나서서 정

비사업을 추진하고, 대외적인 관계에서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전면적으로 부담하지만, 정비사업이 종료되면, 해당 정비사업의 

손익은 청산금 분담에 의해 조합원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 이러한 

점에서 조합방식의 정비사업과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동일하며, 신탁방

식 정비사업에서 신탁회사가 해당 정비사업의 최종적인 손익의 귀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이유 

또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것은 외견상 도시정비법

과 자본시장법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충돌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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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법적규율과 법률관계

제1절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의의

  I. 개념

    1. 정비사업의 분류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

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

업’을 말하며, 이러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라 한

다(제2조).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체에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이란 신탁회사가 사업시

행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되어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업

을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은 다양한 기준에 의

해 사업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어떠한 분류기준에 의해 정의된 개념인가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 준 구 분

사업시행자에 따라

• 조합방식

• 공공시행자 방식

• 지정개발자 방식

정비기반시설 등

정비구역 특성에 따라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따라
• 환권방식

• 권리배분방식

사업시행 부담에 따라
• 사업시행

• 사업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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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른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정비사업과의 비교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1)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종류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시행자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조합’을 상정

하고 있지만, 조합 이외에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에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

업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정비사업의 다변화에 따라 자본시장법에 따

른 신탁업자도 단독 사업시행자의 하나의 유형(類型)으로 채택되었다(도

시정비법 제27조).

      (2)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과의 비교

  신탁회사가 지정개발자가 되어 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의 준비단계나 관리처분계획 등 전반적인 시행절차는 정비사업조합에 의

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또는 조합

의 설립 및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 시행의 

초기 절차가 간소하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이 단축

된다. 

      (3) 주택공사등이 추진하는 정비사업과의 비교

  2003년 도시정비법 제정시부터 정비구역 내 일정 수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정비사업을 시

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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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회사가 단독시행자가 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주택공사 등이 추진

하는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이 따로 결성되지 않으며 시행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이 수행된다(도시정비법 제53조). 다만, 주택공사 등이 추진하는 사

업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아닌,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도시정비법 제26조). ‘주민대표회의’는 정비사업비의 부담이

나 이주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사업시

행자는 이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으며, 다만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32). 반면 신탁업자 지정개발자 방식에는 ‘주민

대표회의’가 없다.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승인받는 절차가 따로 

없으므로 초기 사업시행절차가 간이하다. 다만, 신탁업자에 의한 정비사

업은 주요안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33) 전원

으로 구성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존재한다(도시정비법 제48조). 

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조합 총회에 상응하는 의결기구로서 주

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의 ‘주민대표회의’와 달리 사업시

행자로서의 신탁업자를 구속한다.  

  단독시행자로서 신탁회사, 주택공사 등은 모두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주택공사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따로 얻을 필요

가 없는 반면, 단독시행자로서 신탁회사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

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도

시정비법 제50조). 

      (4) 사업대행자 방식과의 비교

  신탁방식에 의한 정비사업은 크게 신탁회사가 지정개발자가 되는 방식

32) 다만 주택공사등도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는 “주민대표회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8항).

3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

등소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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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업대행자가 되는 방식으로 나뉜다. 사업대행자란 사업시행자의 업

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도시정비법은 사업대행자가 되기 위하여도 ‘지

정개발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업

자가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에도 정비구역 토지면적

의 1/3 이상을 신탁받아야 한다.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의 단독시행자가 되기 위하여는 위 지정개발자로

서의 요건 이외에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

요한데(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 제3호), 사업대행자는 이보다 완화된 조

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신탁회사가 단독시행자가 되는 방식과 사업대행자 방식의 가장 큰 차

이는 정비사업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즉, 지정개발자로서 신탁업

자는 스스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므로 정비사업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데 반

해, 사업대행자로서 신탁업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조합의 계산으로 조합

의 업무를 집행하므로 여전히 정비사업조합이 시행자로 남게 된다. 

  또한 지정개발자 방식은 시행규정과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사업이 시행

되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사업시행의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도

시정비법 제48조). 반면 사업대행자 방식에서는 조합의 정관과 신탁계약

에 근거하여 사업이 시행되고 조합 총회와 별도로 재산처분, 자금차입, 

그 밖에 시행자에게 부담을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34)

  II. 연혁

    1. (구) 도시재개발법상의 제3개발자 제도

  도시재개발법은 2003년 도시정비법으로 통합되기 이전까지 재개발사업

34) 이 때 시장·군수의 사전승인 외에 별도의 조합총회의 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재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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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율해 왔는데, 1995. 12. 29. 전부개정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탁사를 제3개발자로 지정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시행구역 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신탁업자

는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있었다. 다만, 제3개발자를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천재, 지변 등 

긴급성이 요구되거나 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는 경우 등 매우 제한적

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3개발자 방식에 의한 신탁 시행은 이루어지

기 어려웠다.35)

    2.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자제도

  2003년 제정된 도시정비법은 종전 (구)도시재개발법상의 제3개발자제

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다만, 제3개발자를 지정개발자로 용어를 변경

하였고, 사업시행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3. 공동시행자 지위 취득

  도시정비법은 노후불량주거지 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의 

필요에 따라, 자금조달과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2005. 3. 18. 개정되었

고, 이 과정에서 시장, 건설업자, 등록업자와 함께 신탁업자가 재개발사

업의 공동시행자로 추가되었다. 이 때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과 재건

축사업의 시행자를 분리하여 규정하였는바,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

업에서는 신탁업자가 공동시행자 형태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

는 공공성이 강하고 활성화 필요성이 큰 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하여 신탁

업자의 공동시행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생각되는데, 이 규정에도 불구

하고 신탁업자가 공동시행자로서 정비사업에 진출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

35) 도시재개발법[법률 제5116호, 1995.12.29.,전부개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대통령령 제15096호, 1996.6.29., 전부개정] 제19조 제1항 제3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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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다.

    4. 단독의 사업시행자 지위 취득 : 지정개발자

  도시정비법은 2015. 9. 1. 신탁업자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단독 시

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 법은 2016. 3. 2.부터 시

행되었다. 국회의 입법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정비사업조합의 불

투명한 자금집행과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사업성이 저

하되고 주민 갈등이 심화되면서,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자

금조달과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III. 도입취지 및 기대효과

    1. 도입취지

  도시정비법이 신탁업자가 단독시행자가 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

도록 한 취지는 지정개발자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사유가 

제한되어 있어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반

면, 신탁업자의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정비사업비 조달능력을 

활용할 경우 정비사업에 있어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갈등을 감소시키

고 사업지연을 줄일 수 있으며, 전문적인 사업관리와 시공사에 대한 교

섭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공사가 적정 수익률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주를 꺼려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신탁업자가 참여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고, 다양한 갈등요인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진행이 

교착된 사업장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도 개정의 주요한 취지이

다. 



- 42 -

    2. 기대효과

      (1)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로 지정한 경우의 장점(長點)

 

①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진행이 빨라짐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의 조직이 사라지므로 조합방식 정비사업의 고

질적인 문제인 추진위원장·조합장 등의 비리문제가 해소됨. 더불어 

금융회사인 신탁회사가 사업 및 자금의 관리를 하므로 사업진행의 투

명성이 강화됨.

③ 신탁회사의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사업진행으로 중도의 사업중단 위

험이 낮아짐

④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선정의 가능 등

      (2) 신탁업자를 지정개발자로 지정한 경우의 단점(短點) 

① 정비사업은 관련 법령이 어렵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분쟁

가능성도 높아 난이도가 높은 사업인바, 그에 반하여 신탁회사는 정

비사업에 관한 경험이 미미한 수준임. 이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신

탁회사의 전문성에 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상황임.

② 신탁회사 또한 정비사업에 사업비를 대여한 대주 또는 투자자의 입장

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바, 신탁회사가 투입한 정비사업비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

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 존재

③ 단독시행자인 신탁회사의 업무진행에 대해 누가 적시에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 문제됨 

④ 신탁회사가 협력업체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비리 발

생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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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현황36)

    1. [표 1] 부동산신탁회사 현황37)

회사명 임직원현황
조직현황

국내지점 해외지점

국제자산신탁 121 2 -

대한토지신탁 129 - -

무궁화신탁 169 - -

생보부동산신탁 132 - -

아시아신탁 136 - -

케이비부동산신탁 171 2 -

코람코자산신탁 173 - -

코리아신탁 131 - -

하나자산신탁 129 - -

한국자산신탁 179 1 -

한국토지신탁 195 - -

계: 11 1,665 5 -

   

36) KORAMCO Weekly Management Information(No. 83), 2019. 1. 21. 참조

37) 종래의 11개 부동산전업신탁사 이외에, 2019년 하반기에 신영부동산신탁, 대신자

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를 받고, 본격적인 신탁

영업에 돌입하여 현재는 14개의 부동산전업신탁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 44 -

 2. 신탁방식 정비사업 현황

      (1) [표 2] 사업방식 및 정비사업 유형별 현황

사업방식 지역분포 정비사업 유형

연도 계
대
행

시
행

서
울

경
인

지
방

재건축 재개발
도시
환경

가로
주택

2016 7 3 4 2 3 2 7

2017 26 19 7 9 11 6 17 4 3 2

2018 18 12 6 10 3 5 10 4 3 1

합계 51 34 17 21 17 13 34 8 6 3

      (2) [표 3] 신탁회사별 정비사업 수주현황

수주연도 사업방식 수주단계 지역분포

회사명 계
20
16

20
17

20
18

대
행

시
행

선
정

MO
U

서
울

경
인

지
방

한자신 14 1 9 4 8 6 8 6 6 4 4

한토신 13 1 5 7 10 3 10 3 6 2 5

대토신 8 1 4 3 6 2 7 1 2 6 -

코람코 5 1 2 2 5 - 5 - 1 3 1

코리아 5 2 3 - 3 2 5 - 2 2 1

KB 4 - 2 2 - 4 - 4 4 - -

하나 2 1 1 - 2 - 2 - - - 2

합계 51 7 26 18 34 17 37 14 21 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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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합방식 정비사업과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비교

  I. 신탁방식 정비사업 절차 개요

  신탁회사가 지정개발자가 되어 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의 준비단계나 관리처분계획 등 전반적인 시행절차는 정비사업조합에 의

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이나 조합

설립인가 등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시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신탁업자는 시행자지정을 위한 사전설

명회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정근거를 제시하여

야 하고(도시정비법 제27조 제3항), 정비사업비, 신탁보수, 시행규정, 신

탁계약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도시정비법 제27조 

제4항).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율은 조합설립과 동일하나, 동의사

항은 시행자 지정에 더하여 신탁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신탁업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토지면적의 1/3 이상의 신탁 

등을 받고,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에 지정개발자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도시정

비법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신탁회사가 지정개발자로 지정

되면 시장·군수 등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도

시정비법 제27조 제2항).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시행규정을 확정하고,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의 각호38)에서 정한 내용을 의결하여야 하며,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38) 법 제26조의2(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① 제8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사업시행자

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

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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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29조 제6항). 

  이후 신탁업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비구

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

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고(도시정비법 제50조 제5항), 사업시행 인가 이후

부터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시행규정에 따라 시행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이후의 절차는 정비사업조합에 의한 사업절차와 동일(同
一)하다.  

  지정개발자 방식의 신탁방식 정비사업과 조합방식 정비사업의 절차상 

가장 큰 차이점은, ① 지정개발자 방식의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추

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 및 승인이 필요 없는 대신, 신탁회사가 해당 

정비구역 토지의 1/3 이상의 신탁을 받고(지정개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를 얻은 후, 행정

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인가를 받아야 하고, ② 신탁방식 정

비사업에는 조합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조합 총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정비사업 진행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조합방식 정비

사업에서의 조합 총회에 상응하는 기구인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로부터 

해당 의사결정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③ 정비사업 시행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조합 정관이 없는 대신에 별도의 시행규정을 작성하고, 

이 시행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4.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6. 제24조제3항제2호·제3호·제9호의2·제10호 및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7. 그 밖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사항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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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신탁방식 정비사업과 조합방식 정비사업의 이동(異同)

    1. 사업 절차면에서의 이동(異同)

  조합방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의 고시가 되고, 조합

의 설립을 준비하는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립승인 인가가 되어진 후, 추

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승인 인가를 받는다. 이후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고, 관리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사업부지 지

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조합원들의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비로

소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물리적 

공사를 완공하고 사용승인 인가가 되어지면, 정비사업으로 인해 생성되

어진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고시가 되고, 조합에 관한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비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의 고시까

지는 조합방식의 정비사업과 동일하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절차

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의 인가없이, 곧바로, 신탁회사의 지정개발자 지

정신청과 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가 있고, 지정개발자로 지정된 

신탁회사는 조합방식의 정비사업와 동일하게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

분계획인가 및 건축물 철거, 이전 및 착공, 정비사업에 의한 신축 건축

물에 대한 준공(사용승인) 인가, 이전고시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및 인가 절차는 

생략되고, 신탁회사가 시장·군수 등에 의해 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로 

지정되는 절차는 추가되는 특징이 있다. 나머지 외형상의 사업절차는 조

합방식 정비사업과 동일하다. 

    2. 사업의 실제 진행면에서의 이동(異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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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종래 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 시공자가 담당하였

던 시행기능의 대부분을 신탁회사가 담당하는데 큰 특징이 있다.

      (1) 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의 시행자

  정비사업의 시행자(施行者)는 정비사업을 시행(施行)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시행’의 개념은 무엇이고, ‘시공(施工)’과는 어떻게 구분

되는가? 개발사업은 해당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행정청으로부터 득하고, 분양, 

홍보 및 시공사 및 각종 용역사들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시공사 및 

용역사들을 관리 및 감독하는 등 사업을 실제로 이끌어 가는 행위와 해

당 개발사업으로 인해 신축될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을 물리적으로 조성

(造成)하는 행위로 이루어진다. 

  ‘부동산개발(不動産開發)’의 의미에 관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은 ①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

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또는 ② 건축물을 건축·대

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시행’의 

의미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규율하는 특정 법률에서 정의되고 있지는 않

은바, 실무에서는 그 의미에 대해 사업의 기획, 토지소유권 확보 등 개

발사업의 진행, 자금의 조달, 주택의 분양 등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자

신의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통용

된다39).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자로서, 사업

비를 조달하며, 해당 개발사업의 손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말한

다.

  한편, 개발사업에서 건축물 등의 물리적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를 하는 것을 시공이라 한다40). 시공자는 사업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39)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6판, 피데스, 2018, 4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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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고, 주택이나 부대시설 등을 건설한다. 

  종래의 조합방식 정비사업은 외형상으로 조합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긴 하지만, 조합의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성 및 자금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시공자가 조합과 공동시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41) 

즉, 종래의 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 시공자는 단순한 수급인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사업시행에 깊숙이 관여하고, 사업손익을 조합과 나누어 갖는 

등 실질적인 공동시행자의 역할을 해 왔다.  

  시공자의 정비사업에서의 시행 참여는, 시공자와 조합 간에 체결되는 

사업약정에 시공자의 시행 관련 권한(예컨대, 시공자가 분양에 관여하는 

권한을 갖거나 개발사업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권을 갖는 

등)을 부여하는 방식 및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제가 아닌 지분제 방식42)

을 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종래 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는, 시공자가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공동

시행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여러 시공자들이 해당 정비사업에 참여하

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였는데(통상 시공자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해당 시공자와 협력관계(Partnership)에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장악하는 것을 돕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입함), 이 과정에

서 시공자 간 과열경쟁으로 정비사업이 매우 혼탁해지는 결과(예컨대, 

특정 시공자가 지원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주도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되고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토지등소

유자에게 금품을 살포하거나 매수하는 일 등)가 초래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자가 정비사업에 초기부터 개입하는 것으로 인한 위

와 같은 과열 양상 및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도시정비법을 제

정하여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시공

40)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6판, 피데스, 2018, 428면

41) 김종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형사처벌”,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4호,

211면

42) 지분제 방식이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가 일정한 금원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공사비 중 일부는 정액으로 받되, 나머지 공사비는 해당 개발사업의 분양

률에 연동하여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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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정비사업에 개입하는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춤으로써 시공자 개입으

로 인한 정비사업의 폐해를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공자 선정시기의 제한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추

진위 또는 조합 자체가 시공자의 개입 없이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

는 전문성과 자금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추진위 또는 조합

이 위와 같은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위 

시공자 선정시기 제한 이후에 정비사업의 추진은 매우 위축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2005년,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조합과 시

공자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었다. 또 2015년

에는 재건축 사업에도 조합과 시공자가 공동으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도

시정비법이 개정되었다. 

  시공자가 정비사업 초기부터 시행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폐해

가 발생했고, 이를 방지(防止)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은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문제는 도시정비법이 재개

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의 조합과의 공동시행을 허용하면서 공동시

행이 가능한 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공자는 위 시공자 선정시기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시

행자가 되어 정비사업 초기부터 개입할 수 있는바, 도시정비법의 위와 

같은 규정 체계는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있다. 

      (2)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시행자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신탁회사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의 단

독시행자인 것은 맞지만,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

정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제45조). 이에 

따라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의 신탁회사는 실질적인 면에서 토지등소유

자와 공동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사

업시행자’의 개념은, 특정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해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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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사용금

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때

2.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

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발사업의 손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그 핵심의 징표(徵表)로 한

다.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신탁회사는 정비사업의 단독시행자라는 행

정법상 지위(地位)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에 

대하여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토지등소유자로 전원으로 

이루어진 전체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미에서 단독

시행자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손익은 최종적으

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신탁회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대행하는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면까지 고려

하면,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신탁회사는 시행자가 아닌 시행대행자에 

가깝다고 하겠다. 

  종래 조합방식의 정비사업은, 대체로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사업시행

자 지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조합과 시공자가 공동시행하는 방식

을 취하였는데,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시공자 대신에 신탁회사가 토지

등소유자와 공동시행하는 방식으로 보는 것이 그 본질(本質)에 가깝다. 

    4.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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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

①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②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

  신탁회사를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 한한다(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 단, 「빈

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구역 면적의 1/3이상의 토지를 수탁하고,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등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 제1항).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신탁회사에 관한 지정개발자 요건으로, 신탁회사

가 정비구역 토지 중 구역전체 면적 대비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21조),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관

하여 조합설립 동의요건(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3/4이상+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재건축사업: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전체구분소유

자 3/4이상+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탁회사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를 받기 

전에, ①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②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아래 표에 기재된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로 동의를 받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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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드는 비용(정비사업비)

③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포함)

④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⑤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필요한 시행규정

⑥ 신탁계약의 내용 

    5. 사업시행자 지정효과

시장·군수 등이 지정개발자인 신탁회사를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

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날에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

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등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27조 제5

항). 위 도시정비법 조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 간주되는 것은, 지정개발자인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이고, 지정개발자인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의 사업대

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

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 

  III.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특징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실질면에서 신탁회사가 토지등소유자와 공동시

행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다. 

    1. 시공사의 정비사업 시행기능 상실

  시공사는 조합의 전문성 및 자금력 부재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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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시행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관여의 범위가 넓고 깊다 보니, 

시공사의 협조 또는 도움이 없이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였다. 시공사는 일단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면, 정비

사업의 진행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빌미로 조합측에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다거나 시

공자로 선정되기 전 약속하였던 사항(예컨대, 놀이터, 주민휴게시설 등의 

무료설치공사)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예가 종종 있었

다. 조합측에서는 시공자의 협조 또는 도움없이는 사실상 정비사업을 진

행할 수 없으므로, 시공사의 요청이 부당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수용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귀

속되는 폐해(弊害)가 적지 않았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성 및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탁회사가 토지등소유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바, 시공사를 정비사업의 시행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종래 시공사의 정비사업 시행 관여로 인한 폐해로부터 토지등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부존재

  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 사업추진이 지체(遲滯)되고 분쟁(紛爭)이 많았

던 주원인의 하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진들의 비리(非理), 이러

한 비리를 밝히고 바로 잡기 위한 민·형사 소송의 진행이다. 예컨대, 

조합장 등 조합의 임원이 시공사로부터 불법적(不法的)인 리베이트

(Rebate)를 받고, 시공사의 공사비가 부당히 증액되도록 하거나 압력(壓
力)을 행사하여 자격미달의 특정업체가 용역사에 선정되도록 하는 것 또

는 사업비의 집행이 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등의 행위가 이루어

지고, 이러한 임원진들의 비위(非違)를 밝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

(비위 임원의 퇴진 및 신규임원의 선임을 위한 민·형사 소송의 진행 

등)에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정비사업의 좌초(坐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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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원인이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공신력을 갖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금융기관)인 신탁회사가 사업

의 시행업무를 하고, 사업비를 관리 및 집행하므로, 조합방식 정비사업

과 같이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들의 비리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한 사업진행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신탁계약의 체결 및 시행규정에 따른 사업진행, 전체회의의 의결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설립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 정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 자격, 

조합 총회, 대의원(회), 조합의 회계 등 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

항 뿐 아니라, 조합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이주대책, 

손실보상, 관리처분계획, 준공인가, 이전고시, 청산금 등)을 상세히 규정

하는데,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는 이러한 조합 정관이 없다. 대신, 신탁

방식 정비사업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시행규정을 작성하도

록 하고 있다(제53조). 이 시행규정에는 도시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

을 포함하여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권리·

의무의 귀속, 비용 부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

는 조합의 사업시행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

치도록 함으로써(제45조)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시행에 간접적으로 참

여하고, 조합의 사업시행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

합이 없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는 해당 정비사업 시행에 중요한 사항

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

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함)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

체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들이 해당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조합의 사업시행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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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진행되기 위하여는 신탁회사가 지정개발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지정개발자 요건에는 신탁회사가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의 3분의1 이상을 신탁받아야 하는바43), 신탁회사와 토지등소유

자 간에 필수적으로 토지의 신탁을 위한 신탁계약이 체결된다. 

  다만, 도시정비법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신탁계약에서는 토지

의 신탁과 관련한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수탁자인 신탁회사 간에 사

법적 법률관계만을 규정하면 족하나, 현재 부동산신탁회사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한 정비사업 신탁계약서에는 사업시행과 

관련한 내용도 더러 기재되어 있어 도시정비법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이 신탁계약은 토지를 신탁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수익자로 정하고, 수

익자는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이 신탁계약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을 권리(통상적으

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취득할 아파트의 소유권

으로 규정됨)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의할 점은, 토지등소유

자가 해당 정비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이 신탁계약에 따른 사법상의 효력 때문이 아니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

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때문이라는 점이다44).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공익 목적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며,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

하게 얽혀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간

의 계약으로 법적 효력을 변경시킬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45). 도시정비법

은 정비사업에 의한 권리배분에 관하여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

43) 신탁회사가 시장·군수 등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해당 정비사

업 구역 내 토지의 3분의1 이상만을 신탁받으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분양분의 선분양을 위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을 모두 확보해야 하므로, 신탁회사가 실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탁회

사는 정비구역 내 모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4)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6판, 피데스, 2018, 653면

45)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6134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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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것이며, 사업관계자들의 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만일 정비사업의 권

리배분에 관한 사업관계자들의 약정이 도시정비법 규정과 충돌한다면, 

그러한 약정은 무효이다.   

  

    4.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서의 신탁회사 및 토지등소유자와의

      이해충돌 가능성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신탁회사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윤을 추구

하는 사기업이다. 이러한 신탁회사는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 본인이 투

입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회수하고 해당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시

키고자 하는 본질적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토지등소유자의 이해

와 본질적으로 상충될 수 있다. 더욱이,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토지등소

유자와 신탁회사 간에 체결되는 신탁계약서와 시행규정에 의해 진행되는

데, 위 신탁계약서와 시행규정은 신탁회사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

탁회사가 미리 작성해 둔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행정청

에서 위 신탁계약서와 시행규정 내용에 대하여 적절히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지 않거나 감독하지 않는다면, 토지등소유자에게 불측의 피해 또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정비사업을 관리 및 감독하는 시

장·군수 등은 토지등소유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약을 포함하여 신탁계약

서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섬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신탁의 중도해지 필요성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은 크게 신탁회사가 지정개발자로 지정되어 진행

하는 방식과, (조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신탁회사가 사업대행자로 지정

되어 진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지정개발자 방식이든, 사업대행자 방식

이든, 신탁회사가 이들 지위에 관한 인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정비



- 58 -

구역 내 토지면적의 3분의1 이상의 토지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신탁받아

야 한다. 문제는 토지등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이후

에 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한 신탁회사에 관한 위와 같은 인허가가 예상보

다 지연되는 경우, 자신의 토지를 신탁한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이전됨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자신의 권리를 제한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신탁계약도 계

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고, 이

에 따라 위와 같은 인허가 지연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가 협조하지 않

는 한) 토지등소유자가 장기간 동안 신탁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이는 위와 같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탁계약서에 일정 기

간 동안 신탁회사가 사업진행에 필요한 인허가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신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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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법률관계

  I.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의 신탁사 지위 

    1. 사업시행자 지정의 법적 성질 및 효과

      (1) 사업시행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으로 신탁회사는 정비사업

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 다만, 정비사업 시행의 중요한 의

사에 관하여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의미의 단독시행자로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토지

등소유자와 공동시행의 형태를 갖는다. 

      (2) 행정주체

  정비사업은 원래 행정청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인바, 신탁회사는 정비사

업을 수행하는 것에 관한 한, 공행정주체로서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된다. 

정비사업은 사인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성, 

즉, 도시기능 회복의 목적을 지향한다. 이러한 정비사업 시행자의 목적, 

정비사업의 성질 및 내용,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을 볼 때,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신탁회사는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는 범위 내에서 공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업시행자인 신탁회사는 정비사업의 설계도

에 해당하는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고 수용, 이전고시 등 

행정처분을 발하는 주체이다.46) 

  신탁회사에 대한 시행자 지정에 관한 법적 성질은 강학상 특허로 판단

46)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6판, 피데스, 2018, 4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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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강학상 ‘특허’란 특정 상대방을 위해서 새

롭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능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가 고권의 

주체로서 자신의 임무 중의 일부를 담당할 공기업을 만들어 내거나 제3

자인 사인에게 그 임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이 특허의 대표적인 예이

다47). 강학상 특허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강학상 허가가 있는데, 강학상 

허가란 공익목적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된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를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해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48). 

정비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본래 행정청이 수행하는 업무이고, 사인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바, 신탁회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으로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로소 취득하게 되

었으므로, 이는 강학상 특허(特許)에 해당한다. 그리고, 행정청은 신탁회

사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

는 선택권이 있으므로, 행정청의 신탁회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은 재량행위이다. 

  사업시행자인 신탁회사는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행정계획의 입안권을 

가진다. 사업시행자인 신탁회사는 정비사업의 설계도면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인가를 시장·군수등에 신청하고, 이러

한 사업시행계획은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통해 확정된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인 신탁회

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개별적 행정처분권을 발령하기 위한 포

괄적 기초가 된다.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자인 신탁회사에 개별적인 행

정처분권을 부여하고 있는 한도에서 신탁회사는 행정주체로서 행정청이

며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해야 한다49). 이는 관리처분계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도시정비법이 신탁회사에 행정처분권을 부여한 경우, 신탁회사가 

47) 김종보, 「행정법 입문」, 피데스, 2016, 120, 121면

48) 김종보, 「행정법 입문」, 피데스, 2016, 117면

49) 김종보, 「도시정비법 입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2016,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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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에게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다

투어야 하며, 만약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고 토지등소유자의 자발적인 협

력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더 정확하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정비사업에 관한 분쟁을 대응함

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분쟁의 대상물(對象物)이 행정처분인가 아니

면 사업시행자의 단순한 청구권행사인 것인가를 구별하는 것이다50).

    2. 신탁회사의 시행자성(性)과 대행자성(性)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지정개발자인 신탁회사는 도시정비법상 단독시

행자이다.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단독시행자는 자신의 명의로 정비사업

을 진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고, 개발사업에서의 사업

시행자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개발사업

에서의 사업시행자 개념은, 특정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해

당 개발사업의 손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그 징표로 하는데, 신

탁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신탁회사는 해당 정비사업의 손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주체가 아니며(정비사업 손익의 최종적인 귀속주체는 토지등소

유자임), 그 본질이 토지등소유자를 위하여 일종의 정비사업의 시행대행

을 하는 자라는 점에서 사업시행자로 포섭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신탁회사의 대행자성은 신탁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는

데, 신탁제도에서의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어진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

여 해당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지는 않은바[오히려 신

탁은 수탁자와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의 이해충돌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

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의 이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신탁

법」 제36조 본문)], 이러한 점에서 수탁자가 개발사업의 손익귀속자인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은 신탁 제도의 취지와도 충돌하는 면이 있다. 

50) 김종보, 「도시정비법 입문」,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2016,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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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신탁계약, 시행규정 및 전체회의의 의의

    1. 정비사업의 공공성

  정비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일종인 정비계획에 구속되는 도시계획사업이다(제2조 제4호 및 

제11호).51)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 또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바, 공법관계(公法關係)

에 속한다.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는 수용권이 인정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도시정비법은 사

업시행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권 및 매도청구권을 부여함으

로써 정비사업의 공익성을 확인하고 있다.52)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의 

신탁회사는 사법(私法)제도인 신탁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정비사업에 참

여하게 되었으나, 참여의 경로(經路)가 어떠하든지, 신탁회사는 공공성이 

강한 정비사업에서의 사업시행자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탁회사는 도시정

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법적 규율하에 놓이게 된다. 

    2. 신탁계약의 의의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신탁사무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위탁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수탁

자인 신탁회사는 통상 차입형토지신탁53)계약을 체결한다. 차입형토지신

탁계약이란 토지를 유효하게 이용하여 수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건축자

금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전문적인 토지개발자인 

51) 김종보·최종권, 앞의 논문, 17면

52) 김종보·최종권, 앞의 논문, 17면

53) 실무에서는 개발(開發)신탁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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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수탁자)에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

자금의 조달, 건물의 건설, 수분양자 모집, 건물의 유지·관리·분양 등 

개발사업의 전(全) 과정(過程)을 수행한 후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

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차입형토지신탁계약에는, ① 신탁의 목적, ② 신탁재산, ③ 건물의 건

축, ④ 자금의 차입, ⑤ 설계 및 감리 용역사의 선정, ⑥ 신탁재산의 처

분·관리 방법, ⑦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⑧ 수익자와 수익권에 관한 

사항, ⑨ 신탁보수, ⑩ 신탁의 해지 및 종료사유, ⑪ 신탁의 정산 등 신

탁을 이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이 규정되

어 있다. 만일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

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의 신탁계약은 위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와 수탁

자인 신탁업자 사이의 개별적인 계약이지만,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는 사업시행자를 만들어 내는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민사상의 신탁

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 토지의 개발을 목적

으로 하는 단순한 민사상의 신탁에 더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

정하는 공법적이고 단체법적 성격의 함의(含意)가 추가된다.54)

  통상의 차입형토지신탁계약에는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위탁자와 수탁자

가 추진하고자 하는 특정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예컨대, 시공사 또는 설계사 등 각종 용역사의 선정주체 및 기준 등)과 

사업손익의 귀속 및 분배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정을 작성하고 이 시행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도시

정비법 제53조). 따라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의 신탁계약서에는 사업

시행과 관련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신탁계약서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신

탁계약의 내용보다 별도로 작성된 시행규정의 내용이 우선한다 할 것이

54) 김종보·최종권, 앞의 논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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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의 신탁계약은 정비사업의 기초 및 내용을 형성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이러한 점에서 신탁계약은 도시정비법의 규율

을 받는다. 따라서 신탁계약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사업절차, 사업수

단 및 권리배분 등을 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의 법적 규율이나 취지를 

위배하거나 규율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55) 기본적으로 신탁계약은 위

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와 수탁자인 신탁업자의 민사상의 계약관계이지

만, 도시정비법의 법적 규율 아래에서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

적인 내용이 정해지고, 이해되어야 한다.56) 

    3. 시행규정의 의의

  도시정비법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규

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제27조 제4항 제5호 등). 시행규정은 조합의 

정관이나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에 상응(相
應)하는 것이다(제2조 제11호 ‘다’목). 

  시행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53조). ①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②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③ 비

용부담 및 회계, ④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⑤ 정비기반시설 및 공

동이용시설의 부담, ⑥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 ⑦ 토지 및 건축물

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⑧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⑨ 시행규정의 변경, ⑩ 사업시행계획서의 변

경, ⑪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⑫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규정은 도시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탁방식 정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권리·의무의 귀속, 비용 부담 등

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57) 

55) 김종보·최종권, 앞의 논문, 18면

56) 김종보·최종권, 앞의 논문,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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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체회의의 의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를 말한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말한다(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조합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총회에 상응(相
應)하는 조직이다. 신탁회사는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

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정비

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서도, 토지등소유

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창구(窓口)가 마련되어 있으며, 신탁방식 정비사업

에서 토지등소유자와 신탁회사가 실질적으로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

는 실질을 가지게 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에 관하여 토지

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시행규정의 확정 및 변경, 

②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③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 등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 ④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⑤ 정비사

업비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내역, ⑥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⑦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

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경미한 변경은 제외), ⑧ 관리처분계획의 수

립 및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 ⑨ 청산금의 징수·지급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⑩ 정비사업의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⑪ 그 밖에 토

지등소유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

유자 5분의1 이상의 요구로 사업시행자가 소집한다(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

하여는 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의 조합총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도시정

57) 김종보·최종권, 앞의 논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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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 제48조 제3항).

  III. 신탁회사와 신탁관계인들 사이의 구체적 법률관계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신탁회사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과 관

련된 일체의 법률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형성된 권리의무 관계는 신탁회

사에 직접적으로 귀속하며, 신탁회사는 신탁기간 만료 시점(정산 시점)에 

자신이 해당 정비사업에 투입한 일체의 비용을 신탁재산 및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비용상환청구권)를 갖는다. 신탁회사는 토지등소유

자, 행정청, 시공자, 일반 수분양자 등 다양한 주체들과 법률관계를 형성

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대(對) 토지등소유자와의 관계

  지정개발자인 신탁회사는 정비사업 시행의 중요한 의사결정 또는 토지

등소유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토지등소유

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법 제48조 제1항). 지정개발자인 신탁

회사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신탁회사의 그러한 결정(예컨대, 계약체결행위 

등)은 도시정비법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인바, 이 절차적 보장의 중대

성에 비추어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다58).

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

치지 아니하고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

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

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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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조합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특

별히 도시정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 정관과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법 제49조). 

  조합 및 조합 정관이 존재하지 않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

유자와 신탁회사의 관계는 특별히 도시정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신탁계약 및 「신탁법」이 적용된다. 「신탁법」은 일

부 강행규정을 두고 있으나(예컨대, 「신탁법」 제61조), 대부분의 조항

은 임의규정으로, 신탁계약과 「신탁법」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신탁계

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에 따라 신탁계약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특

히, 신탁계약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하는 기본계

약(약관)과 신탁계약 체결 당사자의 개별합의인 특약으로 구성되는데, 기

본계약(약관)의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신고 수리를 하고, 신고 수리 과정에서 위탁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조항은 배제되어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이 없으나, 특약은 그 용어의 

뜻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신탁회사가 미리 작성한 계약(안)을 토지등

소유자인 위탁자가 검토하고 일부 내용만을 수정 및 보완한 후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위탁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지정개발자인 신탁회사가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예컨대, 청산금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법률관계는 일반 행정청과 국민과의 관계와 동일

하게 행정소송으로 해결된다. 

  반면, 신탁회사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처분이 매개되지 않는 관계에

서는, 민사소송(예컨대, 무효확인소송, 매도청구소송 등)으로 분쟁이 해결

된다. 그러나 매도청구소송 등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법상 법률관계를 

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

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

105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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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는 소송이므로 이론상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하고, 행정

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옳다.59)

    2. 대(對) 행정청과의 관계

  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 신탁회사는 행정청과 협력하면서, 때로는 행정

청의 감독을 받으면서 정비사업을 수행한다.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의 사

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만일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거부한다면, 신탁회사는 행정청을 상

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대(對) 시공사와의 관계

  조합방식 정비사업과 달리,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시공사는 시행기능

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단순 수급인의 지위를 갖는다. 다만, 우리나라 정

비사업에서 시공사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이에 따라 시공사

는 정비사업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반면, 신탁회사

는 정비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전무하거나 미미한 경우가 많은바, 실제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여러 면에서 시공사로부터 지원

을 받거나 협력하는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

에 관한 시공사의 지원 또는 협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

하여 신탁회사와 시공사 간에 체결되는 사업약정서 또는 도급계약서에 

기재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공사는 신탁회사와 체결한 공

사도급계약에 따라 물리적 공사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받

는다. 

    

59)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제6판, 피데스, 2018, 4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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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對) 수분양자, 기타 설계사 등 용역사와의 관계

  신탁회사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을 체결하려면 원칙적으로 일

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도시정비법 제29조). 신탁회사는 이와 같이 일반경

쟁에 의해 선정된 용역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의무 등 의무를 부담한다. 해당 계약에 신탁회사의 의무 또는 책임

을 신탁재산 한도 내로 제한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신탁회사는 해당 용

역사와의 관계에서 신탁회사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진다.60) 

  한편,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각종 용역사들과 체결하

는 계약은 행정청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다.61) 다만, 판례는 공공계약의 경우에도,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

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62) 판례에 따르면, 신탁회사와 각종 용

역사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민사법 원리가 적용되는 사법계약이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것이다. 

60)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수익자가 아닌 제3자와의

관계에서 신탁회사의 책임은 신탁재산 한도 내로 제한되지 않고 고유재산에도

미친다

61) 박정훈, “공법과 사법의 구별-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의 체계와 방

법론」, 박영사, 2005, 225면, 프랑스에서는 공역무의 집행,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행정계약으로 파악하고, 반면, 독일에서는

그 공익실현이 직접적인 것일 때에는 급부행정 등 비권력행정으로서 공법관계에

속하지만, 행정조달계약은 행정활동을 보조하는 것으로서 간접적으로 공익을 실

현하는데 불과하므로 사법관계에 속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62)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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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업대행자 방식과 지정개발자 방식의 비교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도시정비법상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의 시행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 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에 필요한 동의를 얻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개발자로 지정

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하 ‘지정개발자 방식’이라 한다)과, 

신탁회사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고,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사업대행자로 지정되어 조합을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

행하는 방식(이하 ‘사업대행자 방식’이라 한다)이다.

  지정개발자 방식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아직 명확치 않거나 보완이 필

요한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도시정비법에 비교적 상세히 사업시행

의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대행자가 시

행하는 신탁방식에 대하여는 사업대행의 사유, 사업대행의 개시결정, 그 

결정의 고시 및 효과,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 및 사업대행의 완료과 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몇 개의 조항만이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

행령에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시행 절차(예컨대, 사업대행자가 

해당 정비사업 시행에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조합총회의 의결

을 거쳐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사업대

행자가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적

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만큼 분쟁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방식보다는 사

업대행자가 되는 방식이 더욱 빈번(頻繁)히 채택되고 있다는 점에서, (궁

극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겠으나) 현행법의 해석론

(解釋論)으로 사업대행자 방식의 사업시행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

인지 논증(論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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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업대행자 제도

  I. 의의

  사업대행자 제도는 본래(本來) 정비사업에서 기존의 사업시행자를 변

경하지 아니한 채, 정비사업의 완료(完了)를 위하여 당해 사업의 시행을 

기존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강제위임하는 제도이다. 정비사

업 시행자인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

우, 시장·군수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

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일관되게 추진

하기 위한 것이다.63) 즉, 사업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사

업시행자의 지위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으로 인한 최종적인 손

익의 귀속주체는 여전히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조합원)이 된다.

  II. 사업대행개시결정의 법적 성격(性格)

사업대행개시결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 사업대행자는 이 고시의 다음 날

부터 사업대행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

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진행하고 재산을 관리할 권한(權限)이 주어

진다. 사업대행개시결정으로 사업대행자에게 정비사업을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시행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는 설권적 

처분으로 강학상 특허(特許)에 해당한다. 시장·군수는 지정개발자가 당

해 정비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사업대행자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행자 지정처

분은 재량행위이다.

63) 이우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上), 진원사, 2009, 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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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사법상 업무대행자와의 구별(區別)

  도시정비법상 사업대행자와 조합 등 사업시행자와 사법상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사업대행용역사(이하 

‘사법상의 업무대행용역사’라 한다)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도시정비법상 업무대행자와 사법상 업무대행용역사는 기능면에서 유사

성을 가지지만,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 측면에서는 큰 차이점을 가진

다.

  예컨대, 도시정비법상 업무대행자는 행정행위인 업무대행자 지정처분

에 의하여성립하는바, 행정행위가 가지는 특성, 즉, 공정력 및 불가쟁력 

등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업무대행

자 지정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지정처

분 자체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취소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업무대행자의 지위는 

유효하고, 이를 부인할 수 없다. 반면, 사법상 업무대행용역사는 그 성립

의 근거가 되는 업무대행용역계약 체결에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하자가 있었던 경우, 곧바로 그 지위를 잃게 된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업무대행자는 행정법인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

여 업무대행자가 한 행위의 법률효과가 최종적으로는 사업시행자에게 귀

속된다. 그러나, 업무대행자가 한 행위의 법률효과가 사업시행자에게 귀

속되는 시점은 사업대행완료 고시가 있은 후, 사업대행자의 사업시행자

로의 업무인수인계가 완료된 때이고, 그 이전까지는 사업대행자는 해당 

정비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서의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한

다. 반면, 사법상의 업무대행용역사는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업무대행용역사가 사업시행자의 대리인(代理人)임을 현명(顯名)하고 법률

행위를 할 때마다 해당 법률행위의 법률효과는 사업시행자에 바로 귀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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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상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은 법적성질은 위임(委任)계약이고, 위임계

약은 손해배상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위임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업무

대행사는 그 지위를 언제든지 상실(喪失)할 수 있으나, 도시정비법상 업

무대행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라고 하

더라도 업무대행자의 지위를 임의로 박탈할 권능이 없고, 지정권자인 시

장·군수 등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서만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시

장·군수 등의 사업대행자 지정철회 또는 취소는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며,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등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된

다. 

  IV. 연혁

  사업대행자 제도는 재개발사업의 근거법령이었던 구 도시재개발법이 

1976. 12. 31.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였다. 

  제정 구 도시재개발법은 (i)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의 사업현황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업계속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사업

대행의 개시요건으로 규정하면서, (ii) 사업대행을 할 수 있는 자로 ‘관

할시장 또는 군수’를 규정하여 관할 행정청에 의한 사업대행만을 허용

하고 있었다(제10조 제3항).

  이러한 제정 구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은 그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다가 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사업대행의 개시요건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사업대행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기존의 ‘관할시장 또는 

군수’외에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 확대되었

다. 이후에도 구 도시재개발법은 수 차례 개정되었으나, 사업대행자 제

도 관련 규정은 더 이상 개정되지 않은 채, 2003. 7. 1. 도시정비법이 시

행됨에 따라 구 도시재개발법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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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도시재개발법이 규율하고 있었던 재개발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이 

규율하고 있었던 재건축사업은 2002. 12. 30. 도시정비법의 제정으로 동

법에 의해 규율되게 되었다. 새로 제정된 도시정비법 제9조 제1항은, (i) 

사업대행의 개시요건을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을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ii) 사업대행자가 될 

수 있는 자를 ‘시장·군수’ 외에 ‘지정개발자와 주택공사등’으로 규

정하였는데, 제정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정개발

자’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던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3분의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

사’와 ‘정비구역 안에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면서 일정 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전을 받은 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관합동법인으로서 일정 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개발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구 도시

재개발법보다 사업대행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후 도시정비법은 수 차례 개정되었으나, 사업대행자 제도에 관한 규

정은 크게 변경되지 않은 채 제정 당시의 규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도시정비법이 개

정되면서, 사업대행의 개시요건을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

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

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토지등소유

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규정하였는데, 이 중 전자는 기존

의 사업대행 개시요건으로서의 ‘사업 계속 추진의 곤란함’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후자는 ‘토지등소유자 혹은 조합원의 동

의’라는 의사적 요소에 따라 사업대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 

개정으로 사업대행자 제도는 강제위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성격과는 다

르게 ‘자발적 위임’에 따른 사업대행도 가능한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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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I. 구체적 절차

    1. 사업대행개시 사유 및 사업대행자의 지정 

  시장·군수 등은 ①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

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당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2. 사업대행개시결정

  시장·군수 등은 정비사업을 사업대행자가 되어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

개발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정비사

업을 대행하도록 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i)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ii)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한 날, (iii) 사업대행자, 

(iv) 대행사항에 관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또한, 시장·군수 등은 토지등소

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위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시

행령 제22조 제2항). 

    3. 사업대행개시결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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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 등에 의한 사업대행개시 결정 관련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

업대행자는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이 경우 도시정비법 또는 동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행하거

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대행

자가 행하거나 사업대행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

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사업대행자는 대행자로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

업시행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

    4. 사업대행의 완료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이전고시 후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하여야 한

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이 경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

대행자는 미리 시장·군수등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하여야 한

다. 시장·군수등은 사업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i)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ii)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한 날, (iii) 사업대행

자, (iv) 대행사항과 사업대행완료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고

시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도시정

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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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시행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위 업무의 인

계·인수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할 때 취득하거

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승계된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의 완료 후 사업시행자에게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때에 그 보수 또는 비용을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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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업대행자 방식의 사업진행

  지정개발자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의 진행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 보았으

므로, 여기에서는 사업대행자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의 진행에 대하여만 

기술(記述)하기로 한다.

  사업대행자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개시사유는 두 가지이나(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실무에서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

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

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여 사업대행이 개

시된 사례는 찾아 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사업대행 개시는 해당 정비구

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사업대행개시 결정에 관한 요청이 있고, 시

장·군수 등이 이 요청에 응하여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이루어지

고 있다.

  시장·군수가 신탁방식에 의한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

업대행자가 될 신탁회사가 지정개발자 요건(해당 정비구역 면적의 1/3 

이상 수탁(受託))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등에 사업대행개

시 결정요청을 하기에 앞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와 사업대행자가 될 

신탁회사와 사이에 사업대행계약, 토지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이 체결되

고, 이들 계약 체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사업대행개시 결정요청이 있고, 시장·군수 

등이 이 요청에 응하는 경우 사업대행자개시결정이 이루어진다. 사업대

행개시결정이 고시되면, 사업대행자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시행자의 최종

계산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사

업대행자의 명의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시

장·군수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분양행위 등 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제반 업무를 본인의 이름으로 수행한다. 

  사업대행자는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많은 법률관계(예컨대, 시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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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 체결 등)를 맺게 되

는데, 이 법률관계로 인한 의무 및 책임은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되고, 

사업대행자의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가 사업시행자에게 인수인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대행자가 부담하게 된다64).

  

64) 도시정비법은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대행자는 지체없이 사업

시행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하고, 이 인수인계가 완료된 때에 사업대행자

가 정비사업을 대행할 때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가 사업시행자에게 승

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4항).

위 법조항을 반대해석하면, 사업대행완료의 고시 후 사업대행자의 사업시행자로

의 업무인수인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업대행자는 해당 정비사업의 수행과 관련

하여 사업시행자로서의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업대행자

는 통상적인 대리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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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업대행자 방식 정비사업의 법적규율의 미비 및

      이로 인한 혼란

  I. 사업진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규정의 미비

  도시정비법은 상술(上述)한 내용 외에 사업대행자 방식에 의한 정비사

업의 추진에 관하여 별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업대

행과 관련하여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와 신탁회사 간에 체결되는 사업

대행계약, 토지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은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특

히, 이들 계약 또는 약정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정관 또는 조합방식의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그 효력은 어떠

한지 선뜻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조합방식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자금 차입 등 해당 정비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

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반면, 사업대행자 방식의 정비사업에

서는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사업대행자가 사전에 시장·군수 등

의 승인을 받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시장·군수 등의 사전승

인만 얻으면 되는 것인지, 이에 추가하여 조합총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II. 조합총회 결의 등 절차규정 적용 여부

    1. 문제의 소재

  현행 도시정비법은,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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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사업대행자가 미리 시

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과 사업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

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 등 이외에 사

업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조합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은 도시정비법상 단독의 사업시행자임에도 불구하

고, 해당 정비사업 및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신탁회사가 사업대행자로서 종래의 사업시행자(예컨대, 조합)를 대신하

여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대행자 방식의 신탁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사업

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명문

(明文)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합총회의 의결 관련 규

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사업대행자 방식의 정비사업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총회 의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되는 원인

은, 사업대행자 제도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규정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점

이 크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도시재개발법을 대신하여 제정된 도시정비

법은 상술(上述)한 바와 같이 기존의 사업대행자가 될 수 있었던 관할 

행정청 및 공사들 외에도 ‘신탁회사’, ‘민관합동법인’, ‘토지등소

유자’와 같이 민간사업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사업대행자

가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기존에 사업대행 개시요건이었던 

‘사업 계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외에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대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현행 도시정비법상 사업대행자 제도가 구 도시재개발법 등

에서와는 달리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자발적 위임에 의해서도 가

능하도록 변화(變化)되었고, 민간사업자로서의 성격을 갖는 주체에 의하

여도 사업대행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變更)된 이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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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도 조합총회의 결의를 규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45조 등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야 하는 건 아닌지 문제된다. 사업대행자 방식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총회 

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때,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

업대행자가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한 제반 행위들(예컨대,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등)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해당 정비사

업에 엄청난 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대행자 방식 정비사업에서 조합총회 결의 규정이 적

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2. 견해의 대립

      (1) 적용 부정설

  ①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

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의 경우에는 구 도

시재개발법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에 관한 조합원 총회 결의절차 등에 관

한 규정이 사업대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② 현행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은 사업대행 개시요건 중 

하나로서 “토지등소유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

을 말한다)의 과반수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업대행도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조

합원 총회 등의 절차 규정은 모두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업대행에 있어서는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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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조합원 총회 결의 등의 절차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③ 

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i) 제26조의2를 

통하여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에 의한 단독 시행의 경우 토지등소유

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두도록 하면서도 사

업대행자에 관하여는 이에 준하는 별도의 기관의 설치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고, (ii)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11조 제3항을 통하

여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에 의한 단독 시행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

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공자 선정에 

있어서 토지등소유자가 그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 사업대

행자와 관련하여서는 제11조 제4항을 통하여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

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키도록 규정하였을 뿐 별도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행 도시정비법 역

시 구 도시재개발법과 마찬가지로 사업대행자에게는 조합원 총회 결의 

등과 같은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적용 긍정설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하

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 등이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대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업무를 강제로 위임한 경우에도 사업의 

손익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귀속되는바, 이를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

로서 조합에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을 적절히 관리 및 감독할 지위를 인

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사업대행자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③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대행자는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

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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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 이는 시장·군수 등이 재건축사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대행자를 지정한데 따른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가지는 지도·

감독권의 행사 내지는 공법적 규제 차원에서의 승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

지, 이러한 시장·군수의 결정이나 승인이 조합총회의 의결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대행자

가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의 부담이 되는 행위들을 할 때 조합 또는 토

지등소유자 총회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검토

  사업대행자 방식 정비사업에서, 사업대행자가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 및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65) 전 규정하에서의 해석

  사업대행자 제도가 구 도시재개발법을 통하여 최초로 도입될 당시에

는,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과 같이 기존의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

의 계속 추진이 곤란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과 같은 ‘관할 행정

청’이 기존의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

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구 도시재개발법은 사업시행자가 되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구 도시재개발법 제23조 등과 같은 절

차 규정은 사업대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으

로 생각된다. 이러한 해석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로서, 구 도시재개발법 

65) 도시정비법 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의 개정을 의미함. 이 개정으로, 사업

대행의 개시요건에, ‘토지등소유자(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비한 경우에는 조합원

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 85 -

시행령이 사업대행자가 “재산의 처분이나 자금의 차입 또는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부연하면, 만약 사업대행자

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와 같이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적용하고 있었던 절

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 재산의 처분·자금의 차입·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는 외

에 다시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재산의 처분·자금의 차입·사업시행자에게 재

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얻

을 것을 규정한 취지는, 사업대행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이 되

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행정청이 충분히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데,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스스로 조합총회를 통하여 이를 확인 및 검증

하였다면, 관할 행정청이 또 다시 같은 절차를 반복하도록 규정할 이유

는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구 도시재개발법은 사업대행자에게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23

조 등과 같은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① 사업대행자 제도는 조합 등과 같이 기존의 사업

시행자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 사업시행권을 관할 행

정청에 강제로 위임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료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가 정상적으로 작동 및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 절차 규정이 사업대행이 개시된 상황에서도 그

대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사업대행자 제도의 목적에 반할 소지

가 큰 점(강제위임으로서의 사업대행의 법적 성격), ② 사업대행은 관할 

행정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 등으로부터 사업 추

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통제를 받지 않더라도 조합 및 토지등소유

자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점(공익을 추구하는 사업대행

자로서 행정청의 지위) 등이 고려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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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1995. 12. 29. 구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어 관할 행정청 외에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의 시행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도 사업대행자가 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대행 개시요건은 

개정되지 않아, 사업대행이 기존의 사업시행자에 의한 사업추진이 불가

능한 상황에서 그 사업시행권을 강제로 위임하는 제도라는 성격이 그대

로 유지되고 있었고, 또한 이러한 공사들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에 해당하므로, 관

할 행정청과 그 법적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전까지는 

사업대행에 있어서 조합원 총회 등의 절차가 사업대행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 후 규정하에서의 해석

  2016년에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사업대행자 개시요건에, 토지등소

유자의 1/2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위와 같은 개시요건

의 추가는 사업대행자 제도의 취지를 크게 변화시켰다. 부연하여 설명하

면,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 이전에 사업대행자 제도는 장기간 정비사업

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정비사업이 계속 추진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비사업을 그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이익 및 공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

청이 강제로 개입하여서라도 중단된 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것에 제도의 

취지 및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장기간 정

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정비사업이 계속 추

진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요청만 있으면 사업대행자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 이전(현행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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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의한)의 사업대행자 제도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행정청의 정비사

업에 대한 강제개입제도라면, 2016년에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추가된(현

행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사유에 의한), 사업대행자 제도는, 토

지등소유자가 임의로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 즉, 

정비사업을 조합에 의하여 추진할지, 아니면 조합을 설립하거나 설립하

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대행자에 의하여 추진할 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현행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의한 사업대행자 

제도와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사업대행자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 및 내

용이 전혀 달라지게 되었다.

  이에, 제1호 사유에 의한 사업대행자 제도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해

석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사업대행자는 중

요한 의사결정의 경우에도, 이미 기능이 상실된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고, 시장·군수 등에 의한 승인만을 얻으면 적법한 것으로 보

는 것이 옳다.

  반면, 제2호 사유에 의한 사업대행자 제도는, ① 제1호 사유에 의한 

사업대행자 제도와는 그 취지가 전혀 다르다는 점, ② 토지등소유자(조

합)의 의사에 기반(基盤)하여 시장·군수등에 의한 사업대행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바, 사업대행개시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토지등소유자(조합)의 

의사가 계속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것, 즉, 사업시행에 있어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일

관된다는 점, ③ 토지등소유자 요청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사업의 시행자

가 되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정개발자 신탁방식 정비사업과 유

사하다 할 것인데, 지정개발자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

치도록 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 ④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기반으로 설립되는 반면, 사업대행자는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의 동의만으로 지정이 가능한바, 이와 같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의 동의

비율만을 보더라도,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로서 사업대행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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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위에 대한 정당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당성이 높은 조합

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정당성이 부족한 사업대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리(條理) 및 상식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2

호의 사유에 의한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동일하게 조합총회

의 의결 관련 조항이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고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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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신탁(信託)은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 주변

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건축법」 및 「주택법」에 의해 개

발되는데, 신탁회사가 「건축법」 및 「주택법」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

에 사업시행자가 되어 이들 사업을 시행하는 예가 매우 많아졌다. 정비

사업은 2015년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사

업시행자가 될 수 없었다. 2015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비로소 신탁회

사가 정비사업의 단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신탁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 및 인가된 회사로서, 자본시장법의 적용

을 받는다.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본시장법과 도시정비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닌, 입

법목적과 규율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인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과 도시정비법에 정하여진 규율을 동시에 받게 된

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는 종전의 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해 

오던 대부분의 역할을 신탁회사가 대체한다. 이에 따라 종전의 조합방식 

정비사업이 실질적으로 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시행방식이라 한다면, 신탁

방식 정비사업은 실질적으로 토지등소유자와 신탁회사의 공동시행방식이

라 칭(稱)할 수 있을 것이다. 신탁회사는 지정개발자 신탁방식 정비사업

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보유하지만, 신탁의 본지(本旨)상 진정한 의미

에서 사업시행자로 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는 사업대행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

자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의 핵심적 징표(徵表)라 할 수 있는 사업손익의 귀

속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신탁 법률관계에서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를 위하여 특정 사무를 대행해 주는 자에 불과한 것이지, 신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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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무에서 이익이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시장에서 활용되는 방안으로, 신탁회사가 직접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보다는, 종래의 

사업시행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신탁회사가 종래의 사업시행자를 대신

하여 해당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즉 사업대행자 방식이 더 선호되

고 있다. 이러한 경향(傾向)은 상대적으로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정비사업의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보다 상세한 법적 규율

을 받게 되나, 사업대행자 방식의 경우에는 외형(外形)상으로 도시정비법

의 규율 내용이 적어 신탁회사의 사업시행이 보다 용이한 것으로 판단하

는데 기인(起因)한다. 

  사업대행자 방식에서 사업대행자가 해당 정비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을 할 때, 도시정비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시장·군수 등의 사전승인

을 받는 것 이외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조합총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지가 특히 문제된다. 사업대행자 제도는 종래의 사업시행자인 조합

이 법적 분쟁 등으로 자력(自力)으로 정비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때, 공

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강제개입하여 해당 정

비사업을 완료하는데 도입목적이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개입하는 시점에, 조합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일반

적인 점, 일반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을 

시행대행하는 경우, 조합 및 토지등소유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본래의 사업대행에서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에 대

한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도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개정전과 

달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신탁회사 등을 

사업대행자로 하여 사업대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토지등소유자의 자

발적 위임에 의한 사업대행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업대행의 경

우에도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지 문제된다. 이러한 사업대행은 본래의 사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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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는 개시요건 및 사업대행을 시행하는 자가 달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질에 있어서 신탁회사가 단독시행자가 되는 경우와 별반 다

를 것이 없는 점,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기반하여 사업대행이 개시되었

는바, 사업대행개시 이후에도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계속하여 반영되도

록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일관되고 토지등소유자 보호에 유리한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업대행자는 정비사업의 중요한 의사결

정에 있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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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ion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in 2015 paved the way

for trust companies to become sole implementers of improvement

projects. A trust company is a company established and authorized

by the Capital Market Act, subject to the Capital Market Act. If a

trust company implements a improvement project, it is subject to the

Urban Improvement Act.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e Urban

Improvement Act are not related to the General Law and the Special

Law but are separate laws that have different legislative purposes

and regulations, so that trust companies carrying out improvement

projects receive the rules set forth in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e

Urban Redevelopment Act.

The trust method improvement project, in which the trust company

performs the implementation of the improvement project, can prevent

the delay of the project by utilizing the trust company's experti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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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and its ability to procure the

project cost. Its purpose is to reduce conflicts and strengthen

bargaining power on construction contractors through project

management.

The trust method improvement project is divided into the way that

the trust company becomes the sole operator (designated developer

method) and the way in which the trust company becomes the

project agent (business agent method) in the presence of the existing

operator (union).

If a trust company becomes a designated developer and executes

the improvement project alone, the overall implementation procedures,

such as the preparation phase of the project or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ose of the improvement

business association. However, the overall duration of the project may

be reduced as it does not have to go through the formation of a

promotion committee or approval or establishment of a union.

In the trust type improvement business, the trust company replaces

most of the role that the contractor has played in the previous

combination type improvement business. Accordingly, if the previous

union-based improvement project is actually a joint execution method

between the union and the construction company, the trust-based

improvement project may be referred to as a joint execution method

between land owners and trust companies.

The trust company holds the status of the project operator in the

designated developer trust type improvement project, but it is not

practical to see it as a true business operator, and it is reasonable to

see it as a business agent. This is because, in principle, the trustee

in a trust-based improvement project, the trustee cannot have rights

to the trust property in order to prevent the trustee or the beneficiary

from becoming an imputed entity of the business gain or loss that

can be described as a key sign of the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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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way for the project to be utilized in the market, it is

preferred that the trust company implement the project on behalf of

the existing operator, rather than the method in which the trust

company becomes the operator of the project itself. This trend is due

to the fact that the trust company becomes the operator of the

project and is subject to more detailed legal regulations under the

Urban Improvement Act, while the business agent method is judged

to be easier for the trust company to carry out the project due to the

lack of regulations under the Urban Improvement Act.

It is particularly problematic that, in the manner of the project

agent, the project agent makes important decisions on the

improvement project, there is no stipulation in the statement other

than obtaining prior approval from the Mayor/the country governor,

etc which is provided under the Urban Improvement Act, but it is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on. The

project agent system is designed to complete the improvement project

by forcibly intervening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when the existing operator’s union cannot

complete the improvement project on its own due to legal disputes. In

other words, the original business agency is designed on the premise

that the project operator of the original improvement business such

as the union does not operate normally. it is right to assume that the

agency did not plan to go through the decision of the general

meeting when making important decisions about the improvement

project.

However, the revision of the Urban Improvement Act in 2016,

unlike before the amendment, made it possible to conduct projects by

using trust companies as project agents if the landowners had the

consent of more than half of the landowners.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act on the basis of voluntary delegation of the owner of

land, etc. The project agent for such reasons could not be reg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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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same as the project agent’s initiation requirements and the

project agent’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roject agency system,

and,In this regard, the business agency was started on the basis of

the owner's intention, such that the trust company becomes the sole

proprietor. Therefore, it is logical to continue to reflect the owner's

intention after the start of the business agency. In view of the

consistent and advantageous aspects of the protection of land owners,

if the trust company becomes the business agent based on the

agreement of more than half of the land owners, the business agent

shall meet with the general assembly of unions in the important

decision-making of improvemen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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