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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건축허가의 법적 성
질과 건축물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건축물은 “① 일정
한 공작물로서 토지에 정착할 것, ②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 ③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구조일 것, ④ 자체로서 독립성을 가
질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 징표상 건축허
가가 필요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이
축조되었다면, 그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서 공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무허가건축물은 철거명령 및 대집행에 의한 철거의 대상이 되고,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이 부과되며, 나아가 무허가건
축물 내에서 관허사업이 제한되는 등 공법적인 측면에서 열악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무허가건축물
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공익사업 시행과정
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사법(私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초래된다. 이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
전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특별 보호가 이루어졌고, 특정건축물정
리법이라는 한시법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무허가건축
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상,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인정, 생활
보상의 각 국면에서, 무허가건축물이라도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적법한 건축물에 준하여 보상하거나, 그에 약간 못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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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로 보상하거나, 때로는 아예 보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적
지위가 설정되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의 경우, 무허가건축물의 부지에 대한 보상과 무허가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상의 문제로 나누는 현행 방식에 합리성이 있다.
그렇지만 무허가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i) 토지소유 여부에 따라 그 지상 무허가건축물의 평가를 달리하는
방안, ii) 무허가건축의 양태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방안, iii) 무
허가의 불법성 분류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
가 있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재개발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
해줄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대법원 판례와 도시정비법령 및 조례
에 따라 각 개발사업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응 정리되었다. 그런데 조합원 지위의
인정 여부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지위 간 간극이 극명하
게 되므로, 그 가운데에서 제3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국민주택 분양이든 공공임대주택 분양이든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게도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권을 특별공급 형태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생활보상의 국면에서는, 영업손실 보상의
경우,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되 세입자의
경우처럼 상한을 두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주대책의 경우,
그 취지상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까지 이주정착지를 제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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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는 없으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특별공급 형태로 부여함으로써 그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방향을 통하여,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산권보장 및
생활보상의 과정에서, 법치행정이라는 공적 가치와 헌법상 재산권
(제23조) 및 인간다운 생활권(제34조 제1항) 보장이라는 사적 가치
가 상호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토지보상법, 무허가건축물, 재산권보상, 조합원지위, 생활보상
학 번 : 2016 – 2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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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헌법 제23조 제3항),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
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1조].
이처럼 우리 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보상이
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자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
다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2426 판결, 헌법재
판소 1995. 4. 20.자 93헌바20 결정 등),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 내지 건축물뿐만 아니라 간접 손실 내지 부대적 손실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적으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서의 생활보상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후속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활보상
중에서도 특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진하였
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무허가건축물을 지어 장기간 거주하여 왔던 주
민들에 대한 재산권 보상 내지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는 ‘불법의 합법화’가 정당한지에 관한 문제제기와 맞물려 논란
이 이어지고 있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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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의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무허가건축물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 ‘무허가’의 범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신고만으로 족한 사안
에서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됨은 물론이고, 무허가 ‘건축’의
범위에 무허가신축뿐만 아니라 무허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무허가 불법용도변경도 포함된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의 개념정의를 위
하여, 건축물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대상이 되는 무허가건축물이 공
법적으로 불법에 기인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철거대상이라는 점을 거론
하지 않고 논해질 수 없다. 다만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사법(私法)적으로는
여전히 경제적 가치가 있고, 그에 따라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보
상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법치행정이라는
공적 가치와 헌법상 재산권(제23조) 및 인간다운 생활권(제34조 제1항)
보장이라는 사적 가치 사이에서 어느 것을 더 중시할 것이냐에 관한 고
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에서는 우선 무허가건축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의를 명확히
한 다음 그 법적 지위와 공법적 통제의 모습을 살펴보고, 무허가건축물
에 대한 보상의 국면 즉 i) 수용재결 과정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
상, ii) 무허가 건축주에 대한 조합원 지위 인정 가능성, iii) 무허가건축
물의 세입자 등에 대한 생활보상에 관하여 살피면서, 무허가건축물에 대
한 보상의 방식과 범위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검토해 보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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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무허가건축물의 법적 지위
제 1 절 건축의 공법상 절차
무허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건축의 공법상 절차를 먼저
개관해보고, 어느 상황에서 무허가가 문제되는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
다.
건축물을 새로이 축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청으로부터 건축(신
축) 허가를 받거나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11조, 제14
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면,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1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 대상 중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
는, 건축경찰법이 도모하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법익에 대한 위해 가
능성이 낮아지는 한편, 일정 정도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절차를 단순화하여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축허가등이 발급되면 건축주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공사계획을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착공신고라 한다(건축법 제21조). 착공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건
축법 제111조 제1호).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가를
행정청이 확인하여 건축물의 사용을 허가하게 되는데, 이를 사용승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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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용하지 못하
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사용금지를 명하며, 형사처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340 판결). 다만 아래 제4절의 III. 무허가건축
물 유사개념으로 ‘3.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건축물이 바로 불법건축물
즉 무허가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나면, 건축물 및 대지의 현황과 구조내력(構造
耐力)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건축물대장이 발급된다(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이 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축법상의 건
축물대장은 아니다.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어야 비로소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해진다. 건축
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
기법 제65조 제1호). 이처럼 등기가 이루어져야 정식으로 건축물의 매매
가 이루어질 수 있다(민법 제186조, 제187조).

제 2 절 무허가건축의 전제로서의 허가
I. 건축허가의 의의와 요건
무허가건축을 개념 짓기 위해서는 건축허가가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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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므로, 실질적 불법건축물과 구별되는 개념인 형식적 불법건축
물이 곧 위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
허가란 “기본권행사에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
여 일정한 법률상 요건 아래 그 기본권 행사를 잠정적으로 금지하였다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1) 이를 건
축 분야에 대입시켜 보면, 건축허가는 전통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에 근거하여, 건축의 자유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예방적 금지를 해
제하는 공법상의 처분으로 이해되어 왔다. 건축물이 붕괴되는 경우 막대
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상시 존재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리 안전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
한 요건 하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금지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
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법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하에 건축물이 갖추어
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
은, 건축물 자체가 갖출 것으로 요구되는 요건규정(협의의 건축허가요건)
과 건축허가절차 상의 절차규정으로 나누어 규율되고 있다. 여기서 협의
의 건축허가요건은 다시 피난·구조안전 등과 관련한 위험방지요건, 건축
물의 위생 및 기능에 관한 요건으로 나뉜다.2)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건축
경찰법은 이처럼 위험방지요건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고
안된 요건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을 규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건축허가요건은 사람의 생명·신체
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한다
면 건축허가는 거부될 수밖에 없다.
1) 이원우, “허가·특허·예외적 승인의 법적 성질 및 구별”, 행정작용법(중범 김동희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박영사, 2005, 126면 참조.
2) 김종보,『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8, 55-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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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건축허가의 성격
건축허가의 성격을 재량행위 또는 기속행위인지로 보는지에 따라 무허
가건축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허가를 재량행위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에서 다소간의 연관성이 있다.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요건 상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이상 발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응 기속행위로서의 성격을 띤
다고 이해되어 왔다. 대법원도 종래 일관하여 이와 입장을 같이하였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그렇지만 준농림지역 내 토지 지상의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설치제한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던 경
우라도, 관련규정들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숙박업
등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설시하며, 건축허가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
단함으로써(대법원 1999. 8. 19.선고 98두1957판결), 재량행위로 해석될
여지를 주기도 하였다.3)
이 판결 이후, 2012. 1. 17. 개정 건축법에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기본법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특
3)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재량행위성을 인정하였다는 견해(송희춘,
“건축허가와 인근주민의 권리구제”, 「행정법연구 제18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 582면), 판결에서는 재량행위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량행위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김동희, “건축허가처분과 재량”, 「행정판례연구
제5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공익성은 불문의 건축허가 요건이므로 여전히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김남철,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
고”, 「공법학연구 제5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4, 427-428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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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또는 국토계획법상 방재지구 등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건축법 제11조 제4항). 이는 행정청에 건
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4)
이 건축허가 안에 여러 다양한 재량행위들이 의제되고 있는 현행
법 하에서는 재량행위를 포함하는 건축허가는 더 이상 기속행위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5) 대법원도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안에
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에 관하여 재량행위라고 판
단하였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대법원 2005. 7. 14
2004두6181 판결).
더욱

또한 국토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도시계획시설부
지 내에서의 건축허가 등과 같이,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영역에서
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
은 채 축조된 건축물에 대한 사후허가의 경우에도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6)
이렇듯 건축허가의 재량행위성이 강조될수록, 건축주로서는 건축허가
가 불허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커
질 수 있다. 전문 측정기술의 발달과 단속인력 확보를 통해 무허가건축
물이 양산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건
축허가의 재량행위성 경향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이 새로이 축조될 가능성
도 엄연히 존재한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논의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
한 이유이다.
4) 이원우, “허가·특허·예외적 승인의 법적 성질 및 구별”, 행정작용법(중범 김동희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박영사(2005), 126면 참조.
5) 김종보, 앞의 책, 113면 참조.
6) 김종보, 앞의 책, 1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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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건축물의 개념
무허가건축물을 논하는 데에도 건축물의 전통적인 기본개념을 명확히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허가건축물도 어찌되었든 ‘건축물’의
공법적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고, 건축법상의 건축물인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 내지 신고의 대상이 되고, 이를 전제로 무허가건축물의 개념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I. 전통적 건축물
1. 요건
건축법은 건축물의 의미에 관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기본적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기타 이에 준하
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이를 분설해 보면
다음의 네 가지가 건축물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된다.
건축물은 “① 일정한 공작물로서 토지에 정착할 것, ② 지붕과 기
둥 또는 벽이 있을 것, ) ③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구조일 것, ④ 자체로
서 독립성을 가질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앞의 두 요건은
법률의 규정에서 도출되는 요건이고, 뒤의 두 요건은 해석에 의해 도출
되는 요건이다. 이 요건에 따라 건축물의 범위가 정해질 것이나, 실제로
어떠한 시설물을 건축물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
에 없다.8)
즉

7

7)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등에 따르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고 하였다.
8) 김종보,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행정법연구, (12), 2004. 10. 3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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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에 정착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건축공법 즉 토지를 굴착하여 기
초공사를 거치는 것을 전제하여 만들어진 개념이다. 그렇지만 토지의 굴
착 등 기초공사가 건축물의 요건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토지
굴착을 통한 기초공사 외의 방식에 의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토지에
정착하는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토지에 정착
이라는 요소는 건축물이 일정 정도 영속적인 지위를 점하여 토지에서 쉽
게 분리될 수 없는 상태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르면,
선박, 컨테이너 박스 또는 기차의 객차처럼 일반의 상식으로 건축물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물건들도, 지상에 올려놓아 고정시켜 둔다면
토지에 정착이라는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9)
대법원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
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
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
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
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벽과 지
붕이 철제로 된 건평 29.7평방미터의 "컨테이너 하우스"에 대하여, 보통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고, 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는 점, 외부는 철재로 되어 있
고, 내부는 베니어판으로 되어 있어 이것을 토지에 정착하면 건축물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컨테이너 하우스"가 건축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9) 김종보, 앞의 글, 3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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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은 시멘트로 된 벽과 유사한 구조물 위에 철제 H형강과
철막대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삼은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그 규모나
구조 등으로 보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지붕과 기둥
등의 구별이 가능한 공작물로 보아, 역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10396 판결).

3.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
건축물의 요건이 되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의 세 요소는 건축물을 구
성하는 주요구조부이다. i) 이들 세 요소를 모두 갖춘 것, ii) 지붕과 벽
을 갖춘 것, iii) 지붕과 기둥을 갖춘 것이 건축물로 해석되는 것은 당연
하다. 세 요소 중에서도 지붕의 존재가 건축물을 규정짓는 필수적인 요
소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iv) 지붕 없이 기둥과 벽만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은 건축물
이 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현재의 사회일반의 통념에 비추어, 지붕
이 없는 구조물을 건축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축설계 기술
등 건축공학과 건축디자인의 발달로, 예컨대 벽면을 곡면으로 이어 전체
구조물을 덮는 구조가 있다면 이 역시 건축물로 보게 될 수 있다. 이 점
에서 지붕·기둥·벽이라는 세 요소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로서, 일반적으
로 건축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는 보기 어렵다. 장래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모습의 건축물이 출
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10)

10) 김종보, 앞의 글, 347면 참조.

- 10 -

4. 독립성
자체적인 독립성을 갖추어야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독립성
을 갖춘다는 것은, 건축물이 그 외의 구조물로부터 분리되어 그 자체로
도 건축물로서 기능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하도에 있는 상가나, 기존건축물에 부속하여 증축된 부분
은 그 자체로서는 건축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건축물로 보아 건
축법으로 규율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 별도로 살피는 것처럼 건축
법 규정에 의해 ‘확장된 건축물’의 개념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

5.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구조
구조적으로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구조물은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 이 요건은 사람이 머물 수 있을 만큼 안전한가에 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건축법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구조
물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 민사상 건축물의 개념과 차이가 있고, 결과적
으로 건축법은 건축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예컨대 유리로 지어진 구조물, 선박 모양의 구조물, 컨테이너
등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더라도, 사
람이 머물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자재와 구조로 지어졌다면, 앞서 살핀
건축물의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는 이상, 건축물에 해당한다. 한편 소위
판잣집의 경우처럼 사람이 머물 만큼 가치를 지녔는가, 즉 쾌적한 구조
물인가 하는 점이 건축물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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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설치된 변전실과 같은 기계설비 등의 경우, 사람이 머물 수 있
는 구조가 아닌 이상, 외관상 건축물처럼 보일 수 있더라도, 건축법상의
건축물로는 볼 수 없다. 건축법이 예방하려는 것은, 주로 건축물 안에 사
람이 머무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옥상의
변전실 등 기계설비는 건축법상 공작물의 개념에 포섭되고, 건축법상 신
고대상 공작물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후 축조하면 족하다고 해석된다(건
축법 제83조). 한편 옥상에 변전실 등 기계설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건
축물의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늘어나는 경우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
할 수 있는데(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이 경우에도 해당 증축 부분
이 독립된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11)
옥

II. 확장된 건축물 개념
건축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전통적 의미의 건축
물 개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건축물들이 등장했다. 건축법상의 건축
물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주택, 빌딩 등 전형적인 모습을 띠게 마련이지
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정의에서,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
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분이 이와
같이 건축물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후단). 이 규정은 건축법 제정 당시에는 없었다가, 1970년
건축법 개정 당시 반영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은 지하도로, 육교 등 앞서 본 건축
물의 형태적 요소를 갖추지 않는 공작물들로, 이러한 공작물에 부속되는
11) 김종보, 앞의 글, 346-3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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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무실과 같은 지하 사무실, 지하보도의 상점 등 점포들이 위 확
장된 건축물 개념을 통해 건축물로 의제되어 건축허가를 비롯하여 건축
법상의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이처럼 건축법은 전통적인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시설물에 관해서까지
건축물로 보아 외연을 넓힘으로써, 건축법이 경찰법으로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된 건축물의 개념에 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건축법상의 건
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건축허가
없이 축조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건축법 제108조, 제110
조 참조).12)

제 4 절 무허가건축물의 개념
I. 무허가건축물의 정의
결국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2호가 정하고 있는 건축물
의 요건과 앞서 살핀 해석상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건축법상 건
축물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11조, 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의 대상임에도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이는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에 규정된 ‘무허가건물등’의 개념에도 충실한 정의이다.
실정법상으로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용어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
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89. 1. 24. 건설부령 제444호로 개정된 것) 제
12) 김종보. 앞의 글, 3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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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9(주거용건물등에 대한 보상특례)에서 단서로 “건축법 기타 관계법
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물(이하 ‘무허가건물
등’)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처음으로
무허가건물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였다.
이 규정은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
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평가 방법과 관
련한 규정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
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
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효된 특정건
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3)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적용의 대상으로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
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취지로 정의
하고 있다.
이처럼 건축법 제11조,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대수선허가를 받지 않
은 건축물과,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
는 점에 관해서는 이론이 없다. 그런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된 후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용도변경을 하여
건축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논란
이 있었다가, 개정 입법에서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개
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제24조에서 무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도 무허
13) 해당 법률이 2014. 1. 17. 시행되었는데,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1년으로
정하여, 현재는 효력이 없다(법률 제11930호, 2013. 7. 16. 부칙 제2조). 다만 불
법건축물의 양성화 필요성으로 인하여, 국회에 특별조치법 입법이 재추진되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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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부칙(2012. 1. 2. 국토해양부
령 제427호) 제2조에 따라 2012. 1. 2 이후부터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공익사업에서는 불법용도
변경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의 개념에 포함되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 직접적인 정의규정 없이 토지보상법령,
특히 하위법령인 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기보다는 토지보상
법 자체에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는 방식이 토지보상법령 전체의 통일
성을 기하기 위한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II. ‘건축’행위의 분류에 따른 무허가건축물의 의미
무허가건축물의 모습으로 일반적으로는 무허가신축을 떠올리기 쉽지
만, 실제로는 아래의 건축행위의 분류에 따라 “무허가·무신고 신축·증축·
개축·재축·이전, 무허가·무신고 대수선, 무허가·무신고 용도변경” 건축물
이 모두 무허가건축물에 포섭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건축물이 건축행위에 따른 결과물이라면, 건축행위는 건축물을 축조하
는 행위를 지칭한다. 건축법은 ‘건축’에 관하여 “건축물을 신축·증축·개
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바(건
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건축행위의 양태를 구분하고 있다.
이렇듯 건축행위의 개념에 신축행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증축, 개
축, 재축, 이전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건축허가의 통
제범위를 넓게 하여 각 건축의 국면에서 폭넓게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로써 건축물의 신축행위 뿐만 아니라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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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행위도 모두 건축허가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신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 또는 건축
물이 없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속건축
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개
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
호). 개축이나 재축의 범위를 벗어나서 재건축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한
다. 신축은 건축법이 원칙적으로 예정하는 건축행위이므로, 특별히 개축
과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
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뜻한다(같은 조 제2호). 기존건축물
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늘어난다면 증축에
해당한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기존건축물에 더하여 별동의 건축
물을 건축하거나 기존건축물에 연속하여 건축하는 것은 신축이 아닌 증
축이다. 건축경찰법적 관점에서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의 경우에도 새로
운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축을 건축행위에 포함시켜 규
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규정된 것이다. 다만 증축행위가
건축행위에 포섭된다고 하여, 증축된 부분 자체가 독립적으로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증축 부분이 별도로 건축물이 되
는 경우에만 증축행위라고 본다면, 증축의 개념에 포섭되는 범위가 지나
치게 좁아져, 건축경찰법에 의해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가 몰각될 수 있
기 때문이다.14)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
규모의 범위 내, 즉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종전 규모와 같
거나 작게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부’는 “내력
14) 김종보, 앞의 책, 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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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같은 조 제3
호). 이처럼 개축을 신축과 별도로 정의하는 이유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
해서는 건축법령,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건축물로서의 기득
권을 인정해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 즉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에 부적합하게 되더라도,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건축법 제
6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축에 해당하려면, “i) 연
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여야 하고, ii) 동(棟)수, 층수 및 높이
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iii)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 건
축조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같은 시행령 제2조 제4호). 개축과 재축은
종전 규범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개축은 자의에
의한 것인 데 반해, 재축은 건축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해로 인한 것이
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재축도 개축의 경우처럼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현행 법령과 관계없이 재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축은 개축에 비하여 천재지변 등으로 인
해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로서 건축물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에서 더 넓은 기득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축의
경우 해당 개축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여 기득권을 인정
하는 것과 달리, 재축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없이 현행 법령등에 부적
합하더라도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같은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같은 시행령 제2조 제5호). 따라서 건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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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존재하는 다른 대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하고, 건축물
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대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축에 해당한다.15)
허가의 대상으로서 신축·증축·개축·재축 등 모든 건축행위는 위험방지
와 관련한 것으로, 건축법상의 모든 위험방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이
상, 각 양태별로 건축허가 요건 면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건축행위와
그 외의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행위가 신축·증축·개축·재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16) 그러나 아래 별도의
항으로 살피는 바와 같이 무허가건축물의 수용 및 보상 국면에서 이들을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2. 대수선·용도변경·리모델링 행위과 비교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
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건축법 제2조 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이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은 대수선이 아닌 일반 수선에 해당하여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허가
나 신고 없이도 수선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수선은 ‘건축’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지만,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는 상황에서는, 개축과 대수선
의 구분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 대수선은 주요구조부를 남긴 채 철거하
는 것인 반면, 개축은 철거부분이 주요구조부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는
다.1 ) 대수선은 법령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의 규정에서 ‘건축’과 병행
하여 함께 규율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법적 지위 측면에서 함께 논
해지는 경우가 많다(건축법 제4조의2, 제11조, 제14조, 제23조, 제48조,
제77조의4 등).
7

15) 윤혁경, 『건축법·조례 해설』, 기문당, 2012, 124면 참조.
16) 김종보, 앞의 책, 45면 참조.
17) 김종보, 앞의 책, 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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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하여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건축법상의 각 시설군18)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건축법 제19
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단,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건축법 제19조의2).
용도변경 역시 ‘건축’과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지만, 건축물의 용도변경
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허가요건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19)(건축법 제19조 제1항). 용도변경은 실제로는 새로운 용도
의 건축물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과 같
이 건축법에 따른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래 제4절 ‘I.무허가건축물의 정의’ 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무허가건축물의 개념에 무허가용도변경건축물이 포함되므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무허가건축물을 논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 다만 건축물의 개축·증축·대수선 행위 등이 기존의 건축물 형태를
변경하거나 물리적으로 수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데 반해, 용도
18) 건축법은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
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고(건축법 제19조 제4항 각
호), 각 군별 세부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9) 다만, 건축경찰법적인 입장에서, 건축물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위험하지만 않으면 원
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조안전, 피난계단 등
형태의 측면에서 건축허가요건의 위배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종보,
앞의 책, 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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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행위는 건축물의 형태 변경을 전제하지 않고, 허가받은 바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점은
무허가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
으로(건축법 제2조 제10호), 대수선, 증축, 개축을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
이다.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을 통해 관
할관청의 허가를 거쳐 진행하는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
과는 논의의 평면을 달리한다(주택법 제66조 이하).

3. 무허가건축 양태 분류의 실익
결국 건축행위의 양태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의 개념을 유형화해보면,
1) 사전(事前)적 무허가건축물로서 ① 무허가 상태에서 신축된 건축물
(건축법 제11조), ② 무신고 상태에서 신축된 건축물(제14조), 2) 사후(事
後)적 무허가건축물로서 ① 무허가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건축물
(제2조 제8호, 제11조), ② 무신고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건축물(제
2조 제8호, 제14조), ③ 무허가 용도변경 건축물(제19조 제2항 제1호), ④
무신고 용도변경 건축물(제19조 제2항 제2호)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양태
에 따라 공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수용 과정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의 범위 역시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서, 분류의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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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무허가건축물 유사 개념
1. 무허가건축물을 포괄하는 개념
(가)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은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배하여 건축된 일체의 건축물을 통
칭한다.20) 여기서 건축 관련 법령에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건축을 직
접 규율하는 법률뿐만 아니라, 도로법, 공원녹지법21) 등 해당 법률의 제
정목적과 관련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도 포함
된다. 이 점에서 불법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 비하여 더 넓은 외연을
가진다.
한편 불법건축물에서 불법은 ‘형식적 불법’과 ‘실질적 불법‘으로 구분된
다. 형식적 불법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를 의
미하고, 실질적 불법은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적
으로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건축하는 경우를 의미한
다.22) 여기서 신구법령 상 허가요건을 한 번이라도 충족했던 경우에는
더 이상 실질적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불법건축의 경우
에 해당한다. 다만 그 형식적 불법건축물이 실질적으로도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면 실질적 불법건축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게 된다.
20) 김종보, “건축의 개념과 불법건축”, 공법연구, 2000. 281-302면 참조.
21) 예컨대 도로법 제27조는 도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고, 도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27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건축
물의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22) 김종보, 앞의 책, 173-1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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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반건축물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다(건축법 제79조). 이처럼 건축법
은 ‘위반건축물’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반건축물은 건
축경찰법인 건축법에 위반하는 건축물 일체를 의미하는바, 무허가건축물
은 위 위반건축물의 일부가 된다.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마다 건축물 대장
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위반일자, 위반내용, 시정명령 내용을 기재하
게 된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2. 가설건축물
건축물과 유사하지만 건축물로 분류하기 곤란한 시설물로, 가설건축물
이 있다(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
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요건에서 ‘토지에 정착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
이 결여된 축조물이다.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의 규정이 적
용되지 않고(건축법 제11조, 제14조), 위 별도의 규정으로 규율된다. 따라
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며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
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더라도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철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건축허가 없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건축법 제
108조), 가설건축물(제20조)은 허가를 받지 않고 축조하는 경우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동
법 제110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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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은 그 규율대상인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
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직접 정의하
고 있는 반면(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설건축물에 관해서는 정의규
정 없이 일반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부지 또는 예정지 내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
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허가대상인 경
우라도,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게 신고한 후 착
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등).
즉

의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원칙
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건축법이 예외적으로 위험방지의 목
적 하에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건축법 제20조 제
3항) 이외에는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다(이른바 가설건축물 자유의 원
칙).23)
협

그런데 건축법이 ‘건축물’에 대한 통제에 중점을 두고, 그 외의 가설건
축물이나 건축물과 유사한 공작물에 관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
은 결과, 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가설건축물의 정의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고, 건축물과
의 관계도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
건축법이 가설건축물이라는 제도를 건축물과는 별도로 운영하는 취지
는, 건축물과 구별되는 공작물을 별도의 통제대상으로 삼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을 건축물의 개념과 선명하
게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설건축물 제도 운용 과정에서,
23) 김종보,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법적 성격”, 행정법연구, (12), 2004. 3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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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방만하게 운용되었다. 이로써 건축물
과 가설건축물의 경계도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가설건축물이 일반 건축물에 비해 좀 더 간편한 절차의 요건 하에 축
조되도록 한 이유는, 가설건축물이 일반적인 건축물과 비교하여 토지에
정착되는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영구적으로 토지에 정
착하여 존속보장을 받는 건축물보다는 가설건축물이 공법적 통제의 필요
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축
조물을 섣불리 가설건축물로 보아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호에서 정
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중 토지에 정착하는 것들은 모두 가설건축물이 아
니라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4)

3.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받
는 것인 데 반하여(건축법 제11조, 제14조), 준공검사에 따른 사용승인은,
건물이 완성된 후에 설계에 따라 건축되었는지를 관할관청이 확인(준공
검사)한 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것이다(건축법 제22
조).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완료보
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인 관할관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2조 제1항),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
은 경우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
즉

24) 김종보, 앞의 글, 344-3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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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제2항).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건
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제3항).
그리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에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같은
법 제110조 제2호),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 건축주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제111조
제1호).
이처럼 건축허가는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사용승인은 사후적으
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후 건축물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서는 위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모두 거쳐야 한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
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어 논리 필연적
으로 무허가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도 해당할 수밖에
없다.25) 그러나 역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
물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가 또는 신고와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해당
건축물이 당초의 건축허가와 완전히 다르게 축조됨으로써 도저히 건축허
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무허가건축물의 전제가 되
는 허가 또는 신고에 사용승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사용승인만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주택의 소유자가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
25) 다만 무허가건축물이어서 사용승인도 못 받게 되는 건축물의 경우, 이에 대한 규율
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규제 및 형사처벌로 이루어진다고 봄으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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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 안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지만 사용승인을 받지는 않은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하였는데 사
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을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
었던 사안에서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
가와 사용승인은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
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 토지보상법26) 시행령 제40
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와 달리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였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이처럼 대법원도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허가와 사용승인의 법적 성질
에 비추어 타당한 결론이다.

제 5 절 무허가건축물 관련 보상이 문제되는 국면
개발사업에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조
성사업, 기업도시개발특별법상 기업도시개발사업, 주택법상 국민주택건설
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 다양
26) 판례 원문은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공익사
업법’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통일성을 기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하에서 모
두 법제처 약칭에 따라 ‘토지보상법’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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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류가 있다(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별표2 ) 참조).
7

여기서 토지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을 제
외한 다른 개발사업들에 관해서는, 각 개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해서는 토지보상법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28)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사법적 거래의 대
상이 됨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수용과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개념에 ‘건물’이 포함되고, 건축물의 개념 정의상 허가를 받았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무허가건축물 역시 위 ‘토지등’으로서 각 개발사
업 개별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과 보상의 대상이 된다.
개발사업 일반에서 무허가건축물과 관련한 보상은, i) 무허가건축물에
예정된 공법적 규제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절하되는 상황을 전제로(제3
장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공법적 통제), ii) 수용절차에서 무허가건축물
부지와 무허가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상 여부와 그 가치 평가 기준의 문
제(제4장 무허가건축물과 재산권보장 중 제2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
산권보상), ii) 재개발사업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조합원지
위 인정 여부(제4장 중 제3절 무허가건축물과 조합원지위), iv) 그 무허
가건축물에서 영업을 하였거나 생활한 사람들에 대한 영업보상, 이주대
27)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별표]에 토지등의 수용·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110개 법률 및 그에 따른 개발사업
을 열거.
28) 토지보상법 제19조 ; 국토계획법 제95조, 96조 ; 도시개발법 제22조, 제65조 ; 택
지개발촉진법 제12조 ;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 주
택법 제24조, 제27조 ; 도시정비법 제6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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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등 생활보상 인정 여부, 범위 및 평가 기준의 문제로 귀결된다(제5장
무허가건축물과 생활보상).
이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공법적 규제, 재산권보장 및 생활보상이 문
제되는 국면을 각 장별로 나누어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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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공법적 통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사법(私法)적 보상을 논하기 위한 전제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내용과 모습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
다. 무허가건축물이 공법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사정이, 경제적 가
치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 1 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규제
I. 철거명령 등 시정명령의 대상
무허가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그 건축물
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건축법 제79조 제1항). 이
는 건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 불법성을 띤 건축물의 출
현을 방지하고 행위를 저지하는 적극적인 처분권의 일환으로서 인정되는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모습의 하나이다.29)
다만 건축허가만 받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건축허가의 요건은 충족
된 상태로 건축물이 완공되었다면, 형식적 불법을 저지할 수 있는 처분
권은 사라지게 되어, 그 이후로는 공사중지명령·철거명령을 발하거나 이
행강제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 단지 행정형벌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
에만 해당하게 된다.
형식적 불법의 개념이 불법건축물이 출현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질적 불법의 개념은 이미 출현한 불법건축물을 사후적
29) 김종보, 앞의 책, 17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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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정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30)
실질적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철거명령을 발 수 있다(건축법 제79조). 다만 실질
적 불법으로 보아 철거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
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므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의 건축법위반 사안에 관해서까지 이 실질적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
아 철거의 대상이 된다고 일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대법
원 1991. 8. 27 선고 91누5136 판결 참조).

II. 행정대집행에 의한 철거
철거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
집행법에 따른 철거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단으로
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써(보충성), “그 불이행을 방치함
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익성)에 비로소 대집행이
가능하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여기서 위 공익성 요건이 건축물의 실질
적 불법 해당 여부를 판가름하는 일응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i)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ii) 건축물의 구조 안전
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iii) 허가
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iv)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v) 기타 공공
의 안전 및 공익에 매우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다(건축법 제85조).
30) 김종보, 앞의 책, 1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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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행강제금 부과
무허가건축물 건축 도중에 공사중지명령을 통해 건축주에게는 공사를
중지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추가로 부과되고, 이 공사중지의무를 위반하
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건축법 제80조).
또한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축허가권자는 상당한 이행기
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이처럼 행정청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개별사건에서 위반내용, 위반행위자의 시정의지 등을
고려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사이에서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
하다. 그 재량에 합리성만 인정된다면 어느 한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이
를 중첩적인 제재로 보아 위헌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행강제금
은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금전적 부담을 부과할 뜻을 계고함으로써 의무
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하여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
려는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의 일환으로,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
권의 실행인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적
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자 2009헌바140 결정, 헌법재
판소 2004. 2. 26 자 2002헌바26 결정 등).
구 건축법(법률 제3899호, 1986. 12. 31.개정)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가, 개정 건축법(법률 제
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에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위반건
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형식적
불법과 실질적 불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
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런데 이미 건축된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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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시정명령으로써 사전 건축허가를 받도록 명령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형태의 시
정명령을 전제로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역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형식적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
의 대상으로 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31)

IV. 형사처벌의 대상
형식적 불법건축물과 실질적 불법건축물을 불문하고 건축주가 형사처
벌의 대상이 된다. 단 건축법은 무허가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지역 즉 도
시지역인지 비도시지역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108조 제1호, 제110조 제1호, 제111조 제1호, 제11조, 제14조). 건축법
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벌로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형
사처벌은 이 중 행정형벌에 해당한다.
한편 행정질서벌은 통상 과태료 처분을 의미하는데, 앞서 살핀 것처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
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였음에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뿐(건축법 제111조, 제19조 제3항), 그 외에 불
법건축물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게 되었다.

V. 관허사업의 제한 등 기타 불이익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일환으로, 행정상 제재수단이자 의무이행확
보수단으로서 이른바 관허사업의 제한이 논의되어 왔고, 건축법도 위반
31) 김종보, 앞의 책, 181, 1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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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으로 이 제도를 두고 있다.
이처럼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본 관허
사업제한 제도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권한이 증대되고, 활동형식이 다양화하는 상황에
서 이러한 관허사업의 제한 제도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무한정으로 인정될 경우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히 제한하게 될 수 있고, 행정
법상의 의무위반과 인·허가가 불허되는 사업 간에 직접적·실질적 관련성
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른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행정
의 실효성 확보라는 목적 하에 개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평가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32).
구 건축법(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게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은 물론, 더 나아가 “전기·전화·수도의 공급자, 도
시가스사업자에게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한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
하였다(제69조 제2항).
그러나 부당결부금지원칙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해석하고, 실질적 관련
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르면, 위 법률 규정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었다. 또한 전기·
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를 침해하는 측면도 있었다. 아울
32) 김호정, “현행 관허사업제한에 있어서의 법률적 문제” 외법논집, 16.0 (2004), 94,
101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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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 사업이 이미 민영화되었거나 민영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위 전기 등의 공급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었다.33)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008년 건축법 전문개정 당시 위 전기 등 민
간사업자에 대해 공급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
정되었다(개정 건축법 제79조 제2항). 다만 여전히 허가권자는 위반건축
물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같은 조 제3항), 강력
한 효력을 발휘한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적절하게 역할이 수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위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지 않도록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 외에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발급될 수 없고, 이에 따
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될 수 없는 결과 저당권 설정, 매매 등의 권리행사
에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이나 소유권등기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 관허사업 제한의 문제가 아
닌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사실상의 제약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33) 대법원은, 건축법에 따라 전기, 전화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 전화
공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고 보았다(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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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특례
I. 무허가건축물의 법적 불안정성
이처럼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법상 철거의 대상이 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주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관련 영업허가 등이 거
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위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공법적 규제를
무허가건축물에 그대로 관철한다는 차원에서 불안정한 지위가 오히려 당
연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무허가건축물로서 원칙적으로는 대가 없이 철거되었을 건물이
라고 하여 일체의 경제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수용과정에
서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평가의 기준에 관한 규정, 영업보상, 이주대책
등 각종 생활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무허가건
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지위 인정가능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무허가건축물의 불안정한 지위가 다소 상쇄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행정입법의 경우, 상위법
령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법률의 유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법률의 우위),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인
정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법령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미흡한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재개발사업의 조합에서 정관 등의 형태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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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에 따라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무허가건축물의
공법적 불법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완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이른바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문제여서 이를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정책의 문제일 따름이다.
다만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특별법을 통해 일정한 요건 하에
허가받은 적법한 건축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II. 특례를 통한 특별취급의 필요성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사법(私法)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므로,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여 그 소유자의 권리를
일체 부정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무허가건축물은 합법적인 증
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
난에 취약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저소득층인 거주민이 재산권을 행
사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르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건축
물이라도 이를 양성화하여 일정 정도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만 아니라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 관련 분쟁들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분쟁을 미
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그
만큼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한편으로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해 줌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무허가건축
물을 보상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측면도 있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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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토지보상법령 부칙상 특례
1. 의의
서 살핀 것처럼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 필요성과 관련하여 오랜 기
간 분쟁과 논의가 있어 왔는바, 이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보상
법령 부칙을 통해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수용 및
보상의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였다.
앞

다만 재개발사업이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재개발조합을 구
성하여 추진되는 특성상,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위 토지등소유자에 포
함시켜 조합원으로 인정해줄 것인가 하는 쟁점은, 각 지자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각 재개발조합의 정관의 규정 여부에 따라 유동적인
상태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르면 1989. 1. 24. 이전 무
허가건축물의 경우, 정관에 관련 규정을 두는 이상, 무허가건축물의 소유
자도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허가건축물등의 건축시점은 무허가건물대장에 기재된 건축일자를 기
준으로 하되, 무허가건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항
공사진 촬영일자 등을 요청하여 확인하게 된다.34)

2. 입법 연혁
전에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구 토지수용법과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구 공특법’이라 한다)으
종

34)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 업무편람」, 2019. 12. 24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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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구 공특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1235호, 1983. 10. 5.개정)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무허가건축주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이주정
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30호 이상이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12609호, 1989. 1. 24.개
정)에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등을 제외한 이주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위 각 시행령 제5조 제5항). 그러면서 개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 개정
시행령 시행당시(1989. 1. 24.)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다.
구 공특법 시행규칙 역시 위 시행령 개정경위와 유사하게, 구 공특법
시행규칙(건설부령 제435호, 1988. 4. 25.개정)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각종 보상 여부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다가, 개정된 시행규칙(건설부령
제444호, 1989. 1. 24.개정)에서 무허가건축물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되, 부칙 제4조에서 개정 시행규칙 시행당시(1989. 1. 24.)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구 토지수용법과 구 공특법이 2003년에 현행 토지보상법으로 통
합함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
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 구 공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칙에 있던 1989. 1.
24. 무허가 건물 관련 규정이, 아래 살피는 것처럼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
칙(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제6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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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 12. 31) 제5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 4. 12.) 제3조에 반영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3. 토지보상법령 부칙의 내용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제6조는,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제40조 제3항35) 제1
호36)(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 12. 31)
제5조 제1항은,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평가)·제54조 제1항 단서(무허가건축물 소유
자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제외)·제54조제2항 단서(무허가건축물 세입
자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제외)·제58조 제1항 단서 및 제58조 제2항
단서(주거용 건축물의 보상특례에서 무허가건축물 배제)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할 때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한
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 4. 12.)
제3조는,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 제1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서 무허가건축물 배제), 제46조 제5항(무
35)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앞선 조항 신설로 제5항으로 변경되었음에
도, 위 부칙조항에서는 여전히 제40조 제3항으로 되어 있어서, 부칙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6)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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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건축물 임차인의 폐업보상 한도), 제47조 제6항(무허가건축물 임차인
의 휴업보상 한도), 제52조(허가등을 받지 않은 영업의 손실보상 특례)
및 제54조 제2항 단서(무허가건축물 임차인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제
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할 때 적법한 건
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 부칙에 따라 1989. 1. 24.
기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수용 과정에서의 재산권보상 국면은
물론 생활보상의 국면에서 적법한 건축물소유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보상
을 받을 수 있다. 단, 이주대책 대상자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거주요건 즉
질병, 징집 등 시행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
여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이다(토지보상법 시행
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29360 판결).
한편 무허가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상의 경우, 위 각 부칙에서 명시하
고 있지는 아니하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무허가건축물을 적
법건축물과 구분하지 않고 원가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하도
록 하고 있을 뿐이어서, 해석상 당연히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

IV. 특정건축물정리법상 특례
1. 의의 및 연혁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무허가건축물등 위법건축물이 다수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합법적으로 증축·개축·대수선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천막·패널 등을 이용하여 임시로 보수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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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구조가 안전하지 못하고 화재 등의 각종 재난에도 취약하였다. 또
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과세 과정에서도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 저소득층인 거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제약
이 따르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3 )
많

7

이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승인
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고, 건축물대장 발급과 소유권보존등기
등재를 통해 결국 적법한 건축물과 차이가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안
전보장, 재난방지, 도시미관 개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
건축물정리법을 제정되었던 바 있다.38) 한시법으로 수차례 제정과 실효
를 반복한 끝에 현재는 실효된 상태이다.39)

2. 대상건축물 신고의 효과
에 실효된 특정건축물정리법(법률 제11930호)에 따르면, 특정건축
물이란 “무허가건축물이나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각목),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같은 항 제2호).
최근

그리고 2012. 12. 31. 당시에 이미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i) 세대당 전
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ii)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iii)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
37) 법제처 제공 법률 제정이유 참조.
38) 위 법률 제정이유 참조.
39) 특정건축물정리법은, i) 1981. 12. 31. 제정되어 1984. 6. 30.까지(법률 제3533호),
ii) 2000. 1. 28. 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후 2000. 12. 31.까지(법률 제6253
호), iii) 2005. 11. 8. 제정되어 2006. 2. 9. 시행된 후 1년간(법률 제7698호),
iv) 2013. 7. 16. 제정되어 2014. 1. 17. 시행된 후 1년 간 효력이 있었다(법률 제
11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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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 단독주택을 ‘대상건축물’이라고 보고, 위 대상건축물에 한정하여
특정건축물정리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3조 제1항).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
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야 하고(제4조 제1항),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건축물이 i) 자기소유의
대지나 국·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이고, ii)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및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에 위
배되지 않고, iii)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며, iv) 본
법에 따른 과태료(제8조)와 건축법 제80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체납하지
않는 이상, 건축법령 상의 각종 요건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내어 주
도록 되어 있다(제5조).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건축물대장 등재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해
져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축물과 하등의 차이가 없게 되므로, 공익
사업을 위한 수용 및 보상의 과정에서도 적법한 건축물과 동일하게 보상
을 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고등법원 1997. 11. 7. 선고 96구4710 판결, 서
울행정법원 2004. 5. 18. 선고 2003구합31739 판결 참조).

3. 추가 제정 입법의 자제 필요성
위 특정건축물정리법이 2014년 실효된 이후, 2017. 7. 19. 유사한 내용
의 특정건축물정리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무허가건축물의 양성
화를 위한 입법적인 시도가 이루어진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은 과
거 무허가건축물이 상당수 건축되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리상 바람직하다. 발전된 위
성사진 기술 등을 활용하고, 전문적인 단속 인력을 투입하여 무허가건축
물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적극 단속한다면, 과거와 같은 대량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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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건축물 축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새로이 특정건축물정리법을 제정하는 것은,
역으로 준법 시민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재산
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불법을 저지른 시민들로 하여금 예상치
않았던 부당의 이득을 취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법치주의의 원리를 포기하고 준법의식을 해치면서까지 특별조
치법을 강행함으로써 법의 후퇴 현상이 일어나도록 방치하는 것은 부당
하다. 더욱이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벌칙규
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아래 별도로 살피는 것처럼
사후허가 방식으로 양성화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의 권리보호라는 미명 아래 공법적 규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르면,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요건 등 다
수 관련 법령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44조(대
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만 충족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건축법이 추구하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입법 목적이 사실상 몰각
될 위험성이 크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한을
벗어나게 되어, 건축경찰법이 지향하는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도 본 특정건축물정리법에 의한 무허가건
축물의 양성화 방식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및 보상과정에서 무허가건축물에 관해서
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 무허가건축물
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추가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특정건축물정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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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을 재입법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수용 과정에서, i) 위 토지보상법령 부칙에 따
라 1989. 1. 24.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건축물과 동일
하게 취급되고, ii) 불법건축물이라도 사후 건축허가가 가능한 경우가 있
으며, iii) 현행 토지보상법령상의 각종 보상규정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두어,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짐은 물론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발사업의 조합원의
지위까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나아가 무허가건축물의 임차인에게 영
업손실 보상, 주거이전비 등 생활보상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 3 절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후 건축허가
건축물이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되었더라도, 건축법이 정
하는 건축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형식적 불법인 경우에 불
과하여, 건축법이 추구하는 생명·신체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서도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면 건축
허가를 발급하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건축 이후에 사후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건축허가를 발급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 다만 절차적인 측면의 하자일지언정 건축법을 위배한 건축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이 예정하는 형사처벌이
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사후허가에 관해서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행정청이
사후허가를 발급할 것인지, 또 어떤 조건 하에서 사후허가를 발급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폭넓을 재량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만 건축허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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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령상의 허가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사후허가의
경우, 적법성의 판단시점은 건축물 건축 당시가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청

사후허가에 관한 규정을 건축법에 입법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나,
사전허가를 원칙으로 하는 건축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
축법의 체계 적합성을 위해 사후허가를 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실무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건축
법 제79조), 관할경찰서 고발(제108 내지 111조), 이행강제금 부과(제80
조)를 전제로 사후허가를 발급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행정규칙 등
의 형식으로 사후허가의 요건과 방식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규칙이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
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내적인 구속력이
있고, 경우에 따라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행정규칙의 방식을 통해서도 사후허가를 규율하는 것이 가능
해 보인다.40)

40) 김종보, 앞의 책, 124-1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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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무허가건축물과 재산권보장
제 1 절 공용수용과 재산권보장
헌법은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특정한 요건 하에서 재산권의 박탈을
전제하는 공용수용 제도를 예정하고 있다(헌법 제23조 제3항). 재산권의
박탈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공공필요, 법률에 의할 것, 정당한 보상이 이
루어질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공
용수용 절차를 거쳐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이 있다.
헌법에 따라 수용권능을 부여받은 법률들은 각기 다른 수용과 보상의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토지보상법이 그 중심에서, 일반
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다. 개별 개발사업들이 수용과 관련하여 토지보
상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용조항뿐만 아니라 보상조항
역시 함께 준용된다. 다만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 도시개발법상 환지
처분, 청산금 등의 제도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지 않은 개별법 특유의
것들로, 각 개별법에 별도의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
는데, 이는 토지보상법상 보상조항에 비해서는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서,
예컨대 생활보상과 관련하여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41)
토지보상법은 손실보상의 종류로 i)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토지보상법
제70조), ii)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법 제71조), iii)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
청구(법 제72조), iv)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법 제73조), v) 잔여
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법 제74조), vi)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법 제75조), vii)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법 제75조의2), viii)
41) 김종보, 앞의 책, 570, 574면 참조.

- 46 -

권리의 보상(법 제76조), ix)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법 제79조),
x)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법 제77조), xi) 이주대책의 수립(법 제
78조, 제78조의2) 등을 두고 있다. 위 i) 부터 ix)까지는 재산권보상에 관
한 측면이고, x), xi)은 생활보상에 관한 측면이다.
장에서는 무허가건축물의 재산권보장의 측면에서 i) 수용과정에서
의 재산적 가치에 관한 평가, ii) 재개발사업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조합원지위 인정의 문제에 관하여 논한다. 후자의 논의는 재개발지
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관리처분계획을
거쳐 공용환권(公用換權)을 통해 다른 형태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인정받
는 것이므로, 엄밀히는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재산권
보장의 차원에서 함께 논하고자 한다.
본

제 2 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산권보상
I. 무허가건축물과 수용재결
개발사업의 각 개별법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역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규정 형식을 분류해 보면 아래
와 같다. 즉 i) 이 ‘토지등’의 개념 정의상 건물도 포함함을 명시하는 경
우(토지보상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호 ;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
호), ii) 정의규정 없이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95조, 96조 ; 도시정비법 제65조), iii) ‘토지등’의 개념에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토지보상법에 따르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간접적으로 건축물도 포함하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 공공주택특별법 제12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 주택법 제24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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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직접 규정한 경우이든[위 i),
ii)], 토지보상법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이든[위 iii)],
무허가건축물이 위 수용 및 보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함에 이
론이 없다. 즉 앞서 살핀 ‘건축물’의 개념 정의상 ‘건축허가를 받았을 것’
이라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고, 건축허가가 건축물로서 인정받기 위한 창
설적 효력을 갖는 허가로 해석되지도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수용 및 보상의 대상이 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협의취득의 절차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재
결을 통한 절차를 거쳐 수용 및 보상이 진행된다(토지보상법 제28조, 제
30조, 제40조). 이하 수용재결의 국면에서 일반 건축물과 비교하여 무허
가건축물의 보상의 방식에 관하여 살펴본다.

II. 무허가건축물과 관련한 손실보상
1.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에 대한 보상
(가) 현황평가의 원칙
일반적으로 토지의 수용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으로 현황평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
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
즉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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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
진다(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이 때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
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
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등
은 고려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공시지가는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
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토지보상법 시행
규칙 제22조 제1항), 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더라도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게 된다(같은 조 제2항).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협의취득의 경우 협의 성립 당시
를 기준으로, 재결의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때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하
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보상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토지보상법 제67
조). 사업시행자는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같은 법 제68조).
(나) 과거 이용상황을 고려한 평가
그러나 위 현황평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무허가건축물의 부지, 불
법형질변경 토지에 관해서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되거나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과거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
게 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
시) 6.2.1. 제1항].
이와 같은 예외를 둔 이유는, 토지 소유자가 무허가건축물 축조 등을
통하여 현실적인 이용현황을 왜곡함으로써 토지의 손실보상금 평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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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여,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이 정
하는 ‘적정가격보상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2. 3. 22. 선고 2001누9150 판결 참조).
(다) 토지보상법령 부칙상 특례에 따른 보상
다만 앞서 살핀 것처럼 2002. 12. 31.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경과규정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
물등에 관해서는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의 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제24조
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무허가건축물이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동일하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현황평가의 원칙에 따라 기준
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위 감정평가
실무기준 6.2.1. 제1항 단서). 예컨대 농지나 임야 등에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이 토지는 농지나 임야가 아니라 ‘대지’로 보고 평가가 이
루어진다.
여기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면적은 해당 건
축물의 적정한 사용에 제공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관련 법령
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2002. 12. 31.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제2항, 감정평가 실
무기준 6. 2. 1. 제2항). 위 예시에서, 해당 토지 전체면적을 모두 대지로
보아 평가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에게 과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경우 전체 면적 중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건
폐율의 범위에 한해서만 ‘대지’로 평가된다.

2. 무허가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상
(가) 건축물 보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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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의미에 관하여, 토지는
물론 물건 및 이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i) 토지 및 이에 관
한 소유권 외의 권리, ii) 입목(立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iii)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
한 권리, iv)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를 포괄”한
다고 규정한다(법 제2조 제1호, 제3조 각호).
구체적으로 토지보상법은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각종 손실보상 규정
중, 건축물등 물건의 소유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보상을 규율하
고 있다.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되, “i)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
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제1호), ii)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제2호), iii) 사업시행자가 공익사
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등을 취득하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즉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
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토지보상법 제75조 제5항).
이처럼 건축물등 물건의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형태와 달리, 기본적으로 건축물등을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
런데 건축물은 그 개념표지상 토지에 정착될 것과 지붕·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건축물 자체를 이전한다는 개념은 이론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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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건축
물등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오히려 원칙적인 보상의 형태처럼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경우에는 입목·공작물·기타 토지정착물의 경우와 달리
건축물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법률의 현실 반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한편 현행 토지보상법에 따르더라도, 건축물등을 이전하는 것이 물리
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설령 가능하더라도 이전하여 기존의 목적대로 사
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건축
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건축물 자체
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다.42)
위 토지보상법 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전비가 아
니라 해당 건축물의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는데, 위 제1호와 병렬적으로
제2호에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 위 제1호의 요건만으로도 이전비 보상방식이 건축물 자체의 가
치 평가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보상의 대상
건축물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건축되었더라도, i) 손실보상만을 목
적으로 설치된 경우, ii)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제한을 둔 경우, iii) 공익
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이전·철거 등이 진행되는 중인 경우 등은 보상대
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22096 판결 참조).
그리고 건축법상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
42)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앞의 책, 3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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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이
경과하여 용도가 폐지되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더 이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건축법 제20조 제3항, 건축법 시
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또한 국토계획법(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지 상의 건
축물의 경우 장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
회복의무가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에 허가를 받아 설치되는 가
설건축물에 대해서도 보상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로써 무상으로 당해 건
축물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과도한 침해라거나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7209 판결, 헌
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바82 결정).43)
토지보상법은 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았
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무허가건축물이 적법한
허가등을 받고 건축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건
축된 이상 원칙적으로 보상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44)
히려 아래 별도로 살피는 것처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
주거용 건물 관련 보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주거용인
무허가건축물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
로 무허가건축물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
오

43)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앞의 책, 340면 참조.
44)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앞의 책, 3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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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거용건축물이 아닌 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
른 비난가능성과 위법성 정도, 합법화 가능성, 거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
여 판단하게 된다.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법령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
인할 수 없을 정도이고, 객관적으로 합법화 가능성이 낮으며, 거래의 객
체가 되지도 않는 경우에는, 수용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위 대법
원 2000두6411 판결).
(다) 건축물 보상의 구체적 방식
(1) 일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보상의 경우,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평가”하는데(토지보상법 제75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45)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같은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주거용건축물,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재산상의 가치 외에
거주의 안정 등 무형적인 가치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건축원
가가 아닌 실제거래사례에 따른 금액을 인정해 주어 주거의 안정을 위해
가치를 보전해 주려는 취지이다. 이렇듯 건축물의 가치를 거래사례비교
법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토지보상법상 보상을 위한 감정이 아닌
즉

45)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
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
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 54 -

일반적인 건축물 감정의 경우에, 감정평가 관련 법령에서 원가법을 따르
도록 하고 있는 점46)과 비교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조,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4. 건물의 감정평가방법].
위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등에 대한 보상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
에서 그 방법으로 구한 가액을 다른 방법으로 구한 가액 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상 건축물의 특성이나
조건에 비추어 여러 감정 방법에 따른 가액을 비교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한 비교·검토를 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방법만으로 평가하
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6323 판결 참조).
원가법에 따라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전기·난방·위생설비 등
부대설비를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는 않는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와 부대설비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성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4 )
7

(2) 주거용건축물의 경우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로, 해당 건축물을 보상평가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600만 원으로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1항). 주거용건축물의 경우, 거주의 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철거대상자의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거주자의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상의
최소한도를 정하여 보상하는 취지이다.
46) 물론 이 경우에도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방법)을 적용하
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위 감정평가 실무기준 4.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47)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앞의 책, 33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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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한 차례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
았던 사람이 다른 지역에 주거용건축물을 마련하였는데, 위 보상일로부
터 20년 이내에 그 주거용건축물조차 재차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그 주거용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1,000만 원을 한도로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한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주거용
건축물이 연이어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느끼게 될 정신적 고
통,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가중 보상하려는 취
지이다.
(3)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원가법 내지 거래
사례법에 따른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
법한 건축물과 차이가 없다. 물론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다면 무허가건
축물로서 철거의 대상이 되는 등 법적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사정이 거래
시 거래 금액을 결정하는 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일반건축물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현
행법상으로, 무허가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상은 감정인에 의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경과규정
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적법한 건축물과 동일하
게 보도록 하고 있는 특례는, 주거용건축물이 아닌 한 무허가건축물 자
체에 대한 보상 국면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실제로도 해당 부칙에
서 건축물의 보상 방식에 관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를 배제한다
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규정 없이도 무허가건축물은
당연히 보상의 대상이 되지만, 보상을 위한 평가의 과정에서 거래사례비
교법에 따라 현실적으로 적은 금액만이 인정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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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
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주거용건축물이
아닌 것처럼 보게 되므로, i) 보상액을 평가한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이더
라도 그 최저한도를 보장하지 않고 당초 평가된 금액 그대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단서), ii) 주거용건축물이 재차 수용되더라도 평
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지 않고 당초 평가된 금액 그대로(같은 조 제2
항 단서) 보상한다.
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 최저한도를 정하여 보상하는 이유는 철거대상
자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주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책적 판
단에 따른 것이므로,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
는 이러한 주거용건축물 관련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48)
다만 2002. 12. 31.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
른 경과규정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해서는
주거용건축물의 보상특례에서 무허가건축물을 배제하는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단서 및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
므로, 무허가건축물이더라도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이 건축허가
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시행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지역 내의 토지, 건물 등 전부에
관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치나 면적을 확인
할 수 없는 무허가건축물에 관해서는 사후에 다툼의 여지를 줄이고 보상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서울고등
법원 1999. 2. 24. 선고 97구31542 판결).
48)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앞의 책,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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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선 방안
공익사업의 진행으로 건축물이 수용되어 무허가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
상이 이루어지는 국면에서, 현행 규정 상 무허가건축물 자체의 평가액은
결국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구체
적인 보상금액이 감정평가 절차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법령에 아래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른 감정평가 방법을 예정하고 있
지 않아서, 보상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아래의 구체적인 사정이 무허가건축
물의 감정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토지소유 여부에 따른 차등 필요성
실무에 따르면,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
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타인 토지상의 주거용건축물도 거래사례비교법
으로 평가할 수 있다(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질의회신 2010. 12. 21. 기획팀
-3065).
자기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의 국면에서는,
필연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과 보상의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
다. 이러한 점 때문에, 토지보상법령도 앞서 살핀 것처럼 i) 무허가건축
물등의 부지에 대한 보상과 ii) 무허가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상을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무허
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공법상으로 철거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 더 나아가
사법(私法)상으로도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로 철거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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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당 무허가건축물이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되었는지 아니면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평가가 달리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에는 원가법과 거래사례비교법
중 더 낮은 금액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무허가건축의 양태에 따른 차등 필요성
서 새로이 유형화 한 무허가건축물의 구분에 따를 때, 무허가건축물
중 사후(事後)적 무허가건축물 즉 i) 무허가·무신고 증축·개축·재축·이전·
대수선 건축물(제2조 제8호, 제11조, 제14조), ii) 무허가·무신고 용도변경
건축물(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경우, 최초에 건물을 신축할 당시
에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사후의 사정으로 무허가건축물에 해
당하게 되는 사례이다.
앞

무허가인지 무신고인지 여부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서로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라 보상의 기준을 달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사전(事前)적
무허가건축물인지 사후(事後)적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는, 보상평가의 과
정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사후적 무허가건축물은 당
초 건축(신축)허가를 받은 한도 내에서는 공법적으로 적법한 지위를 갖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후적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사전적 무허가건축물에
비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i) 재축의 경우 천재지변에 의해 귀책사유 없이 건축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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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된 후 건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ii) 이전의 경우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장소만 이동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iii)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형태변경을 전제하지 않고 실제 사용 용도만을 달리하는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보상의 국면에 한정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축물과 달
리 평가될 가능성이 낮고, 평가액이 일부 감액되더라도 그 정도는 최소
한에 그쳐야 한다.
멸

또한 iv)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층수 등을 높이는 점에서, v)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범위 내에서 새로
이 건물을 건축하는 점에서, v) 대수선은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하는 점에서 모두 일정 정도의 가치 증대를 목
적으로 하고,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위
재축, 이전, 용도변경의 경우에 비해서는 더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무허가 신축건축물의 경우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무허가의 불법성 분류에 따른 차등 필요성
서 살핀 것처럼 무허가건축물의 불법은 ‘형식적 불법’과 ‘실질적 불
법‘으로 구분되므로, 건축법상 건축허가만을 받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인 경우에는, 보
상의 국면에 한정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축물과 달리 평가될
가능성이 낮고, 평가액이 일부 감액되더라도 그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앞

형식적 불법에 불과한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사전에 건축허가를 신청
하였다면 허가가 발급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행정청의 재량으로 사후허
가도 가능하며, 이 경우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제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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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추가로 보상의 국면에서까지 불이익을 가할 필요성이 비교적 낮
기 때문이다.

제 3 절 무허가건축물과 조합원 지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발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 주어,
적법한 토지등소유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조
합 방식을 활용하는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조
합 방식 재개발사업의 특성에 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I. 조합 방식 재개발사업의 특성
1. 조합을 통한 공용환권 방식과 수용방식의 혼용
개발사업들 중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다른 개발사업들과 달
리, 조합이 원칙적인 사업시행자가 되는 공용환권 방식과 수용방식이 함
께 혼용되어 진행되는 특수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에 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또 하나의 논란의
국면이 도출된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은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
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
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나
목,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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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원칙적인 사업시행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방식 내지 공용환권(公用換權)49) 방식의 사업으로 평가되지
만, 명확히는 공용환권과 공용수용이 함께 사용되는 혼용방식의 개발사
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50) 이 점에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관
리처분계획을 거쳐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이 신축된 건물의 구분소유권
과 공유대지 지분권으로 변환되는 이른바 공용환권의 양태를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51)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과 매도청구를
혼용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은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확보하
는 수단으로 수용재결 방식을 취하면서, 보상 등의 절차와 방식에 관하
여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이로써 재개발구
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등 관계인에게는 아래 별도로 살피는 것
처럼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영업보상, 이주대책, 이
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 손실을 보상하게 되지만, 이는 도시정비법상 관리
처분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와 다르다
(도시정비법 제74조).
결국 재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상의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만, 다른 공익사업들과 다르게 순수한 수용방식이 아니다. 즉 원칙적 사
업시행자인 조합(도시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을 매개로 하여 관리처
분계획방식을 원칙으로 하되(제74조) 수용방식을 보충적으로 활용(제63
49) 공용환권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토지와 건축물 등 도시공간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환권은 토지뿐만 아
니라 건축물에 대한 권리도 포함하여 교환·분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용환지의
경우와 구별된다(박균성, 『행정법론(下)』, 제17판, 박영사, 2019.).
50) 강신은, “재개발사업에 따른 수용과 손실보상”, 건설법연구, 2019, 2면 참조.
51) 김종보, “공용환권의 개념과 법적효과”, 행정법연구, (31), 2011. 12, 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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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73조)하여 재개발사업이 진행된다.52)

2.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의 자격
위와 같은 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할 행정청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된다(도시정비법 제35조 제1항).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란 “정
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의미
한다53)(제2조 제9호 가목).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
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도시정비법 제35조 제2항). 토
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가장 큰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당연
히 요구되는 요건이다.
다만 재개발사업에서 일단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정비구역내의 토지
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토지등소
유자가 조합원이 된다(제39조 제1항, 강제가입제). 이는 재건축사업의 경
우, 해당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조합원이 되는 것과 구분
된다(제39조 제1항 괄호부분, 임의가입제).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에서 조합 정관 등에 반대하였거나 애초에 재개
발사업 자체를 찬성하지 않았던 토지등소유자라도 모두 조합원이 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토지등소유자들은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조
52) 강신은, 앞의 글, 23면 참조.
53)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된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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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관의 내용에 구속된다. 재개발사업에서는 해당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소유자이기만 하면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이 인정된다. 이들은 향후 관
리처분의 단계에서 비로소 분양대상자와 현금청산대상자로 나누어지는
데, 이때에도 분양대상조합원과 청산대상조합원으로서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대법원은,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
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신청하도록 청구하는 과정에서 별도
로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
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535 판결), 전부개정되어 2018년
시행된 도시정비법은 이에 따라 ‘현금청산’을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로
표현을 바꾸었다(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결국 이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됨으로써, 수용을
통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즉 조합원의 소유권을 강제적
으로 박탈하되 손실을 보상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54)

3. 수용과 매도청구의 차이
재개발사업은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반면(협의의 공용수용), 재건축사업은 매도청구를 통해 사
업에 반대하는 비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한다(광의의 공용수용).55) 이처럼
수용과 매도청구가 절차상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
고, 이 점 때문에 양 절차가 공통적으로 ‘공용수용’으로서의 성격을 지니
게 된다.
54) 강신은, 앞의 책, 116면 참조.
55) 강신은, 앞의 글, 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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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재개발사업에서 활용되는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보상금을 공탁하면 수용기일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을 비교적 신속하
게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수용은 개발이익을 배제한 채 보
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의 액수를 다투는 절차는, 보상금 감액 청구
의 경우 토지소유자(또는 관계인)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또는 관계인)를 상대로 하여 소위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행정소송 형태로 이루어진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한편 재건축사업에서 활용되는 매도청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법
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당사자가 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순간 계약
의 체결이 강제되지만(도시정비법 제64조, 주택법 제22조, 집합건물법 제
48조), 그에 따라 소유권변동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진행의 속도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다만 개발
이익을 포함한 시가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토지등소
유자의 입장에서 수용에 비하여 유리한 측면이 있다.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애초에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개발사
업과 차이를 보인다. 재건축사업에서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도시정비법 제35조 제1항),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64조56)).
56) 2017년 전부개정 전의 구 도시정비법은 매도청구권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4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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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의 설립과정에서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분류되고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분양권 자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이르러서야
분양권의 부여대상이 확정된다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4.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의 지위가 문제되는 국면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이든 재건축사업이든 조합이 토지등소
유자를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무허가건축
물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론상
으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
로 재건축사업은 비교적 큰 규모의 주택 내지 집합건물에서 이루어져,
애초에 무허가 상태로 신축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고, 신축 이후 재건축
이 필요할 만큼 장시간이 흐르는 동안 무허가 상태로 방치될 가능성 역
시 낮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줄 것
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는 주로 재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진다. 이하에서도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지위에 관하여 논한다.

II. 재개발사업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지위
1.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
조합원은 토지 또는 건물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민사적 징표를 매개로
하여 도시정비법이 부여한 공법상의 지위이다. 그렇지만 토지등소유자는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위 개정으로 도시정비법에 매도청구권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법과 절연하게 되었다(강신은, 앞의 책, 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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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민법상의 지위이다.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곧 조
합원이 되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반대함으로써 토지등소유
자임에도 조합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민사상의 소유권이 조합
의 조합원 자격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민사법과 공법이 연결되는 국면
이 연출된다.

2.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
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에서는 정
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모두 조
합원이 됨으로써, 관리처분계획단계에 이르기까지 분양대상자가 될 가능
성과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므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의 지위를 인정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재개발사업에서 당사자의 법적
인 지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개발사업의 목적이 정비구역 내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익을 이해관계인들이 함께 나누는 데에 있으므로, 재개발사
업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적법한 건축물의 소유
자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공법적인 규제의 틀을 벗어나 사
법(私法)적으로 이익을 향유하였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다시 공법
적인 관점에서 주거환경 개선의 이익일 향유하도록 하는 것은 도시정비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고, 무허
가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9. 9. 24 자 2009마
168 결정,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28 판결). 그 논거로 i)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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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되어야 할 것이므로, 무
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시행
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고, ii)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무분별하게 무허가건축물이 난립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든다. 도시정비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결론이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의 조합 정관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사법
(私法)적 측면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되고, 공법적 측면에서 임의적
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는 엄격한 법
률유보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으므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대법원도 재개발조합이 각자의 사정과 필요에 의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정관을 통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금
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위 대법원 판결 참조), 조합의 정관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도 조합원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고, 무허가건축물
이 전전양도된 경우에는 최종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에서 조합원
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 이러한 결론에 관해서는 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민
법상의 원칙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무허가건축물의 양
수 경위, 점유 및 사용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및 무허가건축물관리
대장상의 등재 여부, 당해 무허가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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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소유자
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애초에 무허가건축물로서 최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 등기에
의한 소유자가 아님은 마찬가지이므로, 최종양수인으로서 사실상의 소유
자에게 바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소송의 일회적 해결과 구체
적 타당성에 비추어 충분히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이렇듯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조합 추진위원회 내
지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이를 설립 동의의 정족수에 포함
시켰다면 이에 따른 설립인가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취
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5777 판결).

3. 도시정비법령 및 조례에 의한 규율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는데(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여기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9호 가목).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되는 토
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정비
법 내용만으로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도시정비법령은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
분에 관하여,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되, “공동주택을 분양
하는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규모·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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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제1항 제3호). 또한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중 기타사항을 시·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18
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7호).
이처럼 도시정비법령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 시·도의 실정에 따라 달리 규
정함으로써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조례의 취지를 침익적 조례, 즉 도시정비법상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도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었던 것을 조례를 통해서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
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
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므로 이러한 방식의 조례 역시 적법한 것으
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5. 4. 20. 92헌마264 결정).
이에 따라 각 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제정하여 규율 중
이다. 결국 무허가건축물의 소재지별로 적용되는 시·도 조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역시 달라질 수 있
다. 그렇지만 각 시·도의 조례 내용이 대부분 유사하므로, 일응 서울특별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상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
위 도시정비법령의 위임에 따른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서울특
별시조례 제7423호, 2019. 12. 31.)는,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를 ‘토지
등소유자’로 보아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
기서 위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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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도
시정비조례 제36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토지보
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제5조에서 정한 “1989년 1
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같은 조례 제2조 제1호).
중

또한 도시정비법령의 위임에 따라 위 정비조례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같은 조례 제22조 제2호).
따라서 현행 도시정비조례에 따를 때, 무허가건축물 중 i) 1989. 1. 24.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로서(특정무허가건축물), ii) 그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며, iii) 조합정관에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재개
발사업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무허가건축물대장 또는 무허가건축물확인원,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영
수증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해당 무허가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여 주
거용으로 이용하였다는 점과, 1989. 1. 24. 당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고, 조합정관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예외적으로 조합원으로
서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도시정비조례 부칙(제5102호, 2011. 5. 26.) 제2조에 따라, 특
정무허가건축물의 개념이 도입된 개정 조례의 시행일인 2010. 7. 15. 이
후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 5. 26. 이후 주민공람을 실시한 재
개발 사업분부터 적용된다.
위 특정무허가건축물이 아닌 신발생무허가건축물(도시정비조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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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의 소유자들의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들은 i) 이
미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권
리를 보호해 줄 필요성이 비교적 약하고, ii)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무허가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를 양
성화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법령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iii)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도 기존 무허
가건축물 소유자에 한정하여 조합원자격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
정할 뿐, 그 이후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한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에 규정하더라도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에게까지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III.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는 개선 방안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까지 법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한편으로 적법한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 점에서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
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별 개발사업의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무
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임의로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토지보상법령 및 조례,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일응 수
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와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측면에서 보면, 무허가건
축물 소유자라고 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정당한 보상 없이 빼앗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들에 관해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공임대주
택 특별공급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제3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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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주
체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주택건축사업,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사업,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개발제한
구역안의 사업 등의 경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적법한 건축물 소
유자일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주택에 관하여
특별공급의 형태에 따라 우선순위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
즉

그리고 위 제12호의 각 사업 및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
우, 해당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역시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
는데(같은 항 제13호), 이 경우에는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권을 부여받게
된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현행 규정으로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국민주택분양이든, 공
공임대주택분양이든 특별공급의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해당 규정에 ‘주
택’의 의미를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즉 무허
가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위 규칙 같은 조 제1
항 제12호 괄호 안 부분).
따라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철거되
는 주택의 세입자의 경우에 준하여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권을 부여하도
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특별공급 제도를 개정함으로서, 원활한 사
업진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간
으로서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73 -

제 5 장 무허가건축물과 생활보상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에 대한 생활보상의 문제는 헌법상 재
산권 보장의 측면보다는 인간다운 생활권의 차원에서 논해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앞서 살핀 재산권 보장의 국면과 비교하여 더 적법한 건
축물의 경우와 유사한 지위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을 논하
기 위하여 생활보상의 일반론을 먼저 살피고,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각
생활보상의 종류별로 이루어지는 보상의 현행 방식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생활보상의 의의
I. 생활보상의 개념
생활보상은 전통적인 재산권 보상만으로는 전보되지 않는 생활기초의
박탈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있다.5 ) 생활보상은 공익사업
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생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 재산권 보상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손실을 보상
하기 위해 다루어지는 개념이다. 생활보상은 유형적 재산권보상의 범위
를 넘어선 보상을 위한 것으로 영업보상,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등 전통
적인 의미의 손실보상에 포섭될 수 없는 내용들을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58) 이처럼 생활보상은 재산권 보상만으로는 전보
되지 않는 생활기초의 박탈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므로,59) 전통적 의미의
7

57) 김광수, “생활보상의 이론과 실제”, 행정법연구, (24), 103면 참조.
58) 김종보,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사업자보상”, 『행정법연구』 제23호, 행정법이론실
무학회, 2009, 107면 참조.
59)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7, 5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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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이 지급되는 외에 부가적으로 지급된다. 이렇듯 생활보상은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대물적 보상을 통해 전보되지 못했던
것을 대인적 보상을 통해 전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산권에 대한 보상 외에 부대적인 손실에 관한 보상을 모두 생활보상
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생활보상에는 영업상
손실보상, 이주대책,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소수 잔존자 보상 등이 포
함된다.
이러한 생활보상 개념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
하게 된다. 생활보상의 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 보상, 이주대책 등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재산권 침해 및 보상에 포
함되기 어려운 권리들을 보상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정당화근거로서 기능
한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도시 내 주거환경개선이나 미
개발택지의 주택보급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도시 내 부족한 주택 공
급을 위해 운영되어 변질되었고, 전반적으로 주택보급률이 향상되면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명분이 약화된 측면
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여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바로 생활보상이다.60)
도로건설처럼 소규모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토지가 수용되더라도 소유
자가 집단적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대규모의 수용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집단적으
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어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다. 생활보상은 이처럼 광역적인 수용이 수반되는 택지개발사업에서 토
60) 김종보, 앞의 책, 5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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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유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반대급부로서의 기타 권리들을 보장해
줌으로써 원활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61)

II. 인정 근거
1. 헌법적 근거
생활보상의 헌법적 근거는 재산권(헌법 제23조)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에서 찾을 수 있다. 재산권이 생활보상의 근거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충분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재산권 침해로써
위헌성이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다운 생활권을
근거로 본다면, 사회적 기본권에 속하는 해당 기본권의 특성상 위헌의
문제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62)
생활보상이라는 표현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상을 배제하는 것이자
재산권보상과 대립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측면이 있다. 생활보상을
‘재산권 보상으로는 전보되지 않는 생활기초의 박탈에 대한 보상’으로 설
명하는 경우가 많은데,63) 이는 생활보상이 헌법 제34조에 근거한 제도임
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
기 위해서는 ‘전통적 재산권 외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
61) 김영조, “생활보상의 체계와 범위”, 토지보상법연구, (6), 2면 참조.
62) 김종보,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세입자보상”, 행정법연구, (23), 116면 참조. 헌법재
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
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할 수 있다
고 할 수는 있어도,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
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
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하였다(헌법재판소 1995. 7. 21.선고 93헌가14 결정).
63) 김광수, 앞의 글, 10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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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더욱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생활보상의 근거를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권으로 한정하여 보
면, 이러한 보상을 시혜적인 것이라고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 보장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착될 위험성도
있다. 대법원이 “생활보상의 일종인 이주대책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
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하거나(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
80749 판결), 헌법재판소가 “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생활보호를 위한 시혜적 조
치에 불과하다”는 것과(헌법재판소 1993. 7. 29. 92헌마30 결정), “이주대
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것(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19 결정)도 이러한 잘못된 전제에 선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종류와 형태를 갖고 있는 생활보상을 헌법 제23조나 제34조의
어느 하나만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생활이
익 가운데 기존에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재산권으로
구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면 기존에나 현재나 재산권으로 포섭하
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 성격을 재산권
의 문제 또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단정지어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결
국 어떠한 생활보상이 재산권 보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기준으로 제시하는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
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이미 토지보상법령에 반영된 생활보상의 조항들은 시혜적인 것이
아니었고, 사전에 토지보상법에 반영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다. 토지등소
유자 또는 세입자의 저항과 투쟁의 산물로써 마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한편으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 재개발조합 등이 사업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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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입자 등에게도 보상을 하도록 희망함으로써
규정에 반영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토지보상법령에 생활
보상 조항이 편입되었다는 것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거권 침해를
재산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으로 보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이미 토지보상법에 마련된 생활보상조항은
재산권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64)

2. 법률상 근거
현행 토지보상법령에 ‘생활보상’에 관한 정의규정은 없지만, 토지보상
법 및 개별 개발사업법에서 생활대책의 성격을 갖는 규정들을 단편적으
로 두고 있다. 토지보상법은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제77조), 이주
대책의 수립(법 제78조, 제78조의2)에 관한 규정을 두어 생활보상의 근거
를 마련하고 있다. 2003년에 구 공특법과 구 토지수용법이 토지보상법으
로 합쳐지면서 구 공특법 제8조의 이주대책이 토지보상법 제78조로 이어
졌는데, 공특법과 비교하면,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데에 그쳤던
것들이 상당부분 법률로 받아들여졌다. 즉 이주정착금이 구 공특법 시행
령(제6조의2)에 있다가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고(토지보상법 제78조 제1
항), 비용부담조항도 구 공특법 시행령(제5조 제4항)에서 법률(제78조 제
4항)로 격상되었다. 기타 주거이전비(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이농비
(토비보상법 제78조 제6항) 등이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조항으로 신설되
었다.65)
위 토지보상법 규정의 위임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영업손실 보상(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 이주대책 중 특별공급(시
행령 제40조 제2항), 이주대책 중 이주정착금(시행령 제41조), 주거이전
64) 김종보, 앞의 글, 116면 참조.
65) 김종보. “이주대책의 개념과 특별공급의 적용법조”, 행정법연구, (28), 1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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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행규칙 제54조), 동산의 이전비(시행규칙 제55조)에 관한 상세 규정
들을 두고 있다. 토지보상법의 위임을 받은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상
위법령인 토지보상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
격을 가지게 된다.
토지보상법은 전통적인 재산권의 목적이 되는 대상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 외의
손실에 관해서는 보상규정만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어 왔다.66) 따
라서 전통적인 재산권이 아닌 영역의 생활보상에 관한 법령규정은 대부
분 수용규정 없이 보상규정만 존재한다.
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6 ), 미군이전평택지원법68) 등 개별 개발
사업법에 생활대책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해당 개별법들
이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어69) 토지보상법령을 통
해 이주대책 등 생활보상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음에도, 이주대책
이나 생활대책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생활보
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이해되나, 전체 개발사업법들의 체계 정
합성과 논리적인 일관성을 위하여 토지보상법령에 일괄하여 반영하는 방
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최근

7

3. 실무상 생활보상의 실제
이렇듯 생활보상은 개발사업의 개별법령이 준용하는 토지보상법령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실무상 그 구체적인 실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실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지규정을 참고하여, 각 개발사업의
66)
67)
68)
69)

김종보,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세입자보상”, 행정법연구, (23), 115면 참조.
제14조 제7항.
제33조 제1항.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4조 제1항,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2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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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된다. 이를 정리해 보면 생활보상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0)
7

<생활보상의 실제적 구분>
구분

내용
소유자

이주자택지, 아파트 분양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세입자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입주권, 이사비

이주대책

생활대책

이주대책 대상자, 영업보상자, 농·축산업자에게 근린생활시설 혹
은 상업용지 공급

고용대책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훈련, 우선고용

이러한 보상실무에서 나타나는 생활보상의 문제점은, 첫째 각 개발사
업마다 보상내용이 상이하여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달라지
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 둘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등에 대한
보상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결국 생활보상 기준이 토지
보상법령에 의하여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의 내부기
준에 의하여 운용되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
7

III.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생활보상 가능성
이주대책 등 생활보상은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재산권을 박탈당하게
된 토지등소유장의 주거생활권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발전된 것으로, 무
허가건축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거나 세입자를 위한 것은 아니었
70) 김광수, 앞의 글, 113면 참조.
71) 김광수, 앞의 글, 113, 1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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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따라서 사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특히 무허가 건축주의 권리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7

이처럼 생활보상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지가 없어지는 데에
따른 보상으로 넓은 의미의 이주대책을 한 축으로, 재산권보상의 대상에
서 소외되었던 무허가 건축주, 세입자 등에 대한 보상의 확대를 또 다른
한축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다. 3) 이주대책이 주로 토지 또는 적법한 건
축물 소유자를 위하여 마련된 개념이었던 한편, 이주대책 외의 생활보상
에 관해서는 무허가 건축주, 세입자에 관해서까지 폭넓게 범위를 인정해
주려는 경향이 있다.
7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위
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 원
칙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하는 이주대
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였다. 이
어 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 이주자들이 종전의 상태대로 생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9819 판결 참조).
이러한 논리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 생활보
상 여부와 관련하여 토지보상법령이 정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각 보상
의 내용별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72) 김종보, 앞의 글, 114면 참조.
73) 김종보, 앞의 책, 5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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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영업손실 보상
I. 무허가건축물의 영업손실 보상
1. 영업손실 보상의 의의
영업손실 보상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
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는 제도
이다(토지보상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 이는
사업구역 내 영업을 영위하던 사람들이 원활히 이주하여 사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된 제도이다. 4) 영업손실 보상은 생활보상의 한
유형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뿐만 아니
라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진다.
7

영업손실 보상은 아래 별도로 살피는 주거이전비의 경우처럼, 헌법 제
23조 제3항뿐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1항의 생존배려의 취지에서 규정된
만큼, 두터운 권리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손실 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인정범위는 토지보상법령의 해석을 통해 비교적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2.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특별 취급
무허가건축물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의 영업에 관해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영업손실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 임차인으로서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와는 달
74) 김종보,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세입자보상”, 행정법연구, (23),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9, 1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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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여부에 관하여 알기 어려울 수 있고, 임차인
이 무허가건축에 관하여 직접적인 행정 책임을 부여받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이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영세한 서민을 보호하
기 위하여, 무허가건축물등의 임차인에 한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 경우
에 영업손실 보상을 인정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단서).
다만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함은 물론이므로, 무허가건축물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i) 사업인정고
시일 후부터 영업한 경우, ii) 불법형질변경토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영업한 경우, iii)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비계속적으로 영업한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영업에 허가등이 필요함에도 허가등을 받지 않고 영업한 경우
에 관해서는,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 별도의 특례규정을 통해 허가등을 받지 않고
영업한 경우라도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업시
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
손상당액은 별도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적
지만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이 특례규
정은 허가등을 받지 않고 영업한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전제조건(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과 모순되므로, 위 제2
호를 삭제하여 일단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으로 인정하되, 위 시행규칙
제52조처럼 보상의 상한에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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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12.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규정으
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해서는 영업손실 보상
과 관련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제46조 제5항, 제47조 제6
항, 제52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하여 무허
가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영업손실 보상의 경우,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
칙인데(토지보상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다만 “무
허가건축물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
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47조 제6항).
앙토지수용위원회는 주거용건축물에서 행한 의류수선업에 대하여 적
법한 장소에서 행한 영업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2017. 8. 24.자 재결),
자기소유의 단독주택(다가구용)에서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적법한 용도
변경 없이 행한 중고이륜차매매업에 대하여 적법한 장소에서 행한 영업
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2017. 1. 19.자 재결), 영업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앞서 살핀 것처럼 ‘무허가건축물등’의 개념에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이 포함된 이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수긍
할 수 있는 결론이다.
중

한편 적법한 장소에서 행한 영업이라도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
거하여야 하므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국
토계획법 제6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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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영업손실 보상의 일반적 기준
1. 요건
영업손실의 보상이 되는 영업은, 원칙적으로 “i) 무허가건축물이나 불
법형질변경토지, 기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적
법한 장소에서, ii) 보상계획공고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이하 ‘사업인정
고시일등) 전부터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였던 영업이어야 하고,
동시에 iii) 영업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
였던 영업”에 한정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에 특별히 허가등이 필요하지 않은 자유영업의 경우, 해당 영업이
손실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
분하다. 적법한 장소는 허가받은 건축물,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사실이 없
는 토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허용되는 곳이다(같은 조 제1호). 물건
을 쌓아놓는 장소가 금지되는 장소는 다시 i)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장소,
ii) 허가를 요하는 장소로 나누어진다.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장소는, 개발
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이고(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공원
녹지법 제27조 제1항), 허가를 요하는 것은, “①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
톤 이상, 전체부피 50㎥ 이상으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관리지역(지
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함)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상, 전체부피 500㎥ 이상으로 물
건을 쌓아놓는 행위”이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6호, 제53
조 제6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사업자등록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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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적법성과는 무관하고, 적법한 건축물의 경우 문언상 사업자등록
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아래 별도로 살피는 무허
가건축물 임차인의 경우와 차이점이다.

2. 허가등을 요하는 영업의 경우
한편 특별히 허가등이 필요한 영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장소적 요
건이 충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업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가등을 받
았어야 한다. 이 때 보상의 범위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등을 받
아 그 내용대로 행하였던 영업에 한정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
허가등을 받지 않고 영업한 경우는 물론 허가등을 받았더라도 허가
등의 내용을 벗어난 경우, 다른 사람이 행하는 영업인 경우, 다른 장소에
서 행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허가등은 사업인정
고시일등 이전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에
허가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허가등을 받은
영업도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즉

7

3. 보상의 기준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
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
당하였다면 그 후 사업지구 내의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였더라
도, 이전된 사유나 이전된 곳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았는가를 불문하고
75)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앞의 책, 3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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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 때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그 토지
상에서 영업을 해 왔고 그 당시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지장물이 존재하
고 있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이처럼 영업장소가 이전된 경우에는 소
송과정에서의 입증이 다소 곤란해질 여지도 있다.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
가 있었던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은 보상계획 공고
일과 사업인정 고시일 중 빠른 날인 보상계획 공고일”이다(2014. 10. 29.
법제처 질의회신 14-0574).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그 시설의 정도에 관해서는 해당 영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에는 영업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통상적인 개념의 인
적·물적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시설적 요건은 단순히 종업원 수나 설비의 수량만으로 판단해
서는 안 되고, 실제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 6) 이에 따라 5일에 한 번씩 영업을 하였고, 철거가 용이한 설비
만을 이용하였더라도 보상의 대상이 되는 계속적 영업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두26513 판결, 2012. 12. 13. 선고 2010두
12842).
최근

7

76)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앞의 책, 39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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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선 방안
무허가건축물 관련 영업손실 보상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무허가건축물
의 소유자와 임차인을 구분하여 후자에 한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점
이다. 앞서 살폈듯이 임차인이 선의일 가능성, 임차인이 무허가건축에 대
한 직접 책임자가 아닌 점에서, 임차인은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비하
여 더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만, 생계에 지장이 있는 영세
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목적에 중점을 둔다면 무허가건축물 소유
자라도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영업손실 보상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현행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47조 제6항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임차인의 영업보상액 한도 규
정이 존재하지 않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까지 영업손실 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면 적법한 건축물에서 영업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상이 이루어지
게 됨으로써, 그 보상액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허가건축물 소
유자를 대상자에서 배제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2007. 4. 12. 개정
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위 무허가건축물 임차인의 영업보상액 한도
규정이 신설되어, 적법한 건축물의 경우보다는 적은 보상액을 인정해 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으로
인정하되, 무허가건축물 임차인의 경우처럼 그 한도액을 정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제 3 절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현행법상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되지 않지만,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완전히 배
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 필요성과 방안을 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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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앞서, 이주대책의 일반론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또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편입시키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현행 이주대책의 구체적 모습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I. 무허가건축물과 이주대책
1. 이주대책의 의의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이 예정된 지역의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택을 상실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제3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종래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아울러 인간다운 생활 보장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써 국가의 적극적·정책적인
배려 하에 마련된 제도이다. )) 주거 및 생활의 근거지를 잃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이주대책이 생활보상
의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 이주정착지는 기존의 생활터전을
떠나 새로운 생활공동체를 마련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기 때문이다. 8)
77

7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한 이주대책을 실시할 의무
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고 있다(토지보상법 제78조). 이주대책 대상자
는 “건축허가등을 받은 적법한 건축물의 소유자로, 공익사업을 위한 관
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77) 대법원 2002. 3. 5. 선고 2001다67126 판결 참조.
78) 김종보. “이주대책의 개념과 특별공급의 적용법조”, 행정법연구, (28), 163-1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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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제5항 제1호, 제2호). 도로 등 생활기본시설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토지보상
법 제78조 제4항), 이주대책을 위해 조성되는 이주정착지가 충실하게 조
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으로 이주대책은 전통적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만으로는 공
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생활보
상의 개념이 토지보상법령에 반영되면서 발전하였다. 이렇듯 이주대책
개념의 발전 연혁에 비추어 보아도, 이주대책은 이미 전통적 의미의 보
상이 모두 이루어진 후 수립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9)
연혁

7

실정법상 이주대책제도는 1976년에 제정된 구 공특법 제8조에 처음 등
장하였다. 구 공특법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의무, 관할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 규정이 현행 토지
보상법 제78조에 반영되었다. 현 토지보상법상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조항(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은, 구 공특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 정
하였던 것이 법률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이주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 이주대책의 대상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타인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1호, 제2
호). 따라서 이들의 경우, 좁은 의미의 이주대책은 물론 택지·주택의 특
별공급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주정착금은 이주대책 대상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이주대
79) 김종보, 앞의 글, 1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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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특별공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타인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2002. 12. 30.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른 경과규정으
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해서는 무허가건축물 소
유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
항80) 제1호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무허가건
축물이라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대상자를 상대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주대책은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
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
실시하게 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주대책 대상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건축물을 제공
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인데, 이 중에서 “i)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의 소유자, ii)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iii)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
하는 세입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토지보
상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각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과 다르
므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
80) 부칙 상의 표현이 ‘제5항’으로 개정되어야 함은 앞서 각주 35)에서 살핀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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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
24900 판결).
소유자와 세입자는 생활근거의 상실 정도에 차이가 있고, 세입자에 대
해서는 별도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보상되고 있으므로, 법에서 세입
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더라도 세입자의 평등권을 침
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19 결정).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
시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
가 포함된다(같은 조 제2항).

II. 이주대책의 구체적 모습
1. 이주정착지 조성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이주대책
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전통적인 이주
대책의 모습은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이주대책 대상자들로 하여금 집단
적으로 이주하게 하는 것이다. 아래 별도로 설명하는 특별공급과 구분하
기 위하여 이주대책의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원칙적으로 사업지구 외부의 이주정착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다. 그 대상지에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이 설치
되고(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지구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으면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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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1호), 사
전에 이주정착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토지보상법
제78조 제2항). 위 규정들을 살펴보면, 이주대책의 본래적 개념은 사업지
행지구 외부에 이주정착지를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째, 집단적인 이주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토지보상법은 이주희망
자가 10호 미만일 때에는 이주대책의 수립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토지
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이 규정이 위 집단적 이주를 이주대책의
개념요소로 보게 하는 근거가 된다.
둘

째, 이주정착지 조성을 위하여 또 다른 공익사업인 별도의 도시계획
사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
여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등의 방식으로, 도시계획결정, 실시계획
인가,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정착지가 조성된다.
셋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것처럼,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구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 방식에서는 굳이 사업지 외부의 이주정착지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사업지 내의 주택을 특별공
급 등의 방식으로 공급하기가 용이해졌기 때문에, 이주정착지를 전제로
하는 좁은 의미의 이주대책은 점차 사례가 줄어들게 되었다.81)

2.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들에게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
라 주택이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특별공급은 이주
81) 김종보, 앞의 글, 167-170면 참조.

- 93 -

대책 대상자가 10호 미만이어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의무가 없
는 경우에도, 이들에게 이주정착지를 쉽게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택이나 택지를 공급하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이 된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좁은 의미의 이주대책 방식 즉 사업지 외부에 이주정착지를 조성하는 방
식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 실무상으로는 재산적 손실보상에 더하여 소유
자에게 택지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거나,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지
내에 잔여 택지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지상에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공
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므로,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사업지 내의 위 택
지나 그 지상 공동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방식이 간이한 이주대책의 방
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
입자에게 해당 사업지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특별공급 형태로 우선 공급하는 방식도 가능해졌다(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 제35조 제1항 제12호 내지 제14호).
이러한 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들도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아 개발이익을 얻는 것을 전통적인 의미의 이주대
책 즉 제3의 이주정착지를 제공받는 것에 비하여 유리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공급 형태가 오히려 이주대책의 원칙적인 형태로 자
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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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핀 것처럼 이주대책은 특별공급과 구분되는 특징적 개념징표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주대책이 특별공급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또는 특별공급 중에서 선택하여 시행
할 수 있는 선택적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82)
앞

3. 이주정착금
이주정착금은 이주대책 수립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또는 이주대상자가
이주대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주대책을 대신하여 이주대상자에게 지
급하는 금원이다(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이주대책 수립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는, “i)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
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본문),
ii) 인근에 이주정착지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1호), iii) 이
주대책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같은 조 제2호)”가 있다.
초기의 이주대책 제도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조건 이주정착지를 조성하
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주정착지의 조성이 불필요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사업시행에 곤란한 상황에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89
년에 개정된 공특법 시행령에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이주대책 수립의무
를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보완책으로 이주정착금 제도가 함께
도입되었다.
이로써 이주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관하여 금전적 형태로 보
상이 이루어지게 된 결과,83)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
82) 김종보, 앞의 글, 173, 175면 참조.
83) 김종보, 앞의 글, 17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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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이주정착지를 제공하거나 특별공급을 제공하지만, 예외적으로 일
정 요건 하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 이주대책을 갈음할 수 있게 되었
다.
이주정착금의 산정은 보상대상인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
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만 원으로 하고,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만 원으로 한
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III. 개선방안
이주대책의 대상 여부는 입법 정책에 따른 재량의 영역이므로, 이주대
책의 대상자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세입자를 제외하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
19 결정).
그렇지만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도 앞서 제4장 ‘제3절 무허가
건축물과 조합원 지위’ 부분의 ‘III.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는 개선방안’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
를 개정함으로써,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 준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입
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4 절 주거이전비 등
I. 주거이전비의 의의
주거이전비는, 주거용건축물의 거주자가 주거를 이전하는 데 드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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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실비변상적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실비변상적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적
인 차원의 생활보상으로서의 성격도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
두13890 판결).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조
기에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측면도 있다.
주거이전비 보상 제도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 현실에서, 실질적으
로는 임시 거주지 마련을 위한 비용을 보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부
동산 매매 및 임대차 거래에서 매매대금 또는 전세금을 계약금·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잔금이 지급되어야 비로소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계약일부터 실제 이주일까
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용건축물
의 거주자로서는 기본적인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게 되면 그와 동시
에 이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주를 위해 마련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거주할 곳이 존재하지 않는 곤란한 상황에 처
하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함으로써, 보상금 수령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실제 입주하게 될 때까지의 기간 동
안 임시 거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다.84)
주거이전비는 1986년에 개정된 구 공특법 시행규칙상 소유자에 대한
주거비,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진 이래(구 공
특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 제30조의2),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주거이전비로 통합되어 보상이 이루어졌다.
한편, 동산의 이전비,

즉

이사비의 경우,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84)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앞의 책, 4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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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비용으로, 거주자가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 또는 언제부터 거주
하였는지, 무허가건축물인지에 관계없이 보상 당시 주거용건축물에 거주
하기만 하면 보상 대상자가 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85)

II.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의 경우,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는데(토지보상
법 제78조 제5항),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세입자에게는 보상계획의 공고일이나 사업인정의 고
시일(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
시 해당 공익사업 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4개월분
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항).
여기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 공
익사업지구에 주거용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
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주거이전비 보
상 대상에서는 제외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

III. 무허가건축물과 관련한 주거이전비 보상
해당 주거용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에 거주
하고 있지 않은 경우나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라도 거주
85)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앞의 책, 4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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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역시 주거이전비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토
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단서).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
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
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
상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이러한 소유자와 세입자 간 차이는 앞서 살핀 것처럼 임차인이 선의일
가능성, 임차인이 무허가건축에 대한 직접 행정 책임자가 아닌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2002. 12. 31.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
른 경과규정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해서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제외에 관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단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대
상자 제외에 관한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무
허가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조건 없이
주거이전비 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임차인이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물을 임차하여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주거용건축물
로 볼 수 없고, 위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가 정한 ‘무허가건축물등
에 입주한 세입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그 임차인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가 아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1072 판결).
이는 앞서 살핀 것처럼 무허가건축물의 개념에 불법용도변경한 건축물
도 포함되는 이상 당연한 결론이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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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건축물이 “① 일정한 공작물로서 토지에 정착할 것, ②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 ③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구조일 것, ④ 자체로서 독
립성을 가질 것”이라는 요건으로 구성됨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축조물
이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무허
가건축물이 무허가신축뿐만 아니라, 무허가·무신고 신축·증축·개축·재축·
이전, 무허가·무신고 대수선, 무허가·무신고 용도변경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도 명확히 하였다.
무허가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철거명령 및 대집행에 의한 철거의 대상이
되고,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나아가 무허가건축물 내에서 관허사업이 제한되는 등 공법적인 측
면에서 열악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지위가 무허가건축
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사법(私法)
적으로도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헌법상 재산권(제23조) 및 인간다운 생활권(제34조 제1항)
측면에서 무허가건축물 및 그 소유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들이 고안
되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및 보상의
과정에서 적법한 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하였고, 특정건축물정리
법이라는 한시법으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렇듯 입법을 통해 무허가건축
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보아주는 것은 불법이 만연한 상황에서 무허가건
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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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문제 해결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결국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보상, 조합원 지위 인정, 생활보상
의 각 국면에서, 무허가건축물이라도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적법한 건축물에 준하여 보상하거나, 그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로 보상
하거나, 때로는 아예 보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적 지위가 설정될 수밖
에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과정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무허가건
축물의 부지에 대한 보상, 무허가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상의 문제로 나
누는 현행 방식에 합리성이 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상
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i) 토지소유 여부에 따라 그 지상 무허가건축물의
평가를 달리하는 방안, ii) 무허가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용도변경
등 무허가건축의 양태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방안, iii) 실질적 불법인
지, 형식적 불법인지와 같이 무허가의 불법성 분류에 따라 평가를 달리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재개발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줄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대법원 판례와 도시정비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각
개발사업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응 정리되었다. 그런데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지위에 간극이 극명하게 발생하므로, 그 가운데에서 제3의 대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무허가건축물의 세입자에게 공
공임대주택의 입주권이 특별공급의 형태로 부여되나, 무허가건축물 소유
자에게는 국민주택 분양이든 공공임대주택 분양이든 대상자가 될 수 있
는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게도 위 세입자에 준하여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권을 특별공급 형태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
하다.
- 101 -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생활보상의 국면에서는, 영업손실 보상의 경우,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되 세입자의 경우처럼 상
한을 두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주대책의 경우, 그 취지상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까지 이주정착지를 제공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
록 할 수는 없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분양권
부여 등의 특별공급 형태를 통하여 그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방향을 통해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의 과정에서, 법
치행정이라는 공적 가치와 헌법상 재산권(제23조) 및 인간다운 생활권
(제34조 제1항) 보장이라는 사적 가치가 상호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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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Compensation for
Loss for Unauthorized Buildings
Kim, Hyun Keun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efore the main discussion, to begin with, it is firstly required to
clarify the legal property of the building permits and the concept of
buildings. The building is basically supposed to meet these following
four requirements that "①as a given workpiece, it should be settled
on land, ②it should be equipped with the roofs and the columns or
the walls, ③it should be equipped with the structure wherein its
residents are able to stay, ④it should have its own independence." If
a building might be constructed without any permission, even though
the building needs to be approved under these concepts, the building
will be subject to the legal regulations as an unauthorized one.
As a rule, the unauthorized buildings will be subject to the
demolition by the demolition order as well as the vicarious execution,
and their builders will be subject to the enforcement penalties and the
criminal penalties. As a result, they will have the poor status in
terms of the public law, such as the restrictions on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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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t projects within the unauthorized buildings. In addition, this
unstable position seems to affect the assessment of the economic
value of the unlicensed buildings, making it sticky for the owners or
the tenants of the unlicensed buildings to receive the due judicial
compensatio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ublic utilitie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Enforcement Rules, the special protection
was furnished for the unauthorized buildings prior to January 24,
1989, and a temporary law called the Specific Building Rearrangement
Act provided the relief measures for the unauthorized buildings to be
approved for their use.
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this method, the legal status
was established in each phase of the compensation for the property
rights of the unauthorized building owners, the recognition of the
membership status in the redevelopment projects, and the
compensation for the living compensation, even the unauthorized
buildings were compensated in accordance with, or slightly less than,
the legitimate buildings in consideration of specific or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H

In the case of the compensation for the unauthorized buildings in
the process of the expropriation for the public utilities, there seems to
be a rationality in the current method of dividing the compensation
for the unauthorized buildings and the compensation for the
unauthorized buildings themselves. However, in the process of
assessing the compensation for the unauthorized buildings themselves,
it is absolutely required to take consideration into these three aspects
i)how the the official appraisal of the unauthorized buildings on the
land rests on whether they are owned, ii)how the official appraisal
- 106 -

aries according to the pattern of the unauthorized buildings, and iii)
how the official appraisal varie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illegality of the unauthorized buildings.
v

The issue of whether to recognize the status of a membership in a
redevelopment project to the owner of an unauthorized building was
settled in the form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f each
development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Supreme Court's ruling
and the Urban Renewal Act and Ordinance. However, as the gap
between the status of the owner of the unauthorized building will be
stark depending on whether the status of the union members is
recognized, it is thus required to prepare a third alternative among
them. Moreover, now that the unauthorized building owners usually
do not posess a measure to be eligible for the sale of a national
housing or a public rental housing, it is furthermore required to
improve the right to move into a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form of
a special supply. There might be some cases where the owner of the
unauthorized buildings gets any compensation or indemnification at
all.
In the context of a living compensation for the unauthorized
buildings, it is also suggested to improve the direction of allowing
the owners of the unauthorized buildings to be compensated as well
as setting an upper limit on them as in the case of the tenants. In
the case of the relocation measures and the plan, though it does not
seem to be possible to furnish the relocation sites or pay the
relocation fees to the owners of the unauthorized buildings for the
purpose, it is required to guarantee their own status by granting
them the occupancy right to move into a public rental housing in the
form of a special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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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as seen in the above, through these improvements
and measures, it is expected that in the process of guaranteeing the
property rights and the living compensation for the unauthorized
buildings, the balance between the public value of the administration
of law and the private value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property
(Article 23) as well as the right of a human and decent life (Article
34 (1)) under the Constitution will be maintained clearly.
keywords : Land Compensation Act, Unauthorized buildings,
Compensation for property rights, Union membership status in
redevelopment project, Living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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