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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건축물의 철거는 사실적 측면에서 건축물의 물리적 형태와 공간을,

법적 측면에서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을 소멸시킨다. 현행 건축물관리법

상 해체로 지칭되는 건축물의 철거행위는 위험을 내재한 행위일 뿐만 아

니라 우리 사회의 공간이용 현황을 변경시키므로 공법적 통제의 필요성

이 명백히 존재한다.

2020. 5. 1.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의 허가(이하 ‘해체허

가’)를 신설하였다. 이에 이 글을 통해 도시의 물리적 공간형성에 간여하

는 공법규정의 총체, 즉 건설행정법에 포함되는 다양한 법률 중 ‘철거행

위’ 또는 그 의미가 거의 유사한 현행법상 용어인 ‘해체’ 관련 법제를 논

하고자 한다.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해체허가는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해체를

대상으로 한다. 철거공사는 그 특성상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사전심사를

통해 모든 요소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실무상 시공자가 현장의

변수에 대한 결정책임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감리제도는 공사현장에서 적법하고 안전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제도

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할 것이다. 이에 더하

여 유사시 현장의 결정책임을 지는 주체의 수준을 담보할 자격제도와 같

은 법적 장치를 통한 보완과 해체허가의 요건으로 해체계획의 도면을 요

구하도록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건축법의 개축개념과 건축물관리법의 해체개념은 철거행위에 있어 서

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또한 건축허가의 대상인 대수선의 경우 단순히

구조체의 해체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개축의 경우보다도 더 명백



하게 해체허가와의 범위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서 개축 또는

대수선의 건축허가만으로도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가능하다는 해석과 건

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해체를 위해서는 해체허가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모

두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해체허가의 취지 및 잠탈 방지의 요청과 건

축물관리법의 문언해석 그리고 관계 부처의 견해를 고려할 때 해체를 동

반하는 건축행위의 경우 별도로 해체허가가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더 타

당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공동주택의 관리행위로 볼 수 있는 범주에서 철거 또는 철거를 전제

로 하는 행위 중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의 대상인 것들이 존재

한다. 생각건대 주택법은 주택단지에 대하여 우선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

택법상 행위허가를 받았다면 수반되는 철거행위도 허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안전한 관리행위를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위

험방지요건을 행위허가제도에서 직접 규율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 조항에 해체허가에 대한 의제조항을 두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 철거에 대한 도시계획적 판단은 정비구역의 지정 시점

에 최초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그 사업시행계획이 포함해야 하는 내

용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가 포함되므로 정비사업의 경우 철거공사

에 대한 판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이뤄진다. 재건축사업에 있

어서 특별관계에 있는 도시정비법의 절차인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명시적

인 심사대상으로 철거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가 별도로 요구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철거, 해체,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의 허가, 개축,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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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우리 도시는 개별 건축물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개별 건축물은 건축

행위를 통해 만들어지며 이후 각종 용도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구조나 설비 등이 수명을 다

하거나 더 나은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라진다. 이처럼 건축물의 생

애주기는 기획 및 건축행위로 시작하여 사용을 위한 유지·관리를 거쳐

철거행위로 종결되며1) 모든 건축물은 언젠가는 철거될 운명에 놓여있다.

건축물은 철거되어 그 물리적 형태와 기능을 상실하므로 관련된 계약

상 권리 및 물권의 객체가 소멸하여 각종 법률관계에 영향을 준다2). 또

한 기존에 실재하던 공간을 소멸시켜 우리 사회의 공간이용에 사실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소멸하는 과정에서 공사와 관련된 위험 및 공간이

용의 현황변경 등에 대한 공법적 관리 및 통제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그

러나 우리 건설법제는 그동안 건축물에 대한 규범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

건축행위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건축물의 철거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상태에 있었다.

건축법은 경찰법의 속성을 지니며 안전을 위한 위험방지가 그 목적이

다. 따라서 건축물과 관련된 위험 및 그 위험이 현실화된 사고에 있어서

가장 책임이 있는 법제는 곧 건축법 및 관련 법제이다. 그러나 우리 사

회 속 철거공사현장에서의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방지

하는 일에 있어 우리 건설법제는 효율적인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잠원동 건물 철거공사현장 붕괴로 인한 차량 탑승자 사

1)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13쪽 이하 참조
2) 김종보,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세입자보상, 행정법연구 23호, 109~135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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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고3), 부산 단독주택 철거 중 붕괴로 인한 사고4), 인천 청천동 재개

발지역 철거현장 붕괴사고5), 송파구 철거현장 비계 붕괴사고6) 등과 같

은 사고로 인해 단일건축물이나 주택단지 등 건축물의 종류를 불문하고

철거공사현장의 위험방지 필요성이 다시금 환기되고 있다.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의 통계7)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사고

발생건수 총 464건 중 해체 및 철거 공종에서 일어난 사고는 총 32건으

로 약 6.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기 및 기계설비

공종의 24건보다 많으며, 교량관련 공종(교량 상부공, 교량 하부공, 교량

기타)의 31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해체 및 철거공 공종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8명, 부상자는 29명으로 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275명 및

부상자 552명 대비 각 6.5% 및 5.2%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건

축물의 실질적인 교체수명은 약 25~30년으로 본다. 또한 국토교통부 전

국건축물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40%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8). 그러므로 앞으로

건축물의 해체·철거공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통계적으로 건설과 관련

한 사고와 위험의 약 5~7% 가량이 철거행위와 관련이 있고 그 사고 건

수는 교량공사와 유사하며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보다 높은 숫자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건축법은 경찰법으로서 철거행위가 가져올

3) 서울 잠원동 건물 철거중 붕괴…매몰 여성 1명 사망·3명 구조, 동아일보, 2019.07.04. 
작성,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04/96325557/1, 2020.01.14. 
조회

4) 부산 단독주택 철거 중 붕괴…3명 구조·2명 사망,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2116545631163, 2020.03.02. 조회

5) 아파트 철거 중 붕괴 사고...굴착기 기사 부상, 
https://www.ytn.co.kr/_ln/0103_201710110456375290, 2020.03.05. 조회

6) 송파구 철거현장 구조물 무너져…건너편 아파트 방충망 뚫려(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80825021751004, 2020.03.05. 조회

7) 국토교통부 건설안전정보시스템 사고발생현황(발생공종별), 
https://www.cosmis.or.kr/statistics/sta10.do?method=sta01003_list, 2020.01.12. 
조회

8) 이홍석, 건축물관리법안의 주요 쟁점 검토, 1쪽 및 국토교통부 전국건축물통계, 같은 문
헌 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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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방지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 했다.

II. 연구의 목적과 범위

이제 기존 건축법이 함께 규율하던 건축행위, 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철거행위 중에서 건축물의 유지·보수와 철거행위에 대한 규율을 따로 두

기 위해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2020. 5. 1.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축

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철거공사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 해체의 허가(이하 ‘해체허가’) 및 건

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대한 규정(이하 ‘해체공사감리제도’)을

신설하였다.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으로 건축법이 주도하던 과거와 달리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으로 이원화된 건축경찰법제의 규율이 시작되었

다. 이에 이 글을 통해 기존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의 우리 법제 속에

서 철거행위 관련제도를 건축법을 중심으로 살피고, 이전과 달리 이원화

된 건축경찰법제를 구성할 새로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규율에 대해 살

피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의 철거행위 관련제도들과 건축물관리법은 어

떤 관계에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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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설법상 철거제도의 의의

제1절 서설 : 건설행정법의 철거에 대한 규율

현행법에는 건설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도 공

법상의 법, 즉 건설에 관한 행정법을 모아 다시 하나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9). 이와 같은 관점에서 ‘건설행정법’이란 ‘도시의 물리적 공간형

성에 간여하는 공법규정의 총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10).

이와 같은 건설행정법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건축법은 단일건축물에

대한 규율의 일반법으로서 핵심적 기능을 맡고 있었으며 현행 건축물관

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철거에 대한 법적 규율도 건축법이 다루고 있

었다. 그러므로 지금은 현행법상 ‘해체’11)로 포괄되는 각종 철거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선 과거 건축법의 관련 규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 제2장에서는 철거에 관련된 법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 서술될 법률 중 건축법은 건축물관리법의 제정과 함께 철거에 대한

규율에 있어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정 이전의 건축법을 (구)건축법이라 지칭하기로 한다12).

제2절 (구)건축법과 철거의 관계

9) 공법과 사법의 구분 및 공법의 의의에 대해 박균성, 행정법론(상), 6~11쪽 참조
10)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4쪽 참조. 관련하여 인용부분에서는 ‘건설법’이라는 용어로 해

당 개념을 정의하였으나, 이 글의 주된 논의가 공법에 대한 것임을 좀 더 명확히 밝히
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건설행정법’이라 칭하기로 한다.

11) 과거에는 실정법의 문언이 철거와 멸실을 구분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현재의 건축물관
리법은 건축물의 물리적 요소를 제거하는 모든 행위를 곧 ‘해체’로 정의하는 태도를 취
한다.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후술하겠다.

12) 이하  ‘(구)건축법’이라 함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2020. 5. 1. 이전에 적용되던 
‘2019. 11. 1. 시행된 건축법(법률 제16415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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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건축법의 법적 성격

1. 건축법의 의의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3). 이처럼 건축법은

개별 건축물 단위에 집중하여 도시공간을 규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

는 법률로서 개별 건축물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작동한다.

2. 건설행정법의 개념

상술한 것과 같이 건설행정법은 개별행정법 분야의 한 분야로서 건축

물, 도로 등 도시의 물리적 공간형성에 관여하는 공법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건설행정법의 영역은 다시 각 법제의 주요 기능에 따라 세부적으

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건축물과 관련된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경찰법제와 도

시 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법제가 있다14). 이 두

법제는 개별 토지에 대한 건축가능성과 건축물에 대한 허가요건을 각 법

제의 목적에 따라 소극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중 건축경찰

법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반면 우리 도시의 물리적 공간형성에 관여하는 또 다른 공법체계인

개발사업법제 등은 위와 같은 소극적 수단으로는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13) 건축법 제1조 참조
14) 김종보, 행정법학의 새로운 과제와 건축행정법의 체계,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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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경우 도시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수단인 각종 정비사업

및 개발사업을 규율한다15).

3. 경찰법으로서의 건축법

우리의 현행 건설행정법 체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건축법을 중심으로 건축물에 대한 경찰작용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들 법

률은 기능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여 공공복리를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개별적인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한 법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경찰작용을 규율하는 법을 이하 ‘건축경찰법’

이라 칭하겠다16). 이는 특정 행정영역에 있어 당해 임무의 소관행정기관

에 의해 행해지는 경찰작용으로 이해되는 협의의 행정경찰작용에 관한

법체계 중 대표적인 것이다17). 그러므로 경찰법 일반의 원칙들이 적용되

며 경찰권발동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처

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근거법률에 따른 요건

및 한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된 수권이 요구된다18).

경찰법이 주로 규율하는 경찰작용이란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권력적으로 사람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으로 정의된다19). 건축

법 제1조에 따르면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

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

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20). 이와 같은 목적

을 지닌 건축법은 비록 그 연혁적인 이유로 인해 일부 국토계획법적 성

15)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11쪽
16)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7쪽
17) 김동희, 행정법II, 190~191쪽
18) 김동희, 행정법II, 216쪽 및 김동희, 행정법I, 258쪽
19) 김동희, 행정법II, 189쪽
20) 이하 인용한 각종 법령은 별도 언급이 없는 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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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막기위해 위험방지요건을 정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단계에서 이

요건을 강제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경찰법에 해당한다21).

II. (구)건축법의 철거제도

1. 위험방지대상으로서 철거행위

(1) 철거행위의 의의

철거, 멸실, 해체 등의 용어는 법제의 변천에 따라 또는 관련 법제 각

각의 체계에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어왔다. (구)건축법은 그

조문구조상 철거와 멸실을 구분하여 인위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건축물의 물리적 실체에 대한 완전한 제거행위를 철거로 칭하고 자연재

해 등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를 멸실로 칭하는 태도였다((구)건축법 제36

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반면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해체 개

념을 전제로 건축물의 완전한 제거, 즉 철거 또한 해체의 일부라고 이해

하고 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3조, 제34조 참조). 이에 이 글에서는

‘철거행위’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의도에 따라 물리적 실체인 건축

물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2) 철거공사 자체의 위험성

철거행위는 기존의 건축물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건축물의 철거는

건축에 비해서는 단시간에 이뤄지지만 이 또한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공

사로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철거 중의 건물이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안정적이지 못 한 철거는 해당 공사에 참여 중인 건설노동자

나 관계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큰 위해를 초래하며 나아가서는 그 철

21)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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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현장 밖의 생명 또는 재산까지도 해할 수 있다. 이렇듯 철거공사에도

해당 공사 특유의 위험요소가 산재하고 있다.

이처럼 철거공사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른 위험방지대상으로서 산업

현장 일반의 위험성을 가지는 것은 물론 건축물의 물리적 실체를 제거하

는 과정과 관련한 고유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건설산업에 있어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 등을 고려하면 철거공사 도중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비록 그 물리적 실체가 일부 제거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정

적으로 존속할 수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철거공사는 산업현장의 공통적

인 위험성뿐만 아니라 철거대상 건축물이 공사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구

조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과정을 관리할 것이 요구된다.

(3) 주변 환경에 대한 철거행위의 위험성

또한 거대한 물리적 형체를 부수는 철거공사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주

위 환경에 대해 작게는 소음, 진동, 먼지 또는 파편의 비산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주변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 또는 인명피해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위험방

지의 필요성이 있다.

2. 철거행위에 대한 규율의 근거 및 필요성

(1) 재산권 행사에 대한 헌법상 제한

헌법은 기본권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23조 제1항). 그러나 헌법은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헌법 제

37조 제2항). 또한 헌법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며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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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 제2항).

이와 같은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재산권행사의 대상

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클수록 입법자에

게 더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2004헌가10 결정).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

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다른 재산권의 객

체에 비해 좀 더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위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또한 이와 같은 견해로 판단된다.

(2) 건축경찰법의 헌법적 의의와 철거의 통제필요성

우리 헌법에는 생명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생명은 인간이

다른 권리를 누리기 위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견해에 따라

그 근거로 삼는 조문은 다양하나 적어도 국민의 생명권은 헌법상 기본권

에 해당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22). 생명권은 다른 모든 권리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국가의 존립목적 및 정당성의 근거 중 가장 중요

한 것이 바로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다23).

그러므로 국가는 만일 재산권의 행사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위험요소를 방지하는 수단을 갖춰야한다. 건설공사

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인 건축물도 그 생애주기 동안 각

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필요

22) 헌법재판소 1996.11.28. 95헌바1 결정, 성낙인, 헌법학, 1085쪽에서 재인용
23) 김재호·임재만, 국민의 안전권 보장수단으로서의 소방사무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전환

과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에 관한 소고, 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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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우리 건축법은 건축행위와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하였다. 건축법은 그 수단으로서 위험방지요건을 정하고 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단계에서 건축허가를 수단으로 이를 강제하는 방식을

취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한다24).

이처럼 우리 법체계는 건축경찰법을 통해 건축행위에 관련된 위험요

인을 통제하고 있다25). 그렇다면 건축행위와 대비되는 행위이며 마찬가

지로 건설공사의 한 종류인 철거공사에 내재된 위험요인 또한 적절히 통

제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의 및 우리 헌법정신

과 건축경찰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철거행위에 대해서도 건축행위에서 두고 있는 것과 유사한 위험

방지제도를 갖출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과거 우리 건축법제는 철거행위를 신고의 대상으로만 규율하

여 그 공사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은 평가하지 않고 그 안전보장에 대한

것은 관련된 건설업 면허나 산업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등에 맡겨왔

다. 건설감리와 같은 안전보장을 위한 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가 부재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철거공사에 내재된 위험성과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재산상 손해 또는 인명피해를 야기한 다양한 사건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분명했다.

3. 제정 당시 건축법의 철거에 대한 규율

(1) 건축법의 제정

우리 건축법은 1962. 1. 20. 법률 제984호로 처음 제정되어 공포되었

고 같은 날 시행되었다. 제정 건축법은 총 8개의 장과 58개조의 조문으

24)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8쪽
25) 성낙인, 헌법학, 965~972쪽 및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2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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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뤄져있었다26). 제정 건축법 제5조는 건축허가제도를 정하였으며 이

는 현재까지도 계속 발전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출현에 대한 중요한 통제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현행 건축경찰법 체계는 기술적 기준의 영향을

받는 각종 건축허가요건 대부분을 국토교통부령을 통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반면 제정 건축법은 제2장 등에서 이와 같은 기술적 요건에 대해

대부분 직접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도시계획법이 함께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

건축법은 경찰법의 요소와 도시계획법적인 요소가 혼재된 법이었다는 점

이 제4장 ‘지역 및 지구내의 건축물의 제한’ 등에서 드러난다27). 제정 건

축법은 그 주된 기능적 수단이 건축허가제도였다는 점과 같은 시점에 도

시계획법이 별도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건축경찰법에 해당하

므로 법체계상 도시계획법적 요소는 도시계획법에 맡기는 것이 체계정합

적이었을 것이다.

(2) 제정 건축법의 철거에 대한 태도

건축물의 해체를 동반하는 각종 공사의 경우와 관련하여 제정 건축법

은 대수선에 대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수선’이라고 정

의하고 있었으며 현행 건축법에는 없는 개념인 ‘중요변경’에 대해 ‘건축

물의 중요구조부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이라고 정

의하고 있었다28). 또한 개축은 제정 당시부터 건축행위의 한 종류로 명

시되어 있었으며, 이후 시행된 제정 건축법시행령에서도 개축에 대해 ‘건

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현재대지에 축조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었다29). 이처럼 건축법은 개축과 대수선에 대해서는 제정 당시

부터 건축허가의 대상으로 명시하여 통제대상으로 보았다.

26) 제정 건축법 (시행 1962. 1. 20.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7) 제정 도시계획법 (시행 1962. 1. 20. , 법률 제983호, 1962. 1. 20. 제정) 참조
28) 제정 건축법 (시행 1962. 1. 20.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제2조 참조
29) 제정 건축법시행령(시행 1962. 4. 10. 각령 제650호, 1962. 4. 10. 제정)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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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건축법에는 멸실 또는 해체라는 단어를 건축행위와 분리하여 독

자적으로 언급한 조문은 없다고 보인다. 다만 철거라는 단어는 제정 건

축법 제42조가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철거를 명할 수 있

다는 부분에서 언급된다. 그러므로 제정 건축법은 아직 철거를 중요한

통제대상으로 둬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3) 제정 건축법상 중요변경 개념과 철거의 관계

제정 건축법은 중요변경이라는 개념을 정하여 중요구조부의 변경 중

특히 중요한 것을 이에 해당하도록 두었다. 이 중요변경 개념을 사용하

는 조문은 제정 건축법에는 전혀 없으나, 제정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중요

변경공사라는 표현을 통해 중요변경공사도급을 준 자도 건축주의 개념에

포함되며 중요변경에도 설계도서가 요구된다는 전제사실을 정의조항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30). 그리고 제정 건축법 제6조는 허가의 취소에 대해

정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이하 ‘건축주’라고 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제정 당시 건축허가제도는 건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을 하고자 하

는 경우 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정했는데 이 주요변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는 정의된 바가 없다.

이후 1970. 1. 1. 개정된 건축법에 이르러 건축허가의 대상에 대한 문

구가 주요변경이 아니라 중요변경으로 개정되었다31). 생각건대 이는 제

정 당시 입법 기술의 미비로 인한 입법의 불비이며 건축허가의 대상으로

규정된 ‘주요변경’이란 곧 정의조항에서 말하는 ‘중요변경’과 같은 의미로

선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제정 건축법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

30) 제정 건축법시행령(시행 1962. 4. 10. 각령 제650호, 1962. 4. 10. 제정) 제2조 참조
31) 건축법(시행 1970. 3. 2. 법률 제2188호, 1970. 1. 1. 일부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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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므로 건축허가의 조문내용은 곧 형벌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

었다.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따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지 않아야 하며 유추해석은 금지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정 건축

법 제2조 및 제5조에 관해서 입법의 불비로 추측되는 오기를 선해하여

정정하는 해석이 형사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라 중요변

경 또는 주요변경에 대해서도 제정 건축법의 벌칙조항을 통한 강제력의

확보가 가능하였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4) 제정 건축법의 철거에 대한 규율 부족

위와 같이 제정 건축법 내지 1975년 개정 이전 건축법은 ‘중요변경’

또는 ‘주요변경’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었으며 이는 곧 건축물의 중요구조

부를 변경하는 것 중 특히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후 1975년

법개정을 통해 건축법은 ‘중요변경’ 개념은 없어지고 ‘대수선’ 개념에 이

를 통합하였다32). 과거의 입법자들은 ‘중요변경’ 개념에 있어서 독자적인

철거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상정한 것이라기보다 건축물의 개축에 이르지

않는 선, 즉 오늘날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변경이

나 높은 위험성을 포함한 공사의 경우를 규율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당시 법률에 근거하여 철거에 대해 통제할 수 있었다고 해석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제정 건축법은 독자적인 철

거행위에 대해 규율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철거신고의 도입 등 건축법의 변화

건축법은 제정된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약 60년에 걸친 긴 개정 과정을 통해 건축법에는 다양한 제도가 신설되

었다. 이중 본 논문과 관련된 주요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2) 건축법(시행 1976. 2. 1.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제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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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상 철거신고제도의 도입

제정 이후 건축법은 10번의 일부개정을 거치고 1991. 5. 31. 전부개정

되었다33). 1991년에 전부개정된 건축법은 제3장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

를 새로 두며 처음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건축법의 규

율 영역으로 포섭하였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는 유지·관리의 일환으

로 건축물의 생애주기에서 마지막에 위치하는 철거 또는 멸실에 대한 신

고를 규정하면서 우리 건축법 체계에 철거와 관련된 제도적 통제로서 신

고제도가 명시적으로 도입되었다34).

(2) 건축공사감리제도

건축법은 1970. 3. 2. 시행된 법률 제2188호에서 제6조로써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35). 해당 규정은 당시 건축사법

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설계에 대해서 오직 건축사로만 그 설계의 자

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건축법에서 인용하여 다시금 건축사만이 해당 설

계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공사감리의 의무화를 도입한 규정이

다. 이후 1972년 개정을 통해 건축법은 공사감리자에 대해 설계도서의

비치 및 시정권고와 불응시 시장·군수에 대한 보고 등의 세부내용을 담

게 되었다.

(3)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도입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노후 건축물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

면서 건축물의 노후 방지나 성능 개선을 위한 각종 보수행위를 리모델링

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 활성

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건축법은 먼저 시행령을 통해 2001년경 리

33) 건축법 (시행 1992. 6. 1.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참조
34) 건축법 (시행 1992. 6. 1.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제27조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35) 건축법(시행 1970. 3. 2. 법률 제2188호, 1970. 1. 1. 일부개정) 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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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건축법의 2005. 11. 8. 일부개정을 통해

리모델링에 관한 조문을 법률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8년 전부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 및 이와 관련된 특례조항이 건축법에

정착했다36). 리모델링에 관련하여서는 제3장에서 후술하겠다.

III. (구)건축법상 철거신고제도

1. (구)건축법상 철거신고제도의 의의

(1) 구 건축법의 철거에 대한 태도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원칙적인 규율대상은 건축물

및 건축행위이다. 그러나 신축에만 한정하여 통제할 경우 건축물과 관련

된 위험상황을 포괄적으로 방지하는 것에 충분하지 못 하다는 점에서

(구)건축법 제2조는 그 주요 통제대상인 건축행위의 개념을 넓히고 있으

나, 그 범위에 철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구)건축법은 철거행

위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로 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건축허가의 대상으

로도 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동안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위험방지요건 충족 여부

를 심사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단으로 기능하는 건축허가 제도는 오직 건

축행위 및 건축물의 존속과 관련된 위험요소만을 통제하며, 철거행위에

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요소는 통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구)건축법

제36조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단순히

36) 건축법 (시행 2006. 5. 9.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및 건축법 (시행 
2008. 3. 21.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및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165
쪽 참조



- 16 -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구)건축법은 철거행위에 대해서는 건

축행위와 달리 아주 적은 개입만을 하고 있었다37).

(2) (구)건축법의 신고제도를 통한 규율

이처럼 철거행위는 건축행위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생애주기

에 있어 마지막에 자리하는 행위이다. 우리 법제는 단순히 건축물을 소

멸시키기 위해 철거행위를 하는 경우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건설실

무상 대부분의 철거행위는 해당 대지에 다른 건축물을 짓는 등의 새로운

건축행위를 위한 전제가 되는 작업으로써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구)건

축법은 이와 같은 철거행위에 대해서 단지 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였으

며 이는 일반적으로 자기완결적 신고로 받아들여졌다.

건물을 철거하는 이유로는 해당 건물의 구조안전 등의 문제로 인해

제거가 필요할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여 그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

단순히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제거하고 싶은 경우 등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건물소유자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철거는

해당 대지에 대한 새로운 건축행위 등의 전제로서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는 개축 또는 증축의 영역에 포함된다. 그로 인해 과거에

도 실무상 개축허가의 경우 반드시 동반되는 철거에 대해 단순한 자기완

결적 신고인 철거신고의 대상인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관련하여서는 제3장에서 더 상세히 서술할 것이다.

2. 철거신고의 내용과 법적 성질

(1) (구)건축법상 철거신고의 내용

(구)건축법 제36조 제1항은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의

37) 김종보,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세입자보상, 행정법연구 23호, 109~135쪽,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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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부과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철거신고시 제출할 공사계

획서의 내용으로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안전조치의 기준에 대해 법률 또는 그에서 위임받은 시행령의 구체

적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인 건축물철

거·멸실신고서의 첨부서류 목록을 살펴보아도 철거와 관련된 위험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공사계획서에 적어야 하는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

야 하는 공사에 한하여 제출하는 기술지도계약서 사본뿐이었다.

(2) 자기완결적 신고제도인 (구)건축법상 철거신고의 한계

(구)건축법상 철거 신고의 경우 그것이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여부는

법문언상 명시된 바가 없다. 동법 시행규칙과 각종 양식을 살피면 행정

청은 건축물의 철거신고서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하고 결재하여 신고필증

을 교부하도록 정해져있기는 하나,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를 규정한 건축법 제113조는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하

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건축물의 철거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 철

거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는 곧 신고로서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38). 그러므로 (구)건축법상 철거신고제도는 해당 철

거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체적인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었다.

3. 건축행위와 철거행위의 대비

(1) 건축행위의 의의

건축법이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인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38) 김종보, 건축법의 이해, 166~16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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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39)이나, 건축법 제2조는 ‘건축’의 의미를 정

의하며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행위의 종류를 나열하는 방식

을 취하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및 지하나 고가

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

미하며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

는 것’이다(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제8호). 이에 대해 판례는 공작물을

토지에 정착시키는 단계가 곧 건축물이 되는 건축행위를 한 시점이라고

판단하는 태도40)이다.

(2) 건축허가를 통한 위험통제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본문).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도 있다41). 이처럼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일반적

으로 건축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강학상 허가다. 이와 같은 건축허가요건

은 크게 실체요건과 절차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42) 실체요건기준을

통해 건축행위에서 유래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한다. 이처럼 우리

건축법이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통해 통제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

는 대수선이며 이는 곧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 벽이 있

는 것을 중심으로 이를 새로 만들거나 추가적인 구조물을 더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된다(건축법 제2조 제8호).

건축허가가 요구하는 허가요건은 매우 다양하며 이는 크게 위험을 방

39)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41쪽
40)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도1717 판결 및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

결 등,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41쪽에서 재인용
41)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 등 참조
42)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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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한 요건, 건축물의 위생 및 기능요건, 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관

한 요건, 그리고 절차요건이 있다. 이중 위험방지요건은 위험을 동반하는

산업현장임과 동시에 불완전한 구조물을 공사 도중에도 최대한 안정적으

로 관리해야하는 특성을 지닌 건축공사 그 자체의 위험과 설비, 구조, 피

난, 방화 등에 대한 기술적 기준에 따른 요건을 통해 규율되는 건축물의

위험의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허가의 통제대상은 건

축공사 및 그 결과로서 존속하는 건축물이 된다.

건축행위는 그 자체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건축

법은 이에 건물을 짓는 행위에서 유래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두고 있다. 우선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형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규모가 작은 건축물에 비해 공사

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개략적인

공정계획과 시공방법을 내용으로 담은 설계설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및 별표3). 또

한 건축법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종 관계 법령 및 그에 따른 처분에 맞게 건축물을 건

축하여야 한다(건축법 제24조 제1항).

또한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건축

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또한 건축공사에는 산업안전기본법

및 그 관계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유형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각종 제

도가 적용되어 관계 근로자들 및 주변의 안전을 도모한다43). 이와 같은

각종 제도의 실효성은 감리제도를 통해 보장된다.

43)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는 도급산업의 대표적인 예시로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를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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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건축물 자체의

구조안전이나 재난 상황과 같은 위험요소로부터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

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건축법은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을 두

어 제48조 이하에서 구조내력, 내진능력, 피난시설, 내화구조, 범죄예방

등의 요건을 건축허가요건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하위 법

령에 위임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

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위험한 건축물의 출현

을 통제한다. 다만 이와 같은 허가 기준은 기술의 변화를 용이하게 반영

하기 위해 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다44).

(3) 건축허가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난 철거공사

건축법은 이처럼 건축공사에 있어 그 관련된 위험방지의무를 해당 공

사의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16호

는 공사시공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건축공사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그 밖의 구조물

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명칭에 관계없이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

므로 공사시공자의 범위에는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또한 포함된다.

그러나 건축법 제2장은 그 표제가 건축물의 건축으로 해당 장의 법률

은 체계상 건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법 제28조 등은 공사시공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 감리제도에 대한 (구)건축법

제25조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건축법상 정의를 고려할 때 건축허가에 따른 위험방

지대상은 곧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이 되는 공사만이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구)건축법의 문언과 체계상 타

44) 예컨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1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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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각종 건설공사 모두가 건축법상 건축

허가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 이처럼 (구)건축법은 그 정의상 해체공사의

시공자도 공사시공자로는 보고 있으나 (구)건축법의 통제수단은 거의 대

부분 건축허가를 매개로 삼아 작동하였으며 해체공사는 그 대상이 아니

었으므로 실제로 해체공사시공자에게 적용되는 통제는 드물었다고 보아

도 좋을 것이다.

IV. 소결 : 과거 법제상 철거에 대한 위험방지의 미비

1. 철거행위에 대한 건축법의 자체적인 규율 부족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구)건축법의 철거신고는 철거현장의 안전기준

과 같은 위험방지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자족적 신고로 해석된다. 따라서 과거 철거신고제도는 철거행위에서 발

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

소한도의 역할조차 어려웠다.

그 외 (구)건축법이 철거를 언급하는 각종 조문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조치 또는 각종 필요에 의한 철거 권한을 행정청에 수권하는 조문일

뿐 국민의 안전 확보와는 관계가 없었다. 또한 철거에 대해서는 건축행

위와 달리 감리 등 공사현장에서의 법적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이

마땅히 없었다. 이와 같이 (구)건축법이 적용되던 시기의 철거행위는 법

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다만 이러한 미비점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면허제

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일반에 대한 안전기준을 통한 보완이

있었다. 그러나 이 또한 철거행위의 위험요소를 제대로 방지하기에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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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것이었다. 또한 법령의 체계정합성 측면에서도 건축법 자체에서

철거행위에 대한 위험방지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2. 건설업 등록에 따른 보완의 미비점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영위하려면 해당 건설업에 대해 등록하도

록 하고 등록한 면허 범위의 건설업만을 영업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면

허법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참조). 그리고 후술

할 것과 같이 철거의 경우에도 관련된 건설업 등록제도에서 관련 업종

등록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 요구되는 기준요건이

높지 않고 해당 업종의 등록 없이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각종 예외로

인해 철거에 대한 면허법제의 통제는 그리 강하지 않았다. 그리고 면허

법제의 특성상 이는 단순히 해당 시공자의 능력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당

공사현장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였다. 건설업 등록제도에 대해서

는 제5장에서 후술하겠다.

3. 철거공사 특유의 위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미비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철거행위가 이뤄지는 공사현장 역시 산업안전

이 보호되어야 하는 산업현장으로 보아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여왔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주된 목적이 산업

현장의 일반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물 고유의 위험을 방지하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기능에 상응하는

철거행위의 고유한 위험에 대한 방지기능이 그 주된 취지가 아니라는 한

계가 있었다. 실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율은 산업현장 일반에 요구되는

위험방지 및 과거 건설자재로 널리 활용되었으나 인체 유해성이 밝혀져

퇴출된 석면에 대한 특별한 관리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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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후술할 것이다.

4.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전관리요령과 심의제도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예전부터 해체공사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을 인식하고 2012년경부터 자체적으로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

여 일반에 제공하고 있었다45). 그러나 이는 단지 권고적 기능을 가지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강제성을 지니지 못 한 것이었다.

또한 철거공사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하므로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심의제도를 두기도 하였다. 그중 하나로 서울특별시 또한 조

례에 근거한 자체적인 철거심의제를 두었다46). 그러나 건축허가와 관련

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볼 것이어서 이는 곧 기관위임사무의

성격을 지니는데, 조례로 하여금 철거의 심의에 대해 정하도록 하는 수

권조항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법률유보의 준수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생각

된다47).

제3절 주택법과 철거의 관계

I.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주택법의 규율

1. 주택의 건설, 철거에 관한 법률로서 주택법

4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 정책DB,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2012.03.30. 등록,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JSESSIONID_KOREA=ph7FbnFM6k
sbzGtDLV5Ft22TSy8BJDbSm58J1BtpZx6mQF22BCXh!-1089733361!-37066402?docId
=35707

46)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 중 철거심의에 관한 부분
47) 행정의 분류에 관하여 김동희, 행정법I, 16~22쪽 및 국가행정과 자치행정의 구분기준

에 관하여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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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과 주택시장의 관리 등 주택에 관련된 전

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오늘날의 주택법은 과거 주택개발촉

진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행 법제 속에서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하여 건축법에 대해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며, 그 밖의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대한 각종 특별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의 성격을 지닌다

(주택법 제3조)48). 다만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대한 다른 특별법들은

대부분 스스로 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택법을 따른다고 정한

경우가 많아서 주택법을 주택에 관련한 일반법으로 적용하기 위해 주택

법 제3조가 직접 적용되어야만 경우는 드물다49).

주택법은 건축법보다 더 먼저 공동주택의 생성과 유지·관리에 대해

이원화된 규율체계를 정립하였다. 후술할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제정

되면서 그 이전엔 주택법에서 함께 규율하던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입

주자대표회의 등 관리기구에 대한 규율이 별도의 법률로 분리되었다. 따

라서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주로 규율하며 공동주택관리

법은 그 이후 공동주택단지의 유지·관리 단계에 대해 규율한다.

2. 사업승인을 통한 단지의 건설

주택법 제15조는 원칙적으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등에 대해 그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 적용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세

대가 일정 숫자 이하인 경우 또는 복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른 예외

등이 있으나, 사실상 대부분의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건설의 경우 주택법

48) 관련하여 범현 등, 로앤비 온주 주택법, 
https://www.onju.com/onju/service/INDEX/index.aspx 참조

4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공공주택특별법 제5조 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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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50).

단일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전제하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달리

주택법상 사업승인은 주택단지로 묶이는 일단의 토지에 대해 다수의 건

축물로 구성된 아파트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다51).

그 도시계획적 속성으로 인해 사업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봄이 타

당하다. 우리 판례52) 또한 일관되게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은 이와 같은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그 적용범위로 삼으며 만일 주택법

상 사업승인의 예외가 된다면 주택법과 그 관계 법령은 원칙적으로 적용

되지 못 한다53). 매우 작은 공동주택 등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

동주택단지는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아 지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이하

이 글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편의상 ‘주택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

는 공동주택’을 단순히 ‘공동주택’이라고만 표기하기로 한다.

II. 주택의 관리로서 이뤄지는 철거에 대한 규율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행위허가와 철거의 관계

주택법의 전신인 주택건설촉진법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주택건설

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었다.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은 제정 당시 국민주택

과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그

에 따른 대통령령은 입주자가 그 용도의 변경이나 개축 또는 증축을 하

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나 복리·부대시설의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주

50)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748쪽
51)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753쪽
52)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11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13315판결 

등,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759쪽에서 재인용 
53) 김종보, 주상복합건축물의 개념과 특례, 9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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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정하고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54).

이후 주택건설촉진법은 1977. 12. 31. 전부개정되어 제38조에 주택의

관리기준을 대통령령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

리고 1978. 12. 5. 개정을 통해 주택건설촉진법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사업계획상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

위와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및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건설부장

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였다. 이 조문은 이후 제정된 주택법 및 공동주

택관리법에까지 이어졌으며 공동주택의 관리행위로서 철거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의 원형이 되었다55).

이후 이 조문은 1992. 12. 8. 개정을 통해 제38조 제2항 제3호의 문언

이 ‘파손하는 행위’에서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라고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제도의 근거규정이 되었다56).

다만 개정에 있어서 별도의 호로 분리하지 않고 파손에 대해 규율하던

기존 제3호의 문언을 수정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 등에서 당시 입법자

들에게 개정 전의 ‘파손’이라는 문언은 ‘파손·훼손 및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57). 따라서 본 조문은

1978년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잠재적으로나마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

리시설의 철거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위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은 1987. 12. 4. 개정으로 그 허가

의 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

54)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2409호, 1972. 12. 30. 제정, 1973. 1. 15. 시행)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6518호, 1973. 2. 26. 제정, 1973. 2. 26 시행) 제26조 참조

55)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3075호, 1977. 12. 31. 전부개정) 및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
3137호, 1978. 12. 5. 일부개정) 제38조 참조

56)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4530호, 1992. 12. 8. 일부개정) 제38조 제2항 참조
57)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4530호, 1992. 12. 8. 일부개정) 개정이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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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주택건설촉진법

은 일반적인 법률과 달리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크게 2종류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관리

령이었다. 이 중 공동주택관리령이 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해 규율하고 있

었다.

2.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과 제도 변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된 2003년 이래 공동주택관

리법의 시행 이전까지 주택법은 과거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율 범위였던

공동주택의 관리행위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령으로서의 공동주택관리령은 폐지되었고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관리까지 모두 주택법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리고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상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

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었

다58). 당시 주택법의 해당 조문인 제42조 제2항은 그 문언상 (구)주택건

설촉진법 제38조 제2항과 거의 같고 다만 리모델링에 관련된 내용이 추

가되었을 뿐으로 주택법 제42조 제2항은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관련 내용을 계승하는 조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주택법이 함께 규율하던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내용

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2015. 8. 11. 법률 제13474호

로 제정되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제정 당시부터 제35조에 행위허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조문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나 관리주

체가 공동주택을 증·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군

58) 주택법(법률 제6916호, 2003. 5. 29. 전부개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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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정하였다59). 따라서 그 조

문의 문언과 형식상, 앞서 살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문 또한 (구)주택

건설촉진법을 이은 (구)주택법 제42조를 계승하는 조문으로 볼 수 있다.

3.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와 철거행위의 관계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범위에서는 다른 법에 대

해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며 주택법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공동주택관

리법 제1조 및 제4조).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법에 따라 지어진 공동주

택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데, 그 특정한 행위 중에는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가 포함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해당 규정은 해당 법

률의 목적과 동법 제5장의 제목과 제35조의 문언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용도 또는 구조

에 대해 큰 변경을 가하는 관리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조문으로 봄이 타

당하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동법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중 제

35조 제1항 각호 등 참조). 그러므로 해당 조문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

해 수반되는 일부철거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며 극히 예외적으로 건물

동의 전부철거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위 허가제를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라고 칭하기로

한다. 또한 이하 이 글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행위허가’란 곧 공

동주택관리법상의 행위허가를 의미한다. 행위허가의 규율 범위에는 철거

행위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일부 포함되는데, 행위허가와 건축물 해체의

허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후술하겠다.

59) 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제정, 2016. 8. 12. 시행) 제정이유, 국
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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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동주택의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철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복리시설,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으로 이뤄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3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참조). 그러므로 재건축에 있어서 기존 주택단지의 철거

는 당연한 전제이며 일단 기존 주택단지를 철거하기 시작하면 해당 정비

구역의 사업을 되돌이키기는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도시정비법은 그

철거의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다(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74조, 제78조 제4항 및 제81조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재난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동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이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전에도 철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법상 사업승인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다60). 관련하여 관계 행정청은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아 만들어진 기존

공동주택단지의 완전한 철거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대지에 새로운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태도

를 보인다. 설권적 지위에 기초하여 형성된 공동주택단지의 변경 또는

소멸에 대해서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태

도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택은 사회적으로도 귀중한 자산이

며 특별히 재난의 위험이 있지 않는 한 이를 단순히 소멸시키고자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공동주택의 경우 그

단지의 철거에는 새로운 주택단지의 건설에 대한 판단이 사전적으로 요

구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60) 사업승인의 법적 성질에 관련하여 김종보, 전연규,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I 하권, 
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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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소결 : 건축법과 대비되는 주택법 및 관련 법제의 체계

이상 살핀 것처럼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의 개

별 건축물에 대한 규율과는 다른 성격의 법률이 규율한다. 주택법은 그

시초인 주택건설촉진법의 시기부터 정책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법

이었고 따라서 사인의 자유로운 건축행위를 허가로써 통제하는 것이 아

니라 각 주택단지를 형성할 설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을

관리한다.

재산권의 행사로서 본래 자유로운 행위인 건축행위에 대해 그 위험방

지를 통한 공공복리 실현의 목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

면 허용하는 허가제도를 통한 개별건축물의 통제와 주택단지에 대한 통

제는 서로 속성이 다르다. 그러므로 본래는 자유로워야 할 사실행위로서

철거에 수반되는 위험방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해체허가제도와 설권

행위 및 그 결과물에 관한 기존 주택법 등의 관련 인허가제도의 관계가

설명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리행위나 정비사업에서 전제가 되는 기존

주택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철거에 있어 해체허가가 요구되는 지가 주로

문제될 것이다. 관련하여서는 제4장에서 더 자세히 서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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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축허가와 해체허가의 관계

제1절 개별 건축물에 대한 법제의 변화

I. 신설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관리

1. 건축물관리법의 의의

건설에 적용되는 각종 시공공법과 공학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

으며 그 결과 1962년 제정 건축법이 시행된 때에 비해 지금은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크게 연장되었다. 따라서 신축을 비롯한 건축행위에 관한 통

제를 위주로 하던 과거의 법제에서 좀 더 나아가 유지, 관리 및 건물 수

명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철거에 대해서도 더 세심하게 제도를 정비할 필

요가 커졌다. 이에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그동안 상대적

으로 소홀했던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 등을 규율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이 입안되어 2020. 5.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구)건축법에

있던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 등은 삭제되고 그 대신 건축물관

리법이 건축물의 유지·관리, 해체 및 멸실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게

되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건물을 안전하게 해

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

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건축물관리법 제1

조). 또한 중소규모 집합건축물의 경우 안전, 특히 화재 등과 관련한 사

고가 잦았을 뿐만 아니라 노후건축물의 증가로 인해 해체공사도 늘어났

으나 관련한 법제가 미흡하여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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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고려가 반영되었다61).

2. 건축물관리법의 법적 성질 및 규율 범위

이와 같은 건축물관리법의 법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건축경찰법의 성

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제정 건축물관리법의 대부분 내용이 (구)건축

법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일부 떼어내어 독립된 법률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물관리법의 입안과정에서 입법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건

축물관리에 관한 정책과 지원책을 수립하여 이를 기초로 각 건축물관리

자가 해당 건축물을 유지·보수·관리하는 형태를 전제하고 있었던 점, 건

축경찰법은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속성으로 인해 국가

전체에 대해 그 위험방지를 위한 법률의 적용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필요

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무는 국가사

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관리를 건축물의 유지·점검·보수·보강 및 해체

를 망라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1호). 그리

고 이와 같은 건축물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장치를 두고 있다. 우선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건축물의 생애이력은 데이

터베이스화되어 관리되게 된다(건축물관리법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

축). 또한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주에 대해 건축물관리계

획을 사용승인 신청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건축물의 탄생시점부

터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배하고 있다(건축물관리법 제11

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위와 같은 각종 건축물에 대한 성능 기준에 맞는 안전한 상태를 개별

61) 2018. 8. 30. 발의, 의안번호 15177, 건축물관리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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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은 점검제도 등을

두고 있다. 관련하여 동법은 정기점검제도뿐만 아니라 별도로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긴급점검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마련하였다(건축물관리법 제13조 이하). 나아가 점검 결과에 따

라 행정청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강·사용제한·

해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건축물관리법 제21조 이하).

또한 최근 소형 집합건물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로 인한 인

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화재안전성능에 관해서는 더욱 세밀히

규율하고 있다(건축물관리법 제27조 이하). 그리고 그동안 법적 통제가

미흡했던 철거행위에 대해 건축물관리법은 새로이 제30조 이하에서 건축

물 해체의 허가를 신설하고 해체공사감리제도를 마련하였다. 제5장에서

는 이와 같은 건축물관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다. 또

한 도시의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빈 건축물 문제에 대한 규율을 보완할

수 있도록 빈 건축물 전반에 대한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지

막으로 위 각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벌칙조항으로서 징역, 벌

금, 과태료 등을 정하고 있다(건축물관리법 제7장).

3. 건축물관리단계로의 이행으로서의 건축법상 사용승인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으로 건축경찰법은 이원화되었는데 사용승인은

건축행위의 마무리 단계이자 건축물관리단계의 시작 단계에 해당하게 된

다. 그런데 사용승인의 근거조문은 건축법 제22조지만 사용승인과 함께

건축물관리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건축물관리계획 제출의 근거법령은 건

축물관리법에 있다(건축물관리법 제11조). 그러나 건축법 제22조는 사용

승인을 받음에 있어서 건축물관리법이 요구하는 건축물관리계획의 제출

이 필요함을 자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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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수범자의 입장에서 건축법 제22조만으로는 자신의 건물을

사용승인받기 위해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해야함을 알기 어렵다. 법률의

체계정합성과 수범자에 대한 법률의 명확성을 고려할 때 건축법 제22조

에도 건축물관리법이 요구하는 사용승인의 요건인 건축물관리계획의 제

출이 필요함을 명시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5호 등 참조).

II. 이원화된 건축경찰법제

1.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으로 이원화된 규율

(구)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부터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철거까지 원

칙적으로 모두 하나의 법령체계에서 규율하여 일원적인 건축경찰법 체계

를 구성해왔다. 그러나 이와 달리 2020. 5. 1. 이후 건축물관리법이 시행

되면서 건축경찰법제는 이원화되었다. 이제 건축법은 건축행위를 중심으

로 건축물을 규율하며, 건축물의 유지·보수와 해체에 관하여는 주로 건

축물관리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건축물 해체의 허가는 이후 건축물

의 철거행위를 규율하는 일반 법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그 법적

성질 등을 판단하기 위해 우선 이원화된 건축경찰법을 살필 것이다. 이

후 해체허가의 내용과 법적 성질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건축법이 건

축행위의 통제수단으로 사용하는 도구인 건축허가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비추어 해체허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건축법의 규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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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에서는 (구)건축법의 조문 중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제35조,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제35조의2, 철거신고에 관한 제36

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제81조, 빈집정비

및 그 절차에 관한 제81조의2와 제81조의3이 삭제되었다. 다만 (구)건축

법 제3장 중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건축지도원에 관한 조

문과 건축물대장에 관한 조문, 그리고 등기촉탁에 관한 조문은 유지되었

다. 또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 제79조 및 이행강제금을 규

정한 제80조와 각종 벌칙조항 등 불법건축물의 통제에 대한 조문은 건축

법에 남아 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된 건축경찰법 체계에서 건축법은 건

축물의 건축행위 및 불법건축물의 통제라는 두 가지 기능을 크게 담당하

게 되었다.

3. 건축물관리법의 규율 범위

그에 비해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이를 위한 점검과 안전진단, 건축물의 해체, 그리

고 군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중대한 다중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과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이원화된 건축경찰법 체계에서 건축공사에서 유래하는 위험과 건

축허가요건에 위배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규율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이

용과 유지·보수 등에서 유래하는 위험, 즉 건축물 자체에서 유래하는 위

험을 방지하는 역할은 건축물관리법의 영역에 해당한다.

4. 기능 이전에 따른 관계법령 및 위임법령의 개정

건축물관리법은 그 부칙에서 건축물관리법의 시행 이후 건축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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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으로 이동하여 건축법에서 소멸하게 되는 조문을 인용하는

각 법률에 대해 이를 건축물관리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

하는 부칙을 두고 있다(제정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7조 등). 건축법 시행

령 또한 개정되어 각 관련규정들이 삭제되고 건축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

에 해당 내용이 거의 동일한 형태로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다른 법률들의 체계는 건축물관리법을 수용하

게 된다.

제2절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해체의 허가

I. 건축물 해체의 허가

1.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의 신설

(1) 철거, 멸실, 해체의 개념

문언적인 의미에서 국어사전62)에 따른 철거란 ‘건물, 시설 따위를 무

너뜨려 없애거나 걷어치움’으로 정의되어 있다. 반면 멸실에 대해서는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

게 파손됨 또는 그런 일’, 해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속으로 맞추어

진 기계 따위가 풀어저 흩어짐, 또는 그것을 뜯어서 헤침’이라고 정의되

어 있다.

과거 (구)건축법의 정의조항에서는 철거와 멸실을 정의하고 있지 않

았으나 철거신고 및 멸실신고를 규정한 동법 제36조의 문언상 그 의미를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었다. (구)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철거와 그에 대

비되는 동조 제2항에서의 멸실을 비교할 때, 철거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62)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main, 2020.1.1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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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으로 건축물을 소멸시키는 행위인 반면, 멸실은 자연재해 등 외부

적 요인으로 인해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멸한 경우를 말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였다63). 반면 해체의 경우 (구)건축법에서

는 그 문언상 철거가 수반되는 개축과 주요구조부 일부의 해체만이 수반

되는 대수선에 대한 표현 차이를 고려하여 철거와 달리 해체는 건축물의

외관은 그대로 유지되나 주요구조부의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로 건축물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해석64)함이 적절했다.

반면 (구)건축법과 달리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해체에 대해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

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7호). 여기서 건축물이란 동조 제1호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대상인 건

축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건축경찰법제에서 해체란 건축물의 동일

성 유지여부와 무관하게 건축·대수선·리모델링·멸실을 목적으로 건축물

의 전체나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일반을 의미한다. 또한 동법 제30조 제

1항 제2호의 문언은 해체신고의 대상을 정의하며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

하는 경우’라고 적고 있으므로 건축물 전체의 해체도 후술할 해체허가의

대상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건축물이 완전

히 사라지고 이후 같은 대지에 지어질 건축물과의 동일성을 상실하는 정

도에 이르더라도 해체의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은 (구)건축법에서 철거라고 적고 있던

문언을 대부분 해체로 바꾸는 등 철거보다는 해체를 현행법상 용어로 쓰

고자 하는 태도이다(건축물관리법 부칙 및 시행령 부칙65) 참조). 따라서

‘철거’의 강학상 의미는 지금도 (구)건축법에 대한 해석에 따르는 것이

63)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168쪽
64)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165쪽 및 (구)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65)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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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할 것이며 소유자나 관리자가 주도적으로 건축물을 소멸시키는 행위

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멸실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건축법 제36조가

제1항에서 인위적인 철거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자연재해에 의한 멸실을

규정한 것과 달리, 건축물관리법 제34조는 멸실신고를 정하면서 해체허

가를 받아 전면해체한 건축물은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건축경찰법상 ‘멸

실’은 이유를 불문하고 건축물이 소멸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도 신설

과거 철거행위에 대한 규율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관

리법 제30조는 철거행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건축법의 철거신고를 대신하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새로이 도입하

였다. 동법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해 건축물관리법의 시행 이후 철

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 동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법상 관

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정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5조 참조). 이 글에서는 건축물관

리법 제30조에 따른 제도를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라고 칭하겠다. 현

행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해체공사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동법 제31조에

의해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감리를 받아야 한다.

2. 해체허가에 따른 철거행위의 규율

(1) 건축물 해체의 허가의 대상 범위

해체허가는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해체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8항이 멸실을 ‘건축물이 해체·노후화 및 재해 등

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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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의 정의상 건축물관리자 등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철거함을 전제로

하는 점, (구)건축법은 행위자의 의사가 개입된 철거행위와 그렇지 않은

단순 멸실을 구분했는데 현재의 관련 부칙은 법문언에 있어서 ‘(구)건축

법의 철거’를 ‘현행법상 해체’로 대체하므로 입법자가 생각하는 두 용어

의 법적 의미는 유사할 것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해체’는 행위자의 의사

가 개입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거행위를 포괄하여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과거와 달리 ‘멸실’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의사 개입

여부와 무관하게 물리적 건축물의 소멸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멸실에 있으며

건축물의 물리적 실체를 일부든 전체든 제거하는 것은 명문상 원칙적으

로 모두 해체허가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66).

다만 그 단서조항에서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경우 및 규모가

크지 않은 건축물의 해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가 아니

라 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질의에서 주요구조

부를 해체하지 않는 리모델링의 경우 해체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라고

본 바가 있으나, 제3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의 문언상 이는 허

가의 대상은 아니고 해체신고의 대상이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67). 동법

제31조 이하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제33조는 해

체공사가 완료되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멸실의 경우는 동법

제34조가 따로 규율하여 멸실신고의 대상으로 규율하였다.

(2) 해체허가의 도입을 통한 제도의 개선

66) 이와 같이 해체의 경우 다른 관련 법제의 인허가에 무관하게 모두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취하는 견해의 예시로 “건축물 철거･해체 때 반드시 허가신고 절차 이
행”, 한국건설신문, 2020. 5. 28.,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328 등 참조

67) [건축물관리법FAQ] 건축물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실시, 
2020. 5. 18. 건축사신문,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056



- 40 -

(구)건축법의 철거에 대한 규율이 미비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건축법

의 주된 관심이며 건축허가의 통제대상인 건축행위가 오직 공간을 새로

생성,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기존 공간을 소멸

시키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제정 건축물관리

법은 그동안 통제 대상에서 벗어나있던 기존 공간의 소멸행위, 즉 철거

행위를 위해 새로이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도입하는 입법적인 수단으로

이를 보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비교대상으로서의 건축허가제도

(1)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부분의 강학상 허가 제도와 마찬가지로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한 건

축법 제11조의 문언상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에 대해 요건을 심사하여 허가를 발급 또는 거부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건축법의 건축허가 관련 법규는 신청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원칙적

으로 건축계획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건축법 제11조 제1

항,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건축설계실무상 설계도서는 처음부터 즉시 시공가능한 수준의 상세함

과 정밀성을 가지고 그려질 수 없으며 해당 프로젝트 및 대지에 적합한

기획과 발상을 기초로 평면이나 입면 또는 단면을 계획하여 점차 구체화

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건축법령에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이와 같은 건축 설계의

단계를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세분화하고 있다68). 그리고 건축

법 시행령 및 규칙 등에서는 각 허가 단계에 있어 요구되는 설계도서의

종류와 수준을 정하고 있다69). 실제 건축설계실무에서는 소위 대관업무

6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중 2. 용어의 정의 참조
69) 건축법 제11조 제3항 본문 및 그 시행규칙 별표2 소정의 설계도서 등 참조. 별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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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불리는 인허가 절차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해나가

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건축설계교육 및 실무 양쪽 모두에서 건축설

계의 단계를 크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70).

이와 같은 구분은 건축법이 설계도서를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라는 크게

두 단계의 절차에 걸쳐 제출하도록 하면서 각 단계에서 제출해야하는 설

계도서의 종류와 내용에 맞춰 도면을 작성해야하는 설계실무의 필요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제21조 참조)71). 일반

적으로 건축허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설계도서를 기본설계도서로

지칭하며 착공신고 단계에서 요구되며 실제 시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수

준의 세부사항이 담긴 설계도서를 실시설계도서라고 지칭한다72).

(2) 건축허가에 요구되는 설계도서의 성격

기본설계도서의 경우 건축물의 개요와 면적, 주차장규모, 대지에 접한

도로의 너비, 건축선에 관련된 사항과 수직동선과 개구부 등이 정해지고

개략적인 마감과 재료나 주요구조부의 상세도 등이 포함된다(건축법 제

11조 제3항,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별표2 참조). 건축허가의 신

청을 위해서는 기본설계도서의 수준을 갖춘 설계도서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실시설계도서의 경우 공종이 구분되어 분류된 도면 목록표, 개요서,

현재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 2016. 
12. 30. 일부개정)’는 중간설계의 개념에 ‘건축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으나 현행 건축법 제8조는 리모델링의 특례에 관한 조항이며 제3항
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의 체계를 생각하건데 이는 현행 건축법 제11조의 규율이 과
거 2008년 전부개정 이전의 건축법 제8조를 계승한 조문이라는 점에서 현행 건축법 제
11조 제3항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규칙의 문언상 
오류이므로 현행 법령에 맞게 문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0) 백민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관계, 35~36쪽
71) 이에 관하여 백민주, 앞의 논문, 35쪽 및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139쪽 등 참조
72) 건축설계실무 및 그 교육과정에서는 건축물의 착공 이전의 설계과정에 대해 기획(설

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로 이해함이 일반적이다. 관련하여 박근준, 
건축설계도서의 A to Z, 3쪽, 8쪽, 14쪽, 70쪽 참조



- 42 -

마감재료와 건축자재의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 표기를 위한 각종 일람

표, 지하층의 흙막이벽이나 지상측 외벽 그리고 창호와 같이 외기에 맞

닿는 부분 또는 수직동선의 코아(core)부분과 같은 건축물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상세도, 전기·수도·가스·통신 등 각종 설비에 관련된 자

세한 도서 등이 포함된다(건축법 제21조 제1항,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별표4의2 참조). 또한 법으로 정해진 내용 이외에도 실시설계

도서는 시공자가 해당 도서를 통해 현장에서 시공이 가능할 것이 요구되

므로 정밀한 시공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상세도 등이 일반적으로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3D모델링 등 법

령상 요구되는 설계도서의 범위를 넘은 표현물이 작성되기도 한다.

상술한 것과 같이 건축허가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본설계도서와 건

축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건축법 제

11조 제1항 및 제3항73)). 이후 건축물의 시공 및 착공신고를 위해 실시

설계도서가 작성된다. 이와 같은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에 대한 건축설계

실무가들의 인식은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보다 현실에서

시공이 가능한 수준의 도면을 작성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처럼 기본설

계도서와 달리 실시설계도서는 기본설계단계에서 고려되거나 표현되지

못 하였던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새로이 작성되게 된다.

실시설계단계에서 추가되는 상세도 등 도면의 경우 기본설계도면과의

축척차이 등으로 인해 기존에는 표현되지 않았던 세부사항이 실시설계도

서에는 추가적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공사를 위해 건축물의 각

요소마다 실존하는 각종 제품이나 자재를 지정하는 표 등을 통해서도 기

본설계도서로는 알 수 없는 실시설계도서만의 요소가 새로이 추가되게

된다74).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의 순서에 따른 시공도를 작성하여

73) 단 동조 제2항 등에 따라 대형건축물에 요구되는 서류 및 절차나 동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될 수 있는 각종 허가의 요건심사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74) 이와 관련된 건축사 자격을 지닌 설계자에게 일임된 기술적 사항 및 그에 대한 공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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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이해를 돕기도 한다75). 그리고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 건축주와

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

리자는 필요한 경우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건축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

이처럼 건축허가시에 검토된 도면과 실제 건축물의 시공과정에 사용

되는 도면은 엄밀히 말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것이라

고는 볼 수 없다. 다만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이에 이어지는 각 시공과

정은 기존에 받은 건축허가에 기초하여 허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실

시설계도서 또한 기존의 건축허가에 있어 토대가 된 기본설계도서와 큰

틀에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는 곧 기존의

설계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법상의 설계변경, 즉 건축허

가의 변경허가 절차를 거처야 할 것이다76).

4.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의 법적 성질

(1) 철거행위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

건축물관리법은 2020. 5.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적용된 지가 오래되

지 않아 아직 실무상의 관례 등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

다. 그러나 해체허가제도와 관련된 조항의 문언 및 그 규율 구조와 해체

공사의 성질을 생각할 때 해체허가제도의 법적 성질을 논하는 것은 가능

하다고 할 것이다.

(2) 해체허가의 법적 성질

심사의 미비에 관하여 백민주, 앞의 논문, 42~44쪽 참조
75) 박근준, 건축설계도서의 A to Z, 150쪽
76) 백민주, 앞의 논문, 38쪽 및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144~1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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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이를 소멸시키는 선택을 할

자유가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건축물이 가지는 특별한 위험요소를 고

려하여 건축물관리법은 그 소멸, 즉 철거행위에 대해서 일반적 금지를

두고 있다. 이처럼 해체허가제도는 본래 국민의 행동자유권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해체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이를

다시 허용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규정하며 별도로 상대

적으로 경미한 해체는 신고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 대부분의 제도가 인

허가제도를 규율함에 있어 신고제는 간소화된 절차로 두고 원칙적으로는

허가제를 통해 금지를 해제하도록 규율하는 모습을 보인다77). 따라서 건

축물관리법의 해체신고 또한 그 원칙적 인허가제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대해 입법자가 만든 예외적인 간이 절차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은 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4

항은 허가권자는 다시 그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

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곧 해체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체계획서에 대

한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해체허가제도는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의 심사도 가능한

제도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금지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동법 제54조는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관련 절차 및 서류를 부실 또는 허위로 처리한 경우 과태료

를 부과한다. 그리고 동법 제51조는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해체계획서

검토를 받지 않고 해체공사를 강행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만일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다면 무기 또는 1년 이

상의 징역이라는 엄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77) 예컨대 건축법의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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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해체허가는 본래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에 포함되는 건축물

의 해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금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야 다시 금지

를 풀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서 정한

건축물 해체의 허가는 그 강제적 금지 및 허용의 규율 구조상 강학상 허

가78)의 범주에 포함되는 제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물관리법은

원칙적으로 철거행위를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해체허가를 통해 규율한

다.

이처럼 해체허가를 강학상 허가로 본다면 해체공사의 자유를 통제해

야할 원인에 해당하는 위험방지를 위한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반드시

발급되어야 하는 원칙적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해체공

사와 대비되는 건축공사를 규율하는 건축허가와 해체허가의 구조가 유사

하다는 점과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그리고 위험방지를 위한 제도의 취

지를 고려하면 타당할 것이다.

강학상 허가는 그 속성상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혼합적 허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해체허가의 경우 특정한 주체에게 모든 건축물을 해

체할 면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을 누군가가 해체할 수 있도

록 허용하는 것이므로 대물적 속성이 강하다고 판단된다79). 해체허가를

대물적 행정행위로 인식한다면 해체허가를 심사함에 있어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의 대상이 되며, 물적 요소에 대해서는

실질적 심사까지 가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강학상 허가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허가의 발급을 통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곧 처분에 해당한다.

78) 김동희, 행정법I, 294~299쪽
79)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에 관하여 박균성, 행정법론(상), 

308~3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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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체허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

면 불가쟁력을 갖추게 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8조, 제

20조 등).

또한 해체허가제도의 목적이 해체공사의 위해방지이므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사로부터 발생 가능한 각종 위해를 방지하는 목

적에 적합한 요건만을 규율함이 원칙적으로 합당할 것이다. 다만 (구)건

축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건축경찰법제는 그 연혁적인 이유로 일부 도시

계획법적 성격의 조문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때로는 도시계획법제를 보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해체허가의 요건 중 일부 경찰법의

성격을 벗어나는 것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

더라도 해체허가에서 요구하는 허가요건들은 적어도 해체공사라는 사실

행위와 관련된 요건이어야 할 것이다(헌법 제37조 제2항). 특히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2항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해체계획서

의 내용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건설공사로서의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에 관련이 있는 요소에 한정된다고 생각된다.

(3) 해체허가의 신청요건으로서 해체설계 요부

건축물관리법은 해체허가를 위해 반드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

고 있으며 이를 특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검토받도록 정하고 있다(건

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그 검토권한이 있는 자는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를 개설등록한 자, 안전진단전문기관이다.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사사무

소개설신고는 등록된 건축사만 가능하므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항

제1호는 곧 건축사에 의한 검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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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백히 건축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격인 건축사와 달리 제2

호의 경우 법률은 단순히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라고 적고 있으

며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는 다른 유사한 법률, 예컨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1항 등과 달리 그 문언에 ‘적합한 분야’의 기술사여야

한다는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시행령의 공포 전에도

동조 동항 제1호와의 형평성, 건축물관리법의 목적, 건축물 해체허가 제

도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히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각종 국가기술자격 중에서도 건축물의 안전 등을 검토하

는 것과 관계가 있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했었

다. 현재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을 통해 위와 같은 점을

명문으로 보완하였다. 위 시행령에 따라 기술사 중에서도 건축구조, 건축

시공 또는 건설안전을 직무범위로 등록한 기술사만이 해체계획서의 검토

주체가 될 수 있다.

동법 제30조 제3항 제3호의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동법 제16

조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

관이라고만 적고 있다. 비록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분야와 관련하여

건축물관리법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제도는

등록한 분야에 한정하여 업무를 할 것을 전제로 다른 분야의 추가 등록

에 관한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분야로 삼기 위한 기술적 기준인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1 참조).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로 해체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

축물의 경우 그 철거행위에 대한 해체허가 또한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

에 첨부되는 해체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주된 절차가 될 것이다(건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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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법 제30조 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해체계획서 대신 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함으로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

리계획이 주된 심사대상이 될 것이다.

(4) 건축설계도서와 대비되는 해체설계서의 성격

건축물관리법은 해체계획서의 내용에 대해 법률에서는 해체공사감리

자로 하여금 해체작업순서와 해체공법 등이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

지를 확인하도록 정하면서 해체계획서의 내용으로서 해체작업순서와 해

체공법 등을 전제하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이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해체공사의 개요, 해체로 영향을 받게 될

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 순서·작업안전대책·공법·화재 등 방지계획을 내

용으로 하는 해체공사 작업계획, 구조안전계획, 낙하방지 등 안전관리대

첵이 포함되어야 한다(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 시행규칙

제2항이 허가권자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

고 있다는 점, 건설공사는 각 현장마다 특수성이 존재하여 개별·구체적

인 상황에 따라 해체계획서에 별도의 내용을 추가로 요구해야할 필요성

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법령이 해체계획서의 내용으로 언

급한 각 내용은 열거라기보다는 예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문에서

명시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은 해체계획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건축물관리법의 시행 이전의 건축법은 철거에 대해서는 단순한 자기

완결적 신고의 대상으로 두고 있었으며 신고를 위해 해체작업의 방법과

순서 및 안전조치계획이 적힌 해체공사계획서,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

물의 경우 해당 조사결과사본만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되도록 하고 있었

다((구)건축법 시행규칙 서식25 참조). 다만 실무상의 필요로 인해 대형

건축물의 경우 주변 민원에 대한 대응계획이나 소음관리계획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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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거계획서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도면의 형태

로써 기존 건축물의 철거할 부분이 표시되거나 간략한 철거 순서, 장비

의 배치, 신호수의 위치 등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와 같은 도면

을 통한 상세한 표현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공사의 편

의를 위한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 과거 설계실무의 태도로 보인다. 그러

므로 각 건축물의 규모 등 개별·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을 도

면으로 표현하고 이외에는 법률이 요구하는 계획서의 형태로만 표현하였

으며 이에 따라 도면의 형태로 표현되는 철거계획의 정도는 서로 달랐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철거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개별·구체적으로 각 건축물과 현장

상황에 따라 그 관심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기존의 구조부를

계속 이용하게 되는 리모델링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설계자는 해체에 있

어 구조적으로 좀 더 섬세한 계산과 계획을 세울 것이다. 이는 철거행위

로 기존 건축물의 구조체를 변경하므로 전체적인 하중 배분이 변경된 이

후에도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설실무에서는 건물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 소규모 건축물의

전부 철거의 경우 다시 사용하지 않을 기존 구조부에 대해서는 의도치

않은 급격한 붕괴와 사고를 막기 위한 정도의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

인다. 반면 대형건축물의 경우에는 민원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작업변경

이나 지하부분의 철거에 수반되는 각종 굴착공사 도중 발견되는 예상치

못 한 지반상황 등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있어 이와 같은 현장 여건에

따라 현장관리자 등 실무주체들의 협의에 따른 판단으로 철거공사가 진

행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현장실무에서는 사전

적으로 세워지고 심사된 계획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으며 이를 기초

로 작업을 진행하되 현장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변경을 가하는 것이 당

연하다고 인식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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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철거공사에 있어서도 건설실무상 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담당

하는 작업자가 각 상황에 맞춰 변경결정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변경은 전체 건설공사 또는 철거공사에 비교할 때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철거공사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임에

는 분명하다.

연혁적으로 우리 건설법제는 되도록 건설산업의 진흥 및 건축시장의

활성화와 법적 규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

했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건축행위의 경우 2015년 이후 건축허가 시점

에는 기본설계도서의 수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착공신고의 단계에서 실

시설계도서를 심사하며 그 이후에도 경미한 변경의 경우 일괄적으로 사

후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80). 그리고 상술한 것과 같이

현장의 공사진행에 따라 예기치 못 한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실

무에는 존재하며 이와 같은 불확실성까지도 모두 사전심사대상으로 규율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건설실무의 특

성을 고려하여 이미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허용 오차가 법

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건설실무상 존재하던 철

거현장의 결정책임을 모두 공법적 사전심사의 범위로 포섭하여 없애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정도 공사현장을 담당하는 실

무자의 상황에 따른 선택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되 이와 같은

결정과 그 결정책임에 대해 국가가 공인한 자격을 가진 주체에 의한 신

중한 판단 및 그와 같은 성실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책임을 담보하는 제

도적 장치를 보완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건축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5 참조).

80) 관련하여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144~150쪽 및 백남주, 앞의 논문, 39~43쪽 참조



- 51 -

II. 해체공사감리제도

1. 해체공사감리의 필요성

건설산업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이 강한 산업이다. 건설산업은 도면에

따른 시공관리업무뿐 아니라 목공, 미장 등부터 각종 건설기계의 운용과

화물의 운송, 일용노동자들의 식사 제공,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는 공사장

내부로의 자재운반까지 아직까지도 기계로 대체되기 곤란한 다양한 노동

력을 필요로 한다. 그중 많은 수는 일용노동자들이며 이들에 대한 일당

은 일반적으로 매일 현금으로 지급된다81). 또한 일반적으로 건설업자는

스스로 공사의 완성에 요구되는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드물며

각 분야의 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일을 처리한다82). 따라서 각 하

도급 업체에게 해당 하도급 사무가 완성되는 때에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대금지급을 위한 유동적인 자금력의 확보는 양질의 노동

력과 하도급업체의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나아가서는 건설공사의 품질

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실무상 건설공사도급계약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며 다른 산업과 구

분되는 건설업의 특성이 반영된 독특한 약정이 다수 존재한다. 그중 민

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예정에 관한 약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약정

은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약정된 공사기간(‘工期’)을 도과할 경우 해당 지

체일수와 총 공사대금에 비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기로 예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83). 건설산업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그 각각이 서로

도급 또는 위임계약으로 얽혀있어 복잡한 법률관계를 가지며 지체상금책

임을 지게 되는 수급인은 다수의 주체 중 하나로 전체 공사비의 일부를

81) 관련하여 정수호, 건설산업에 대한 공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14쪽 참조
82) 관련하여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10쪽 참조
83) 관련하여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26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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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대가로 예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총 공사대금에 비례

하여 정해지는 지체일 1일당 지체상금은 해당 수급인에게 예정되었던 해

당 도급에 따른 순이익에 비교할 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에게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

는 경우 해당 공사도급의 약정된 기한을 도과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하

는 일이다. 이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기를 단축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유인동기 중 하나가 된다.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대금의 지급기일에 대한 특약을

둔다. 이는 크게 선급, 분할급, 그리고 특약이 없는 경우의 민법상 원칙

이기도 한 후급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84). 선급방식이란 곧 공사의 계

약 시점, 늦어도 착공 시점에 대가를 미리 선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

설실무상 선급방식을 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후급방식이란 민법상

원칙에 따르는 일반적인 도급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후급방식의 경우, 완성

된 건물의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해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이와 같은 방식은 건축주가 충분한 자금력이

없는 경우 흔히 행해진다.

분할급 방식은 일정 정도의 공사가 완료되면 중도금과 유사하게 도급

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 기준으로는 기간에 따라 일

정 기간마다 지급하는 방식과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공사의 진행이 일정

정도 달성될 때마다 지급하는 방식이 있으며 건설실무상 후자의 방식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성격이 반영된 독특한 대

가지급의 이행기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있다. 기성고에 따른 분할급 방

식은 건설공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계약방식이며 기성고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아 해당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고 수월한 건설공사

84)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에 대한 특약에 관련하여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17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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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채무를 이

행할 자력이 부족해질 경우 신속히 다음 분할금의 지급을 위한 기성고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기를 반드시 단축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2. 신설된 해체공사감리의 의의

(1) 해체공사감리제도의 신설

건축물관리법 또한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해체공사에 있어 해체허가

이후에도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체공사감리자를 필수적으

로 지정하도록 하여 해체공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정하고 있다(건축물관

리법 제31조, 제32조).

(2)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제도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해 공사감리제도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건축물의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의무적으로 하도

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사감리제도는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향상

을 도모하고 위법건축물의 출현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그 취지를 두고

있다85). 그러므로 공사감리자는 독립된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설계도서

등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이 이뤄지는 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당 설계도서와 시공계획의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

또한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감독해야할 책임과 의무

가 있으며, 만일 감리자가 이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사고가 발

생할 경우 그는 시공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

다86).

85) 관련하여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2172 판결 및 송현진, 유동규, 건축법 해
설, 442쪽 참조

86)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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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공사감리제도와 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법 이외에도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률이 관여하고 있다(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

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이하, 주택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이

하, 건축사법 제2조 제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이하, 전력기

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이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이하 등).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감

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동조 제10항에 따라 주택법 또는 건설기술진

흥법에 의한 관리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감리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관리된다. 주택법의 경우 제

43조 이하에서 주택의 감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건설기

술진흥법 또한 국가공사계약에 있어서 대규모·고난도의 공사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 건설사업관리87)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88).

(3)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과 의무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라 감리자격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이는 곧 건축사법 제19조에 따

른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범위에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포함된 전문분야에 대해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자격을 의미한다

(건축법 제25조 제10항,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제26조 제6항, 제

35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별표5).

87) 과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감리, 검측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가 통합된 개념이다.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전부개
정] 부칙 제18조 참조

88) 현행의 감리제도는 건축법에 그 상세한 규정을 두기 보다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책임감
리의 개념과 주택법상 감리관련 규정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건
축물의 감리에 적합한 건축법의 상세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관련하여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14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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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마치 적법한 건축행위를 위한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을 설계

자 및 공사시공자와 공사감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과 같이 해체계

획서 및 관련 도서의 작성과 그 실제 해체공사의 책임 또한 해체계획서

의 작성자와 그 검토자 및 실제 해체공사시공자와 감리자가 공동으로 지

게 된다.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그 용역대가를 법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감리업무에 따른 불이익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31조 제4항, 건축법 제25조 제11항, 제14항 및 각 지자

체 조례89) 및 건축법 제25조 제7항 등 참조).

법률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해체계획서 및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진행되는 지 등을 확인해야한다. 건축물관리법 제

32조 제1항 제5호 등은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을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므로 향후 기술적 사항에 대한 고려에 따

라 해체공사감리자의 법률상 의무가 더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현행 시행규칙은 각종 서류양식 및 석면 함유에 대한 확인의무를

두고 있다(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18조).

또한 건축물관리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을 통해 해체

공사감리자의 책임 및 의무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건

축물관리법 제32조 등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는 만일 안전한 해체공사가

곤란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거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체공사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

에게 보고하여 작업중지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상술한 것과 같이 건설산업은 즉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일용직 노동

자를 상당수 고용해야만 하는 노동집약적 특성과 다양한 하도급관계가

얽혀있어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한 특성이 있다90). 이로 인하여 건설업자

89) 예컨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8조의6,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8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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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채무의 이행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경영상 절실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해당 건설업자의 영업규모가 영세할수록 이는 시공의 품질에까

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91). 그러므로 공사대금채권의 이행기

에 있어 후금 방식이나 기성고 등에 따른 분할금 방식을 택한 경우 또는

지체상금약정이 포함된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건설시공

자에게는 공기(工期)를 최대한 단축할 유인동기가 존재한다92). 그러므로

다른 주체들에 비해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해체공사감

리자는 철거현장에서 실제로 허가된 내용에 따른 안전한 공사가 이뤄지

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93). 이와 같은 해체공사감리에

의한 안전확보가 실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리자의 직능적 능력이

자격을 통해 담보될 뿐만 아니라 해체공사의 감리에 있어 준거가 되는

해체계획서에 대해 법령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3.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

(1) 해체계획도서의 필요성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해체의 허가는 해석상

강학상 허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그 법적 성질상 이는 기속

행위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법률이 요구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철거공사에 필요

한 대책이나 계획서류 등의 수준을 법률에 명확히 하여 해체허가의 요건

으로 규정하는 것이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90) 정수호, 건설산업에 대한 공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14쪽
91)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476쪽 이하 참조
92)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178쪽 이하 및 262쪽 이하 참조
93) 각종 공사에 있어 감리제도가 실효성 확보에 큰 기능을 한다는 점에 관련하여 임진상, 

강경식, 건설안전감리제도가 위험제어 및 절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제20권 제3호,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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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허가와 달리 현행 건축물관리법에는 건축물 해체의 허

가를 위한 양식으로서 도면을 요구하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

는다. (구)건축법상 철거신고에 의해 규율되던 시기에도 실무상의 필요로

인해 단순히 글로 된 문건이 아니라 도면을 포함하는 철거계획이 작성되

는 경우가 있었을 정도로 건축물의 철거에 있어서도 도면을 통한 표현은

그 실효성이 매우 높다. 건축물은 매우 복잡한 물리적 구조물이므로 글

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세시공방법이나 공사의 절차 등이 도면을 통해서

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건축법상 건축허가에서 요구하는 기본설계도서에 대응하는

해체계획도서를 기존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법령상

의 기준을 둔다면 설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해체허가

를 통한 철거공사의 안전확보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

니라 도면을 통해 해체허가를 위한 심사 또한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해

체현장의 공사작업자 및 감리자가 더 쉽게 해체계획을 이해하고 실행하

며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해체공사계획 전문자격의 신설 필요성

또한 현행 해체계획서의 검토 주체나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

는 자격은 모두 건축행위에 관련된 실무를 위한 자격소지자나 기관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 먼저 해체계획서의 검토에 있어서 발파공정이나 상부

에 무거운 하중의 장비가 탑재되어 그 위험성이 극히 높은 특수한 경우

에는 반드시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도록 정해져 있으나 이를 제외

하고는 건축사, 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해 해쳬계획서가 검

토된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1조).

건축사 자격은 본래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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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으로서 여기서 공사감리란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감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건축사법 제2조 등

참조). 한편 관련 기술사 자격 또한 건축행위를 다룰 것을 전제로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제2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제7조, 별표7 참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해

체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정적 요소를 안전

하게 관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 같으며 해체계획서의 올바른 작성

또한 해체허가제도 및 해체공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그 검토자는

이와 같은 작성에 대해 큰 책임을 지는 자이다. 따라서 이 두 역할의 자

격요건에 있어서도 해체공사와 관련된 전문성이 확보될 것이 해체허가제

도의 실효성을 위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생각건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인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체공사

관련 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장기적으로는 해체공사계획의 전문

기술자격기준 등을 신설하여 전문성 있는 건설기술인을 육성하여 해체공

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된다(건설기술진흥법 제1조, 제20조 참조). 국가자격으로서의 건축사 자

격에 대해 건축물에 관련된 포괄적인 계획의 자격을 부여하여 통합적인

규율을 의도한다면 적어도 갱신등록을 위한 실무교육에 해체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건축사법 제

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참조).

III. 건축공사 및 착공신고와 철거공사의 관계

1. 건축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신고

(1) 착공신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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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발급된 경우 공사를 착수하기

에 앞서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94). 착

공신고를 받으면 허가권자는 그 수리 또는 처리기간 연장에 관해 3일 이

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해야하며 만일 3일 이내에 이와 같은 통지가 없다

면 그 다음 날에 신고는 수리된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21조 제3항 및 제

4항).

또한 착공신고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

사감리자와의 각 계약서 사본 및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해야만 한다(건축

법 제2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이는 과거에는 건축

허가의 단계에서 현재의 실시설계도서의 수준을 갖춘 도면집을 요구하던

태도에서 규제완화의 흐름을 타고 점차 제도가 변화하여 건축허가를 완

화하는 대신 착공신고의 단계로 실시설계도서의 제출의무를 미룬 결과이

다95). 다만 예외적으로 실시설계도서의 경우 만일 건축허가 시점에 이미

실시설계의 수준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제출하였고 변경사항이 전혀 없

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설계실무상 건축허가 시점엔 기본설계도서

의 수준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실시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점

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건축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제1항 제2호).

(2) 설계도서에 대한 마지막 요건심사로서의 착공신고

상술한 것과 같이 실제 시공에 사용될 실시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점

에 도달해서야 관계 행정청에 제출되게 된다. 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

도서는 그 큰 틀은 같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

다는 점에서 엄격한 관점으로 보자면 실시설계도서에 대해서도 공법적

통제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실시설계도서에 기반한 건축시공

94) 건축법 제21조 및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140쪽
95) 설계도서와 건축허가제도의 변화 연혁에 대해서는 백민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관

계, 39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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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허용되는 이유는 곧 이 실시설계도서가 허가받은 기본설계도서와 실

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

은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 행정주체로서는 올바른 건축감독권의 행사를

위해 이와 같은 착공을 방지할 법적 수단의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착공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여서 결국 도면의 실질

적 동일성을 심사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결국 설계

를 담당한 건축사가 기본설계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의 동일성을 최종적으

로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96). 이는 곧 건축허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법적판단이다. 따라서 착공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해석은 공

법상 허가에 대한 판단을 무권한자에게 방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국가의 건축감독권 행사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

에 위배되는 해석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요청에 어긋난다97).

반면 현행 건축법의 문언상 착공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그와 같은 수리를 위한 주된 심사대상은 건축허가 단계의 기본설계도면

과 착공신고의 실시설계도면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이며 그 동일성을 인

정받고 수리되기 전에는 신고의무는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고 문언해석의 범주를 이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

고 이와 같이 보는 경우 헌법의 국가에 대한 요청인 국민의 신체와 생명

을 보호할 의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구성될 수 있다.

또한 건축법상 착공신고에 대해서 대법원은 착공신고 또한 반려될 경

우 입게 될 불이익을 근거로 이를 처분행위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 바 있다98). 또한 이후 건축법은 2017년 개정 이후 착공신고를

96)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성질에 대하여 박균성, 행정법론(상), 
117~136쪽 및 참조

97) 정종섭, 헌법학원론, 82~84쪽 참조
98)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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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이후 3일 이내에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처

리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곧 착공신고의 수리 여부가 법률로 특별히 조문을 두어 고려할 만큼의

실질적인 법적 영향이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과 입법자

모두 이와 같은 수리를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로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착공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의무는 단순히 행정절

차법 제40조의 신고행위로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되었을 때에 비

로소 신고의무가 해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99). 이와

같은 관점에서 착공신고는 곧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며

수리가 반려될 경우 착공신고주체는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100)이다.

이처럼 해석한다면 착공신고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대한 마지막 심

사절차이자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최초의 심사절차에 해당하게 된다. 다

만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므로 건축허가에서 이미 이뤄진 실

체적 심사를 다시 살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해 실시설계도서가

형식적으로 법률에 위반이 없는 지를 살피고 건축허가 시점의 기본설계

도서와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살피는 정도의 심사가 요구

된다고 볼 것이다101).

(3) 착공신고의 대상

현행 건축법상 착공신고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인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 하게 되어있다. 건축법은 ‘공사’

99) 이와 달리 착공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며 수리간주에 대한 규정은 신속성과 명확성
을 높여 신청인의 편의를 위함이라는 견해로 박균성, 행정법론(상), 121쪽 참조

100) 관련하여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140쪽 참조
101) 이와 같은 견해로 백민주, 앞의 논문, 3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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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를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정의조항에서 건축주를 정의하며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

로 공사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건축법 제2조 제12호). 따라서 그 문

언상 건축법의 공사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공사의 의미와 같으며 특별히

건축행위의 공사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건축

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건축물의 공사는 착공신고의 대상이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의 철거를 위한 공사의 경우에도 착공신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구)건축법은 착공신고에 대한 조문에서 건축물의 철거신고시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면하도록 하는 예외를 두었으

며 당시의 철거신고서 양식에는 철거일자를 기재하게 되어있었다((구)건

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제25호). 따라서 철거공사의 경우엔 일반

적으로 철거신고로써 착공신고에 갈음했으며 별도의 착공신고를 요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구)건축법 제21조 제1항).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완료에 대한 신고만을 규

정하고 있을 뿐이며 별도의 해체공사의 착수에 대한 신고를 두고 있지

않다. 건축법의 공사기간의 기재를 통한 착공신고의 특례에 대해서도

(구)건축법과 동일한 구조의 조문이 다만 철거신고에서 건축물의 해체

허가로 문언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법

또한 현재의 해체허가신청서 양식에도 해체공사기간을 기재하게 되어있

다(건축법 제21조 제1항,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

11조 및 별표 제5호). 따라서 현행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에 따른 철

거공사도 (구)건축법이 적용되던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착공신고를 하

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2. 철거공사에서의 착공신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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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공사 이전 최종 점검절차로서의 필요성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철거공사 또한 그 착수에 관하여 신고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가장 먼저 해체허가

이후 공사착수 이전의 공법상 절차가 없다면 철거공사에 관련된 사항의

마지막 심사시점은 해체허가가 된다. 그러나 해체허가 시점에서는 단순

히 계획만이 존재할 뿐으로 실제 현장에서 이와 같은 계획이 이행되었는

지는 오로지 공사시공자와 감리자에 달려있게 된다. 물론 상술한 것과

같이 감리자에 의한 관리가 해체공사의 안전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이를 이유로 관계 행정청이 안전확보를 위한 공

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철거공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기타 관련 법률에서는 이를 건설

공사의 한 종류로 이미 보고 있다. 그리고 착공이란 본래 그 사전적 의

미가 ‘공사에 착수하다’이므로 건축행위가 아닌 공사도 포함되며 이는 건

축법 제2조의 건축주에 대한 정의조항의 문언과도 부합한다. 그동안 건

축법상 착공시점에 대해 실무에서는 건축물의 핵심인 기초를 만들기 위

한 토목작업 즉 굴착공사를 기준으로 해온 것으로 보인다102). 하지만 이

는 실무상 주로 문제되는 건축행위의 공사 중에서도 가장 원론적 형태인

신축공사에 있어서 그 시작시점을 언제로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것으로

공사의 물리적 성격이 다른 철거공사에서는 다른 해석이 요구된다고 생

각한다. 이에 대해서 착공이란 곧 공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니 신축공사에

서 건축물의 실체를 갖추기 위한 시작인 굴착공사를 기준으로 하듯 철거

공사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의 물리적 구성요소를 제거하기 시작하는 때를

착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해체허가를 통해 철거공사 또한 건축행위에 따른 공사와 같이

102) 송현진, 유동규, 건축법 해설, 336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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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공사로 그 법적 지위가 격상되었다. 일

단 해체가 진행되면 해당 공간은 리모델링 또는 증·개축되지 않는다면

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되므로 이미

철거가 되는 시점에 그 이후 진행될 건축행위는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특별한 사정 없이 중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법과 건

축법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있으며 건축법상 착공신고가 건축

물관리법에 대해 적용되도록 하여도 법률의 체계정합성에 큰 문제가 없

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철거공사 또한 착수 전의 마지막 점검절차

로서 착공신고의 대상으로 하여 실제 해체계획서에 따른 대책이 현장에

서 준비되어 있는 지와 적합한 자격을 갖춘 공사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

여부103)를 점검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2) 공적장부와의 괴리 축소를 위한 필요성

또한 후술할 것과 같이 건축물의 해체 또는 완전한 철거는 리모델링

또는 증·개축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금전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

해 공사가 중단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구)건축법에 따른 실

무상 건축물의 철거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그 공사의 실제 착수여부를 알

방법이 없으므로 실제로는 건축물이 철거되어 소멸하였음에도 등기나 건

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에는 해당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기되어 있

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해체한 이후 해체공사의 완료는 신고

하도록 규정하여 이와 같은 현실상황과 공적장부의 괴리를 줄이고자 노

력하고 있다. 그러나 후술할 것과 같이 철거를 전제로 하는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해체허가가 어떤 위치에 있는 지에 대한 해석론

중 개축 또는 대수선을 위한 건축물의 철거는 해체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103) 기존의 착공신고가 건축행위에서 수행하는 이와 같은 점검기능에 대해서는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140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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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에 따를 경우, (구)건축법에 따른 실무관행과 같이 공적장부와 실

제 건축물의 상태 사이의 괴리가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괴리를 막기 위해서는 철거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관계 행정청에 대

한 신고의무를 규정함으로서 공적장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

장 확실할 것이다.

(3) 정비사업 등 권리관계의 명확성 도모를 위한 필요성

한편 주택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사

업주체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

다. 주택법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철거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택단지

의 조성을 위해 이뤄지며 일단 철거를 시작하면 해당 사업을 멈추기 어

렵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규율 구조는 건축행위

와 철거행위를 구분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축법과 달리 기존 주택단지의

철거와 신규 주택단지의 건축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인다104). 그러므로 그 사업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공사에 있어 그 시작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철거공사를 배제하고 오직 건축

공사의 착수시점으로만 보는 것은 철거공사를 일종의 공법적 사각지대에

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서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건축물의 물리적 실체가 소멸하는

것은 각종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주며 신중하지 못 한 철거공사의 착수는

해당 법률관계에 기한 사후적 권리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

다. 예컨대 관리처분계획에 자신의 권리가 기재되어 행정계획의 형태로

확정되는 조합원 등과 달리 세입자의 경우 건축물이 철거되는 순간 권리

관계의 근거가 소멸하며 별도의 행정계획으로 이를 보장받지 못 하면 실

질적으로 민사상 또는 공법상의 권리를 소멸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

104) 예컨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중 일부로 철거계획서를 요구하는 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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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5). 그러므로 해당 사업의 마지막 점검 절차로서 각종 권리의무관계

의 명확성을 기하고 철거공사와 관련된 각종 안전대책이 명확히 준비되

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착공신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IV. 소결 : 해체허가 제도의 개선 필요성

1. 해체계획도서를 통한 개선

이상 서술한 것과 같이 기존 건축물의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해체계획

도서를 작성하도록 법령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와 같은 해체계획도서의 법제화를 통해 해체허가제도의 요건심사와 실효

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또한 도면을 통한 이해에 기초하여 건설실무자

들이 더 쉽게 해체계획을 이해하고 안전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해체공사관리를 위한 자격제도를 통한 개선

또한 이와 같은 공사관리는 그에 적합한 능력을 지닌 자, 나아가 그

관리에 특화된 직능을 보유한 자에 의해 이뤄질수록 실효성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해체공사계획의 전문기술자

격 등을 신설하여 전문성 있는 건설기술인을 육성함이 타당하다.

3.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통한 개선

또한 공적장부와의 괴리를 더욱 축소할 수 있으며 실제 공사를 시작

하기 전 최종 점검절차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거공사에 있어

105) 관련하여 김종보,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세입자보상, 126쪽 이하 및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575쪽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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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착공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해체허가 및 감리제도와 함께 착공신고로서 철거공사

의 안전을 마지막으로 다시 점검하여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철거공사 착공신고를 통해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의 소멸

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동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철거를 전제한 건축행위와 해체허가의 관계

I. 건축행위 중 철거를 전제하는 행위

1. 건축법상 개축에서 전제되는 철거

(1) (구)건축법상 개축의 개념

건축법은 건축행위의 한 유형으로 개축을 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

에 따르면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구)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증축에 대한 정의에서는 건축물의 철

거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재축에 대한 정의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서 개축행위는 그 정의상

건축물의 재축조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되는 기존 건축물의 해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봄이 옳다106). 또한 개축은 문언상 종전과 같은

규모의 재축조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만일 기존 건축물을 철거

하더라도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증가한다면 이는

증축으로 봄이 타당하다.

106) (구)건축법과 비교할 때 현행 건축법 시행령의 정의조항은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이나,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철거라는 용어 대신 해체라는 용어로 바꾸어 서술하고 있다. 관
련하여 대통령령 제31100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 9.] 제2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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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축에 대한 (구)건축법의 허가는 개축행위의 속성상 곧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해당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의 축조를 동시에 허용

하는 것이었다. 개축 또한 건축행위이므로 그 허가의 법적 근거는 곧 건

축법 제11조이며 따라서 다른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와 제도상 차이가 있

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개축이 철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개축에 대한

건축허가(이하 ‘개축허가’)의 오랜 실무관행은 개축허가에 대한 심사에서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 또한 함께 통제해왔다107). 따라서 (구)건축법상

개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철거에 대해 허가

제에 준한 통제가 이뤄지는 형태로 통제될 수 있었다108).

(2) 건축허가와 의제조항의 의의

의제조항이란 특정한 처분을 받으면 해당 처분 외의 다른 처분을 받

은 것으로 보는 특별한 법조항이다109). 실정법상 의제조항은 크게 허가

신청자가 절차간소화를 위해 인허가의제를 받을 의사로 관련 서류를 제

출하고 관계 행정청과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의제되는 경우, 그리고 해

당 허가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다른 허가로서 주된 허가의 발급을 위해

선 반드시 필요하기에 필수적으로 협의되고 의제되야 하는 두 가지 유형

으로 분류할 수 있다110). 절차간소화를 위해 인정되는 인허가의제의 경

우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의제가능한 허가에 대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

여 심사받는 경우에 한해 의제조항이 작동하고, 당해 처분에 필수적인

요소를 위한 의제조항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심사되어야 할 것이며 관

련 요건이 미비하다면 주된 허가도 발급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111).

107) 김종보,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세입자보상, 127쪽
108)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167쪽
109) 인허가의제의 기본구조에 대해서는 최계영,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 169~170쪽 참조
110) 김종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시행자와 사업절차의 특수성, 685~687쪽 참조
111)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125~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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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의제조항은 주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이므로 인허가의

제조항을 통해 다른 인허가가 의제되려면 해당 인허가의 실체법상 요건

심사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신청인이 의제되는 허가의 심사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것이 신청인이 원하는 주된 허가에 필

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이는 단순히 신청인이 의제조항을 통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포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청된 본래의 허가를 발급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112).

건축법 또한 건축허가제도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규율을 오랜 시간

담당해오면서 건축행위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의제

조항을 이용하여 처분절차를 통합하여 왔다. 이에 건축법 제11조 제5항

은 건축허가로써 의제되는 각종 허가를 나열하고 있다. 의제조항은 다만

절차를 간소화할 뿐 실질적 요건심사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

로 건축허가로써 각종 인허가가 의제되려면 관련된 형식적·실질적 요건

이 갖춰졌는지에 대한 관계 행정청과의 협의가 요구되며 다수 견해는 여

기서 협의란 곧 동의의 의미로 해석한다113). 현행 건축법에서도 개축은

건축행위에 포함되며 따라서 개축허가는 건축허가의 한 종류로 그 근거

법령은 건축법 제11조이므로 인허가의제조항 또한 적용된다.

(3) 개축의 전제인 철거행위

그런데 개축의 경우 대수선과 구분되는 그 정의상 주요구조부의 해체

를 동반하는 해체가 전제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따라서 개축

은 그 자체로 철거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개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통

해 허락되는 행위의 범위에는 지금도 그에 내재된 해체에 대한 허락 또

112) 이와 같은 부분인허가의제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박균성, 행정법론(상), 711쪽 및 대법
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등 참조 

113) 이와 같이 인허가의제에 있어 요구되는 ‘협의’란 곧 ‘합의’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
로 해석하는 견해로 김동희, 행정법I, 190쪽 및 김재광, 행정법상 집중효제도의 검토 및 
권수철, 인허가의제제도의 법적 성격과 사후감독에 관한 소고, 법제 535호 및 최계영,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 170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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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건축물관리법의 해체에 대한 정의가 건축을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개축을 위한 해체는 해체허가의 대

상이 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개축의 개

념정의와 해체의 개념정의는 서로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각각에 관련

된 인허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체허가와의 관계

에 대하여 건축허가와 관련된 다른 인허가처럼 의제조항 등을 통하여 한

쪽을 다른 한쪽의 심사에서 요건을 갖춰야하는 것으로 관계를 정립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그러한 법적 관계를 규명할 수 있

는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서로를 각자의 전제되는 행위로 두

는 각 법적 개념에 대한 각각의 인허가 제도 상호간의 관계를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건축법상 대수선 및 리모델링의 전제인 철거

(1) 일부철거를 포함하는 대수선

대수선이란 내력벽이나 기둥, 보와 같은 중요한 구조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그 정의상 대수선은 기존의 구조부를 일부철

거하거나 일부철거한 이후 고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수선 또

한 일부철거를 전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건축법은 명문으로 대수선을 원칙적으로 건축허가의 대상으로 규율하

고 있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따라서 어떤 일부철거가 대수선에 해당

한다면 이를 위해 건축허가가 요구된다. 그런데 개축에서의 철거는 새로

운 건축행위를 위해 이뤄지지만 대수선에서는 철거행위 자체가 대수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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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일 수 있다. 예컨대 기둥이나 보를 해체하는 경우는 대수선에 해당

하며, 실제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둥을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대수선의 경우 그 내용이 오로지 해체만

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그에 대한 건축허가는 실제

로는 해체에 대한 허가로 작동할 여지가 있다.

(2) 단순한 특례 요건으로서의 건축법상 리모델링

건축법 제2조 제10호는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고 동법

제8조는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조문은 그 기능

에 있어 건축허가기준의 완화를 위한 특례요건으로만 작동하는 것이며

건축법의 리모델링은 그 실질에 있어 여타의 건축법상 증축 또는 대수선

에 포함되는 개념이다114).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건축행위와 건축허가

및 철거행위와 해체허가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한편 일상적으로 쓰이는 리모델링의 개념은 곧 재건축의 대체적 수단으

로 공동주택의 골조를 남기고 나머지를 철거한 다음 다시 축조하는 주택

법상의 리모델링이다. 이와 같은 주택법상 리모델링과 해체허가의 관계

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II. 건축법상 개축과 해체허가의 관계

1. 현행 법제상 개축허가와 해체허가의 관계

이와 같은 현행법상 건축허가 및 그 의제조항과 해체허가의 관계에서

개축허가가 허용하는 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하나는 (구)건축법의 태도와 유사하게 개축은 철거행위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며 개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범위에서는 해체허가 없

114) 강신은, 전연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해설서, 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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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기존 건축물의 해체가 허용된 것이라는 해석이 있을 것이다. 또 다

른 하나는 해체허가를 의제하지 못 하는 이상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개축

허가와 무관하게 해체허가가 요구된다는 해석이 있을 것이다.

2. 개축허가를 통해 철거행위가 가능하다는 견해

개축허가만으로도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가능하다는 견해의 논거로

가장 유력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축에 대한 정의이다. 이와 같은 견

해에서는 개축은 문언상 해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축을 허용한다면 이

에 내재된 해체도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지 별도의 해체허가제도가 존재

한다는 이유로 해체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어색하다고 지적

할 것이다. 또한 (구)건축법상 개축의 경우 그 허가는 철거에 대해 준허

가제에 가까운 통제를 해온 것이 실무관행이었고 해체허가가 규정하는

위험방지요건 또한 개축허가의 경우 특별히 심사될 수 있어 위험방지의

실질에도 큰 무리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개축허가만으로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개축에 대

해서는 건축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그 허가는 건축허가이므로 허가의

요건 또한 건축허가의 각종 요건에 따라야할 것이다. 건축물관리법의 시

행 이후에도 기존의 실무관례가 유지된다면 개축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내재된 철거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위험방지를 도모하게 될 것

이다. 다만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은 해체공사감리제도

를 동법의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건축허가

를 받아 이뤄지는 개축현장의 철거공사는 해체공사감리제도의 적용이 없

을 것이다. 또한 개축허가에 건축물 철거의 권한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

은 곧 건축법 시행령의 문언에 기초한 것인데 해당 문언은 개축의 정의

에 대해 기존과 같은 규모로 다시 건축물을 만드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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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기존의 규모를 넘어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 증축의 정의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전제하는 문언이 없으므로 개축허가와 달리 건축물관리

법상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

조 제2호).

게다가 현행 법체계상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

는 서로 근거법률부터 다르므로 두 허가제도의 요건이 항상 일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각의 철거를 위한 사실행위를 보면 분명 동

일한 해체공사임에도 이를 개축을 위해 철거하느냐 아니면 증축을 위해

철거하느냐에 따라 행위자가 받아야할 허가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더 나

아가서는 행위자가 충족해야하는 형식적·실질적 요건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생각건대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도 해체공사의 안전을 위한 실질

적 요건은 사실상의 행위인 건축물의 해체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더라도 해석론을 통해 개축에 대해

심사할 때에는 그에 동반되는 철거행위에 대해서도 심사해야하며 그 허

가 요건으로는 행위의 성질상 유사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의 요건을

준용해야한다고 해석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 해체공사감리

제도는 해체허가를 받지 않으므로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나 개축은

건축행위에 포함되며 개축은 철거를 포함하므로 그 철거행위 또한 건축

법상 ‘건축’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건축법 제25조의 공사감리의 대

상으로 보아 공사안전의 실질적 확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개축허가와 별개로 해체허가가 필요하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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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해체를 위해서는 해체허

가가 필요하다는 견해의 가장 큰 논거는 건축물관리법의 정의조항과 그

로부터 추론 가능한 입법자의 태도이다.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7호는 명

시적으로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해체의

정의로 삼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법과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 건축이란 곧 건축법에서 정의한 건축과 같은 것으

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곧 개축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법 시행령보다 더 늦게 만들어진 해체의 정의는 개축을 위

한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제거도 포섭하려는 취지로 생각된다.

또한 해체허가제도의 도입은 각종 철거공사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번하

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철거공사는 대부분이 개

축이나 대수선 등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만일 개축허가를 받은 경우

해체허가의 실질적 요건 심사를 벗어날 수 있다면 이는 입법취지와 어긋

난다. 법의 취지에 따라 해체허가에서 요구하는 안전요건을 갖추도록 하

는 방법은 해체허가 자체를 강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또 다른 논거로서는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들 수 있다. 건축물관리법

은 (구)건축법의 철거에 대한 규율과 달리 해체허가에 따른 위험방지요

건의 통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체감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해체감리는 문언해석상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해체허가 없이 개축허가만을 통해 건축물의 해체를 할 수 있다면 이는

해체감리의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건축물관리법 제31조

참조). 이는 결국 건축물관리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해체허가를 요구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그 법적 논거로는 현행 건축경찰법제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에는 건축법이, 유지와 관리 및 해체에는 건축물관리법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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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서 철거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대해 건축물관리법이 특별법

의 위치에 있으므로 해체허가제도가 우선한다는 논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논거로는 다른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허가, 특히 증축의

경우와의 형평성을 논거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개축허가만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불가하며 해체허가를 별도로

받아야만 한다고 본다면 건축물의 개축에 대해서는 건축법과 건축물관리

법이 함께 규율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오직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며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에 따르게 된

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통해 탄생한 건물의 해체는 모두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허가를 통해 이뤄지게 될 것이므로 법제도 운영의 통일성

을 기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해석한다면 개축행위와 신축행위를 비교할 경우 원칙적

으로 경찰법제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제도의 관점에서는 그 규율의 차이를

둘 필요성이 없게 된다.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통제는 경찰법적이기보다

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법의 요소이기 때문이

다115). 다만 현행 건축법은 일부 도시계획법적 요소를 포함하며 연면적

등의 제한 또한 현행법 체계상 건축법에 위치하므로 그와 같은 범위에서

만 신축과 구분되는 개축개념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해석한다면 건축법시행령이 명시적으로 개축의

정의에서 해체를 당연한 전제로 포함하고 있음에도 건축행위에 대한 건

축허가만으로는 철거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의 문언에 언어논리상 모순되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115) 김종보,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관계, 335쪽 이하 참조



- 76 -

따라서 위와 같이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개축허

가로는 기존 건축물을 해체할 수 없고 해체허가가 요구된다는 해석이 실

무의 관행으로 굳어진다면 해체허가의 실질적 요건은 당연히 해체허가를

통해 심사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해석이 이뤄질 경우 건축법 시행령

의 정의조항을 다듬어 모순을 제거할 필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소결 : 위험방지를 위한 실질적 요건 심사의 필요성

(1) 해체허가의 실질적 요건 존중의 요청

건축물관리법의 입법취지 중 하나는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

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붕괴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체공사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116)에 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개정안

이 해체허가의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범위를 더욱 축소하여 더

광범위한 해체공사에 대해 안전을 확보하고 허가권자로 하여금 의무적으

로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확

보는 우리 입법자들의 요청이며 건축물관리법의 중요한 입법취지라고 할

것이다117). 그렇다면 적어도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해체허가의 실질적

요건을 잠탈하여 입법자의 의도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해석론을 통한 해체허가의 요구

건축물관리법이 해체허가를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및 그 시

행령의 문언과 그동안의 실무관행을 고려한다면 개축허가만으로서 건축

물의 철거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

116) 건축물관리법안(안호영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2015177 및 건축물관리법안(대안), 의
안번호 2019623,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2020.02.10. 조회 기준

117)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등10인), 의안번호 2021565, 의안정보시스
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2020.02.10. 조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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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생각건대 건축물관리법의 시행 이후에는 해체를 동반하는 건

축행위의 경우 건축허가와 별도로 해체허가가 요구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장 먼저 건축물관리법의 해체에 대한 정의상 개축의 경우에도 별도

의 해체허가가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물론 현재의 문언만을 놓고보

면 개축의 정의와 해체의 정의는 서로를 각자의 전제로 두고 있어 그 판

단이 곤란하나, 연혁적으로 건축물관리법이 더 늦게 입법되었으며 따라

서 해체의 정의는 기존의 개축 및 건축의 정의를 고려하고 만들어졌을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입법자들이 굳이 해체의 정의에 ‘건축ㆍ대수선

ㆍ리모델링을 위하여’라는 문언을 둔 것에서 해체허가가 주된 대상으로

위 각 행위들의 전제가 되는 철거행위도 포함하고자 하는 취지를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의 대상인 행위가 해체를 전제한다고 하여

해체허가가 없어도 건축허가만으로 전제로서의 철거 또한 허가되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입법자의 태도를 존중하여 별도의 해체허가가 요구된다

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2020. 5. 1. 제정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은 건

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제14조 건

축신고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건축허가가 규

율하는 각종 행위 중에서 해체허가가 필요한 것은 개축 및 대수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현행법상 건축법 및 건축허가는 개축

이나 대수선을 위해 해체허가를 받거나 이를 위한 의제조항을 두어 실질

적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시행규칙 또한 법규명

령이며 입법자의 원래 의도는 위 시행규칙 조항을 통해 건축허가와 별도

로 요구되는 해체허가를 건축허가의 신청만으로 함께 심사받을 수 있도

록 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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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국토교통부나 관계 행정청 또한 본 조항에 대해 대수선

의 경우에도 건축법상 대수선에 대한 허가뿐만 아니라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보며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체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118).

위와 같은 점에서 철거를 전제로 하는 행위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

어도 그 전제되는 철거행위가 해체허가의 대상인 경우 별도의 해체허가

가 요구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의 태도는 해체허가를 넓게 적용하려는 태도로 이해되므로 향후 실무 관

행은 개축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철거행위를 위한 해체허가가 별도로 요

구되는 방향으로 확립될 것으로 생각한다.

III. 건축법상 대수선과 해체허가의 관계

1. 대수선의 개념

건축법 제2조 제9호는 대수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했다. 그 시행령은 대수선이란 수선 중

에서도 기둥 또는 보 3개 이상의 수선이나 주요구조부의 증설 또는 해체

그리고 방화벽의 변경과 같이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소를 수선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수선에 대하여 건축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제11조의 건축

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건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미한

규모의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도 신고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

118) 익산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 필수입니다", 뉴시스, 2020. 05. 18.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8_0001028472&cID=1089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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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그리고 대수선의 경우에도 이를

위한 설계는 원칙적으로 관련된 전문자격을 소지한 자, 즉 건축사만이

설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건축법 제23조 제1항).

2. 철거를 전제하는 행위로서 대수선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대수선은 일반적인 수선과 달리 건축물의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변경을 수반하는 수선행위이다. 대

수선의 범위에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일부철거 및 변경행위가

포함된다. 대수선에 대한 건축법의 정의는 개축과 마찬가지로 그 정의

자체에서 기존 구조체의 해체를 행위의 일부로 명시하고 있다119).

한편 해체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의 정의는 그 자체에서 이미 대수선을

위해 해체를 하는 경우를 해체의 개념정의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체는 대수선에 수반되는 철거를, 대수선은 수선을

위한 해체를 각기 전제하는 개념이며 각각에 대한 별도의 인허가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특히 대수선의 경우 반드시 새로운 건축물의

시공의 전제로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전제하는 개축과 달리 단순히 구

조체의 해체만을 하는 경우도 그 행위 자체가 대수선의 개념에 포함되므

로 개축의 경우보다도 더 명백하게 해체허가와의 규율 범위의 충돌이 일

어나게 된다.

3. 대수선에 대한 건축허가와 해체허가의 관계

따라서 이 경우에도 대수선을 위한 건축허가, 즉 대수선허가만을 받

119) 예컨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 중 대표적으로 제1호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
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그 문언상 ‘내력벽의 
해체’ 자체가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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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해체허가가 별도로 필요없다는 견해와 대수선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해체허가가 요구된다는 견해가 대립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견해의 논거와 그에 따른 결론은 상술한 개축허가

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수선의

경우 건축허가의 대상인 행위 자체가 추가적인 물리적 구조물의 형성을

포함하지 않고 오직 기존 구조체의 철거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해체허가가 다루지 않는 건축허가 고유의 심사대상이 남

아있던 개축의 경우와 달리 대수선의 경우 단순해체만 하는 경우에 대해

서 건축허가와 별도로 해체허가가 요구된다고 해석한다면 건축허가는 실

질적으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IV. 소결 : 건축허가 의제조항을 통한 입법 개선 필요성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론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입법론을 통한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보완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체허가를 별도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기초한다면 개축과 같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

하는 것이 전제되는 경우 건축허가와는 별개로 해체허가를 받도록 법문

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상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문언은 단순히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

신고를 할 때 해체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종의

절차 간소화의 효과를 도모할 뿐, 어떤 종류의 행위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해체허가가 함께 신청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

으며 반드시 해체허가가 요구되는 지도 불명확하다. 관점에 따라서는 건

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은 신청자인 건축물관리자는 그와 같

이 제출‘할 수 있다’라고 정했으므로 이는 그 문언상 수범자에게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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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향후 건축법 제11조가 개선되어 동조 제5항에 의해 건축허가로써 의

제되는 인허가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 건축물 해체의 허가가 추가된다

면 이와 같은 해석의 충돌가능성이나 모순점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의제조항의 입법 개선이 이뤄진다면 개축의 전제로서 철거를 위해서도

해체허가의 요건이 갖춰져야 함이 더 명확해질 것이며 형식상으로도 개

축에 대한 건축허가만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건축이 가능하기 떄

문에 건축법 시행령의 개축에 대한 정의와도 잘 부합한다.

또한 건축물의 철거행위보다는 건축행위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

건설실무의 태도이다. 따라서 건축행위를 규율하는 건축허가에 해체허가

의 필요성을 명시하는 것이 다수 수범자의 법률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개축 또는 대수선의 절차가 간소

화되면 국민의 편익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향후 입법을 통

해 건축허가의 의제조항을 통해 해체허가가 의제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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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택단지와 해체허가의 관계

제1절 서설 : 주택의 관리 및 재건축에 수반되는 철거

제2장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공동주택과 주택단지의 규율에 대해서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택법 및 관련

법제, 이하 주택법제는 건축법 및 그 관련 법제에 대해 주택에 관한 특

별법의 지위를 가진다. 또한 주택의 공급과 관리 등에 대해서는 일반법

의 기능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은 주택법제는 그 주택단지의 완전한 소멸은 오직 새로운 주

택단지를 지을 때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태도를 취한다120). 이는 주

택단지는 사인의 자유로운 권리행사로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고

권에 근거한 설권행위를 통해 지어진 것으로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주택공급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121). 이는 곧 설권적 지

위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한 변경행위 또한 새로운 법적 지위의 형성

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122). 다만 재건축에 이르기 전에 주택단

지의 관리를 위해 일부분 철거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리를 위해 주택법제는 행위허가를 두어 규율하고 있다(공동

주택관리법 제35조).

이와 같이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행위허가에 따른 관리행위는 철거행

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철거를 전제로 하는 행위에 대한 주택법 및

그 관련 제도의 법적 판단 및 허용과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의 관계가

120)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167쪽 참조
121) 이와 관련하여 특허의 일반론에 대해 김동희, 행정법I, 294~295족 참조
122) 주택법 제15조 제4항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변경은 변경승인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등, 이미 완공된 단지의 경우에도 그 사업계획과 다른 내용으로의 변경은 변경승인과 
같은 절차가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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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문제될 것이다.

제2절 주택의 관리행위로 이뤄지는 철거

I.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의 의의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범위에서는 다른 법에 대

해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며 주택법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공동주택관

리법 제1조 및 제4조).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법에 따라 지어진 공동주

택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데, 그 특정한 행위 중에는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가 포함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

해당 규정은 해당 법률의 목적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

함에 있을 뿐 아니라 동법 제5장의 제목과 제35조의 문언상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용도 또는 구조에

대해 큰 변경을 가하는 관리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조문으로 봄이 타당하

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동법 제5장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중 제35조

제1항 각호 등 참조). 그러므로 해당 조문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수

반되는 일부철거를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며 극히 예외적으로 단지 내 건

물 1개동의 철거 등에 대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II. 행위허가에 따른 철거의 가능성

1. 공동주택의 전부 철거에 대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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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동주택단지의 완전한 철거는 위해의 방지를 위한 목적

보다는 새로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전제로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과

같은 사업의 일부로 이뤄진다. 이에 대하여 관계 행정청은 단지를 철거

하고 다른 건축물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그 전제가 되는 공동주택의 전부

철거는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철거에 대해서는 행위허가가 아

니라 재건축의 방법 등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보는 견해이다123).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전부 철거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의 범위를 벗어난 것

으로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법제를 통해 규율되는 영역이고, 행위허가는

관리차원에서의 공동주택의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

는 제도로 이해된다124).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는 주택법상 사업승인

을 받아 지어진 공동주택의 대수선 등을 위한 일부 해체, 경미한 철거,

또는 해당 공동주택과 함께 지어진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만을 별개의

건물로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일부철거를 수반하는 공사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다만 그중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허가의 예외로 두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허가제도에 대해

만일 허가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는 자기완결

적 신고라고 보고 있다125).

2. 행위허가의 규율 범위의 변화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제도는 이

123) 건교부 주환 2005.12.21., 김종보, 전연규,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I, 426쪽에서 
재인용

124)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775쪽 참조
125)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에 대해 공동주

택관리법상 행위신고는 이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과 관련하여 김종
보, 건설법의 이해, 7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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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건설된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에 대한 관리차원에서의 일부 변경 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126).

공동주택관리법이 행위허가제도를 도입한 1983년 당시의 기준을 살펴

보면 행위허가를 통해 공동주택·복리·부대시설에 포함되는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 철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개축, 대수선, 또는 파손에 해당하

는 경우였다. 이 중 개축과 대수선의 경우에는 입주자 전원의 서면동의

를 요구했으며 파손의 경우에는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입주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요구했다127).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따라 행

위허가제도의 대상이 되는 철거 또는 철거가 전제되는 행위에는 개축·재

축·대수선, 파손·철거, 또는 비내력벽 철거가 있다128).

3. 현행법의 해석에 따른 행위허가의 규율 대상 범위

현행법상 행위허가의 대상인 행위 중 개축·재축·대수선과 관련하여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허가기준을 위치 및

규모가 ‘종전 건축물 범위 안’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문언상 이와 같은

허가기준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중 일부에 해당하는

‘단일한 건축물’을 개축·재축·대수선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는 같은 표 안에서의 공동주택에 관한 허가기준이

전체 공동주택이 아니라 ‘해당 동’, 즉 공사대상인 단일 건물동의 입주자

동의율을 요구하는 것에서 더욱 명확하다.

126)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775쪽
127)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11142호, 1983. 6. 10. 일부개정) 제10조 제6항 제6호 및 

별표2 참조
12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별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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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시행령 및 별표의 내용을 볼 때,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

시설의 경우 단일 건물을 개축하는 범위 안에서는 행위허가를 통해 그러

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입주자 공유가 아

닌 복리시설을 주택단지의 다른 구성요소와 달리 취급하는 태도는 입주

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요구

되며, 부대시설 또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 3

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행위허가의 요건으로서 요구된다. 부대시설은 그

정의상 복리시설에 비해 주거에 공하는 기능상 대체되기 어렵고 주택단

지에 대한 종속성 등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복리시설과 달

리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입주자 공유 여부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입주

자의 동의율을 요구하는 해당 법령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

려는 취지상 공동주택의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리행위에 대한 행위

허가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129).

4. 정리 : 관리를 위한 개별 동의 해체를 규율하는 행위허가

이상 살핀 것과 같이 주택단지의 전부철거는 주택의 관리영역이 아니

며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를 통한 관리행위로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그러나 주택단지는 여러 개별 동 또는 건물의 집합이며 그

각각의 개별 동에서는 각각의 이유에 의해 철거행위가 필요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전체에 대해 관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공

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에 따른 규율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29)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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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위허가와 해체허가의 관계

1. 행위허가와 해체허가간 규율 범위의 중첩 가능성

이상 살핀 것과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행위로 볼 수 있는 범주에서 철

거 또는 철거를 전제로 하는 행위 중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의

대상인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도 앞서 논의한 개축허가

와 해체허가의 관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2. 행위허가와 해체허가의 관계에 대한 해석 가능성

(1) 행위허가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관리행위로서의 철거행위의 경우

주택의 관리를 위한 행위이나 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 예컨대

단독주택에 대한 행위는 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철거를 전제로 하

는 행위에 대해 공법적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는 당

연히 해체허가제도의 규율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 해체허가의 대상에서 베제되는 경미한 철거행위의 경우

반대로 해체허가는 대수선에 이르지 않는 경우 이를 단순한 신고대상

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

의 경우 방화벽 등의 예외가 아니라면 대수선에 이르지 않으므로 해체허

가의 대상이 아니다. 만일 그와 같은 경미한 철거행위가 행위허가의 대

상도 아닐 경우, 예컨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

와 같은 경우는 통제의 회색지대에 놓여있다고 보인다.

(3) 행위허가만으로 철거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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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범위 이외의 철거행위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만

으로 별도의 해체허가 없이 철거행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행위허가제도는 해체허가의 요건을 준용

하거나 의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위허가만을 받아 철거하는 경

우 해체허가의 요건은 심사되지 않는다. 주택법상 감리제도의 적용 여부

는 별론이나, 해체공사감리 또한 그 전제로서 해체허가의 대상일 것을

요하므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공사감리의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

으로 해체허가의 도입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견해의 가장 주된 논거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은 과거

의 건축법이 규율하던 내용을 분담한 것에 가까우며 따라서 주택단지에

대해서 두 법에 대해 주택법 및 관련 법제가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나중에 입법된 일반법에 대해 이전에 입법된 특별법이 우선하는

것이 일반특별관계의 원칙이다. 비록 건축물관리법은 해체의 정의에 대

해 리모델링을 위한 경우도 해체에 포함된다고는 하고 있으나 그 리모델

링이 어느 법령에 따른 리모델링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건축물

관리법의 해체에 대한 정의는 건축물 해체의 허가가 일반법의 제도로서

적용되는 범위를 표현한 것일 뿐이며 명시적으로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해체허가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특칙을 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

러면 일반적인 해석론에 따라 행위허가가 해체허가에 대해 특별법상 제

도가 되어 우선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지위가 동등한 건축법상 건축허가제도와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제도의 관계와 달리 일종의 상하관계에 있는 일반특별관계인 행

위허가제도와 해체허가제도 사이에서는 행위허가가 우선할 것이다. 그렇

다면 이미 행위허가를 통해 철거의 허용가능성을 판단한 경우 해체허가

가 적용될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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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 기존에 행위허가로 규율

되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관리에 대해 행위허가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자하였다130). 그리고 이에 따라 관련 기준이 2021. 1. 5. 개정되어 현재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대수선 등은 행위허가의 대상에서 배제

됬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3). 이는 곧 국토교통부는

행위허가의 대상이라면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고 해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해체허가

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으로 이해된다.

(4) 별도로 해체허가가 요구된다고 해석하는 견해

그와 반대되는 견해로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해체허가가 요구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해

석하는 경우 행위허가의 대상인 행위 중 철거행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는 해체허가가 별도로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해체허가의 위험방지요건이

심사된다.

그 주된 논거는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의 정의는 대수선 등을 위한 철

거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행위허가를 통해 그 허용가능성이 심사된

행위가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해당한다면 해체허가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위험방지를 위한 제도의 잠탈을 방지해야한다는 이

유에서 이 또한 해체허가의 대상으로 보아 위험방지를 도모해야한다는

입법취지를 그 논거로 삼을 것이다.

3. 소결 : 주택단지에 대한 특별법인 행위허가의 존중

130)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렙, 2020. 6. 
12.,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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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는 공동주택에 관한 한 건축법이

나 건축물관리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또한 비록 공동주택관리

법상 행위허가를 설권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적어도 그 대상

인 주택단지는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통한 설권적 지위에서 만들어진 결

과물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의 행위허가제도는 주택법 및 관련 법제가 설

권적 지위를 가진 결과물의 관리를 전담시키기 위해 특별히 만든 제도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체허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의 대상범위에서는 행위허가가 배타적으로 그 판단을 맡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V. 행위허가제도의 개선 필요성

상술한 것과 같이 주택법 및 도시정비법은 건축법이나 건축물관리법

에 대해 각 영역에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와 같은 판단범위 안

에서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에 대해 주택법 등의 규율이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의 실질적 요건을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는 문언상 심사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 따

라서 행위허가를 해체허가에 대해 우선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철거행

위의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해 해체허가가 두고 있는 각종 심사요건을 모

두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처럼 해석될 경우

건축물의 해체를 동반하는 주택단지의 관리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을 행위허가제도에서 직접 규율하거나 해체허가에 대한 의제조항을 두어

해결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3절 리모델링과 철거

I. 리모델링 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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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모델링의 개념

리모델링은 초기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증축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기 위한 목적

으로 정의된 개념이다. 2001년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고,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를 규율하던 공동주택관리령 또한 2002년 개정되면서 리모델링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전유부분의 리모델링 제안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

다131). 당시 두 시행령에 따른 리모델링의 개념 정의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로

초기의 리모델링 개념은 기존 건물을 전부 철거하는 것을 전제하는 개축

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이후 2003년 (구)건설교통부 소속 주택국

의 업무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이 명시

적으로 포함되었다132).

2. 리모델링 개념의 정책적 활용

주거기본법은 제5조에서 주거종합계획의 내용으로 주거환경 정비와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133). 이에 리모

델링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적인 특혜가 주어진다. 먼저 노후한 주택에

대하여 리모델링의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지안의 조경, 건축

선, 공개공지,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내부마감 재료 기준 등이 완화되는

131)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364호, 2001. 9. 15. 일부개정) 제6조 제1항 제5호 및 공
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17554호, 2002. 3. 15. 일부개정) 제10조 제6항 제6호 및 각 
개정이유 참조

132)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8067호, 2003. 7. 26. 일부개정) 제13조 제
2항 제28호 참조

133) 주거기본법(법률 제16391호) 제5조 제1항 제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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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가 적용된다134). 또한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주요한 부분을 활용

하는 것이어서 경제적이라는 관점에서 각종 주거개선 정책에 있어서 리

모델링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예

컨대 과거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변화를 거치며 농어촌주

거환경의 개선을 담당해온 현재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

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해당 법률에서의 리모델링의 정의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로 정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의 수단으로 리모델링을 활용할 것

을 지향하고 있다135). 또한 주거약자를 위하여 주택을 개선하는 경우에

는 법률의 근거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주택의 개조비

용 즉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36).

3. 법률에 따라 달라지는 리모델링의 개념

(1) 건축법 및 주택법의 리모델링 개념 정의

현재 리모델링의 법적 개념에 대해 건축법에서는 이를 ‘건축물의 노

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택법 또한 비록 리모델링으로서의 증축에 대

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큰 틀에서 건축

법과 같은 취지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137). 이와 같은 건축법 및 주택

법의 리모델링 개념은 도시정비법 제58조에 의해 도시정비법의 리모델링

개념으로 준용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의 문언 형식을 보면 도시정비

법의 입법자들은 건축법의 리모델링 정의와 주택법의 리모델링 정의를

134)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김혜란, 임창수, 김상범, 김은자, 홍광우, 농촌
지역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개선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vol. 19, no. 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3

135)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219호) 제2조 
참조

136)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90호) 제15조 참조
137) 건축법 제2조 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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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념으로 보았다고 생각된다138).

(2) 그 외 각종 법령의 리모델링 개념 정의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리모델링은 개념 정의부터가 대수선 또는 증

축의 개념과 각기 일부 중첩되는 것이다. 또한 건축법과 주택법 등 건설

행정법의 주요 법률은 리모델링 개념에 대해 ‘건축물의 기능개선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이라는 큰 틀을 공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관련 법률

은 이와 같은 건축법 및 주택법의 리모델링에 대한 정의를 준용하고 있

다139). 그러나 증축과 개축은 건축법 시행령의 정의상 기존 건축물의 철

거를 전제하는지의 여부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개별 법

률에 따라서는 지금까지도 처음 공동주택관리령이 정의했던 것과 같이

리모델링 개념의 범위에 개축까지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140). 심지어 건

축법 등의 정의조항을 준용한다는 명시도 없고 자체적인 정의조항도 존

재하지 않은 채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

다141).

(3) 리모델링 개념의 정비 필요성

이처럼 리모델링 개념은 다른 건축행위 개념들이나 관련 법제의 체계

정합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이미 정책적 또는

공학적인 관점에서 리모델링 용어와 개념은 대단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비록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

는 사람들, 예컨대 엔지니어나 디자이너와 같은 건설 산업의 실무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1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7219호) 제58조 제1항 중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
제25호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분 
참조

13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

140) 예컨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141) 예컨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 진

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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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허가요건완화의 기준으로서의 건축법상 리모델링

1. 건축법상 리모델링의 도입

앞서 상술한 것과 같이 리모델링 개념을 처음 실정법에 도입한 것은

2001년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이다. 2000년대에 들

어서며 과거 70~80년대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지어진 건축물들에 대한 적

절한 관리, 수선 또는 개축 등을 통해 공간의 품질을 유지할 필요가 대

두되었다. 또한 국제적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필요성이 부각되어 노후건

물의 개축보다는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선을 권장할 필요성이

높아졌다142). 이와 같은 필요 속에서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형

태의 개선, 즉 리모델링 개념과 각종 특례를 도입하게 되었다.

리모델링을 처음 도입할 당시 건축법 시행령은 리모델링을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사용검사 후 20년이

도과한 건축물은 곧 리모델링의 대상으로 보아 각종 허가요건의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하였다.

2. 건축법상 리모델링의 개념

(1) 독자성이 약한 건축법상 리모델링 개념

건축법은 리모델링에 대해 제2조 제10호에서 정의하고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은 제8조에서 공동주택을 대통령령 소정의 ‘리

142) 강정규, 최상일, 아파트 리모델링의 법정책적 저해요인분석과 활성화 방안, 64쪽 및 
백지숙, 이용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규의 변천에 관한 연구, 26쪽 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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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용적률, 가로구역

별 높이제한, 그리고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에 대하여 20%의 범위 내에

서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리모델링을 허가대상으로 지칭하

지는 않으나 건축 또는 대수선은 허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조 제1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그 단서조항의 문언에서 리모델

링을 하기 위한 경우로 지분의 80%이상 및 공유자 80% 이상에 해당하

는 동의를 받은 경우를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

우로 명시하고 있다.

앞서 살핀 것을 종합하면 건축법 제11조 제11항은 건축법상 리모델링

은 건축허가의 대상임을 전제하고 있는 조항이다. 그리고 건축법은 명시

적으로 건축허가의 대상 범위에 있어 리모델링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

고 다만 건축행위와 대수선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건축법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를 독자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건축 또는

대수선에 포함되는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건축허가의 대상이며 특정한 요건을 만족

하는 건축행위를 일컫는 개념이 된다. 따라서 건축법의 리모델링이란 건

축행위가 아닌 별도의 사실행위를 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독자적인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결국 건축법 제8

조에 해당하는 건물신축에 대해 특례를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2) 건축협정에서의 리모델링에 대한 해석

건축법 제77조의4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공간의 개선이 필요한

구역 내의 소유자 등에 의한 자발적인 소규모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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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약정하기 위한 건축협정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143). 그런데 그 문언을

보면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라고 적고 있

어 여기서 말하는 리모델링의 개념이 무엇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일 이 리모델링을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경

우,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건축법은 리모델링을 그저 특별한 요건을 갖

추어 특례를 받는 건축 또는 대수선으로 보고 있음에도 건축ㆍ대수선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점이 어색해지게 된다. 그리고 건축법 제77

조의4에서 말하는 리모델링이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한정된다면 그 문언

상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본조는 건축협정

의 체결이 가능한 지역으로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정

된 정비구역을 명시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 주

거환경개선사업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144). 그리

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도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30세대 이상이라면 주택법의 규율대상이 된다(주

택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통해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이 우선하므로 대부분의 다세대주택은 곧 주택법

상 리모델링의 대상이 된다145). 그러므로 만일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위

한 건축협정이 불가하다고 본다면 어색한 점이 생긴다. 정책적으로 그리

고 입법적으로 공간의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장려하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건축협정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경우인 대상 지역내 토지 및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의 자발

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협정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143) 건축법(법률 제12246호) 개정이유 참조
1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참조
145) 강신은, 전연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해설서, 4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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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기서 말하는 리모델링이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색함은 사라진다. 상술한 건축법의 건축허가

에 대한 태도를 생각하면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증축과 대수선에 포섭된

다. 그러므로 이 경우 대상 건물이 건축법의 규율대상이든 주택법의 규

율대상이든 관계없이 건축협정이 가능한 구역이라면 리모델링을 목적으

로 하는 건축협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조문을 살피면 건축법 제77조의11 제6항은 주택법 제35조

에 따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반대로 건축협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공사 중에는 주택법의 규율을 받는 것이 존재함을

전제한다는 뜻이다.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은 원칙

적으로 건축법의 규율을 받을 것이므로 주택법의 규율대상은 곧 주택법

상 사업승인을 받았던 주택의 리모델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제77조의4에서 말하는 리모델링은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염두에 둔 것으

로 해석하는 것이 다른 조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자연스럽다.

3. 리모델링의 원칙적 형태인 주택법상 리모델링 관련 제도

이러한 점에서 건축법은 제8조의 특례조항과 이를 위한 제2조의 정의

조항을 제외하고는 스스로도 주택법의 리모델링을 원칙적인 리모델링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 오히려 건축협정에 관한 조문의 문언, 그리고

건축물의 설계에 대한 제23조에서 주택법상 리모델링만을 명시적으로 리

모델링으로 표현하며 건축법상의 리모델링은 별도로 리모델링이라는 표

현으로 지칭하지 않고 건축행위로 포섭한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에서도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이는 주택법상 리모델링 개념을 주로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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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적으로 볼 때 비록 리모델링의 도입은 건축법시행령을 통해 먼저

이뤄지기는 했으나 법률의 수준에서 규율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

되고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부터이다146).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주된

소관 부처 또한 (구)건설교통부의 주택국이었다. 주택법으로 처음 전부개

정되었던 2003년도 당시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

여 국민주거의 안정을 목표로 해온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변화한

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택관리 등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002년도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긴 해였다147). 하나의 가구는 하나의 집에서 주거함을 전제하여도 산

술적으로 누군가는 집에서 살 수 없던 당면 과제를 주택보급률 100%를

돌파하여 해결한 이후에는 이미 지어진 주택의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사

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졌음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

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단순한 주택건설 촉진을 넘어 주택에 대한 총체적

인 규율로서의 주택법으로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그러므로 리모델링을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은 주로 주택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건축법상 리모델링과 해체허가의 관계

상술한 것과 같이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결국 건축법상 건축행위나 대

수선 등에 대해 그 요건완화의 특례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본질은 결국 개축 또는 대수선과 다를 것이

없다. 그에 대한 특례조항은 건축행위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등의 허가요

건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므로 철거행위와 직접 관련도 없다. 따라서 건

축법상 리모델링과 해체허가의 관계는 이미 제3장에서 서술한 건축허가

146) 백지숙, 이용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규의 변천에 관한 연구, 26쪽 표1 참조
147) 종전 주택보급률(1995~2014), 국토교통부, 국가통계포털(KOSIS) 제공,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592&vw_cd=MT
_ZTITLE&list_id=I1_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
d=&conn_path=MT_Z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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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해체허가의 관계와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또한 건축법상 리모델링의 용어사용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이 주택법상 리모델링과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구분

되는 개념이며 건축법 조문 내부적으로도 리모델링의 원칙적 형태는 공

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임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되는 문언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건축법은 그 단순한 특례의 규정을 위한 용어에 있어

계속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 해석에 있어서 혼동을 일으

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건축법상 리모델링을 다른 용어로 대체하여

개선하거나, 용어의 사용에 있어 각각이 어느 법의 리모델링 개념을 의

미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III. 재건축의 대안으로서의 주택법상 리모델링

1.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도입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체제로 개편되기 이전 주택법제는 공동주

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 즉 시행령의 형태로 규율하고 있

었다. 상술한 것과 같이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주택에 대한

유지관리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으며 기존 주택을 완전히 철거하는 재

건축에 비해 기존 주택의 물리적 구조를 활용하여 낮은 비용으로 공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148). 이에 2002년 개정

을 통해 주택법제에는 리모델링 개념이 행위허가의 대상 중 하나로 법제

화되었다149). 이후 2003년 전부개정된 주택법으로 이어져 현행 주택법까

148) 강신은, 전연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해설서, 머리말 및 7쪽 참조
149) 공동주택관리규칙 [시행 2002. 4. 18., 건설교통부령 제311호, 2002. 4. 18., 일부개

정] 및 공동주택관리령 [시행 2002. 3. 25. 대통령령 제17554호, 2002. 3. 25., 일부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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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르게 되었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및 제66조).

2.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개념

(1)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주택법은 제2조 제25호에서 리모델링을 정의하며 건축물의 노후화 억

제 및 기능향상을 위한 대수선, 노후된 건축물의 허용범위 내 증축, 또는

수직증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주택법 제66조

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

여 리모델링의 허가제도를 정하고 있다.

(2) 대수선형 리모델링과 증축형 리모델링

주택법 제2조 제25호는 리모델링을 3개의 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가목은 대수선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이를 나목과 다목의 리모델링과

대비하여 대수선형 리모델링이라고 한다150).

반면 동조 동호 나목에서는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그 구체적 기준

은 달라질 수 있으나 건축물이 일정 연수 이상 노후된 경우에는 전용면

적의 30% 이내에서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증축하는 것도 리모델링으로

인정된다. 더 나아가 다목은 그 증축 가능 면적 이내라면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를 증가시켜도 리모델링으로 인정한다. 다만 수직증축의

경우 3개층을 초과하여서는 늘릴 수 없다. 동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이

를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

우 기존 구조체를 계속 활용하되 연면적, 즉 부담하는 하중의 크기만이

150) 강정규, 최상일, 아파트 리모델링의 법정책적 저해요인분석과 활성화 방안,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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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것이므로 기존 구조체가 충분히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이 반드

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법은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어 재건

축대상이라면 증축형 리모델링을 금지하고 있다.

3.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허가와 해체허가의 관계

건축물관리법의 해체는 그 개념 정의상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물의

철거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주택법상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 그에 수반되는 해체에 대하여 해체허가가 별도로

요구되는 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리모델링의 허가와는 별도로 해체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견해의

주된 논지는 해체의 개념 정의에 리모델링에 수반되는 철거를 규율할 것

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여기서 건축물관리법에서 리모델링을

해체의 개념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리모델링에 대해 별도의 규율이

없다면 해체허가가 적용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주택법의 리모델링도

포함하여 일컫는 것으로 특별법인 주택법의 규율에 대한 예외적인 특칙

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의 해석이 선행되야 한다. 해체허가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견해는 건축물관리법에서 말하는 리모델링이 건축법상 리모

델링만 일컫는 표현일 경우 건축법에서 발생하는 해석상의 문제를 지적

할 것이다. 먼저 상술한 것과 같이 건축협정에 대한 규정에 있어 리모델

링을 건축법상 리모델링만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 그 대상구역

에서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성격을 고려할 때 이는 거의 무의미한 문언이

된다. 또한 건축법 제11조 제11항은 건축허가의 대상에 당연히 리모델링

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건축허가는 제1항에서 건축 또는 대

수선을 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곧 리모델링이 건축 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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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에 포섭되는 개념으로 본다는 의미가 된다. 실무에서도 건축법에서

말하는 리모델링은 결국 증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요건

의 완화가 적용되는 경우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151).

그리고 건축법 제23조의 문언은 그 해석상 주택법의 리모델링에 대해

서도 건축법의 규정이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건축물관리법의 해체허가는 모든 종류의 공사

에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상 주택법의 공사라고 해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되므로 해체의 개념에 포함되는 리모델링은 적어도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것이고 해체허가는 이 지점에서는 주택법

제에 대한 특칙으로 작동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반대로 해체허가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는 주택법상 리모델

링의 경우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상의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할 것

이다. 즉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와 건축법의 규율대

상이 아니므로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2호의 대지 소유권 확보의 예외

에 대해서도 주택법상 리모델링이 포함될 여지가 없다고 볼 것이다. 그

리고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주택법의 체계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택법의 법적 판단과 그에 따른 인허가

가 이뤄졌다면 일반법인 건축물관리법의 해체허가가 그에 우선하여 적용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것이다.

특히 이는 주택법상 리모델링이 증축형, 심지어 수직증축형까지도 포

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이나

그러한 주택단지를 건설할 지위의 부여는 곧 설권행위이므로 이는 사인

에 대한 건축감독권의 행사인 건축경찰법제의 해체허가 제도와는 그 결

을 달리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설권적 지위에 대해 수직증축 등을 허용

151) 강신은, 전연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해설서, 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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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기존의 특허 내용에 따른 범위를 변경하는 것에 유사한 것이

므로 이와 같은 강학상 특허에는 상대적으로 큰 재량이 인정되며 그와

같은 재량엔 당연히 리모델링에 수반되는 일부철거에 대한 판단이 포함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법적허용성에 대한 판단이 마쳐진 것

이므로 별도의 해체허가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IV. 소결 : 법률의 취지에 맞는 체계정합성의 개선 필요

위와 같은 해석의 대립가능성은 1차적으로는 다양한 법제마다 조금씩

다른 개념에 대해서 모두 같은 용어인 리모델링으로 일컫고 있어 구분하

기 어려운 점 때문이라 보인다. 2차적으로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고

아직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리모델링이라는 단어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리모델링의 주된 규율은 주택법의 영역에 포함됨이 드러나게 개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의 정의조항과

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대한 제30조에서도 해체허가가 주택법상 리모델링

에 대해 건축법 제23조와 같이 원칙적으로 일반법의 위치인 건축물관리

법의 조문이 예외적으로 주택법제에 대해 적용되는 것을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관계의 법이 없는 경우 다양한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리모델링’이라는 단어에 대해 일반적으로 해체허가가 적용되기를 의도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강학상 특허인 사업승인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법은 공동주

택에 대해 건축법과 강학상 허가제도와는 다른 독자적 규율체계를 가지

고 있으므로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특별법인 주택법의 제도를 통해 철거

행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이상 해체허가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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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다만 해체허가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도

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택법에 따른 공사에서도 그 위험방지요건의 달

성을 통한 안전확보의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사업계

획의 승인에 따르는 인허가의제가 건축허가를 포함하여 그 위험방지요건

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의제조항을 두어 해체허가의 위험방

지요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4절 정비사업과 해체허가의 관계

I. 정비사업의 전제인 철거행위

개별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그 집합체인 주거환경도 그 생애주기에

걸쳐 형성되고 유지관리를 거쳐 결국엔 새로운 주거환경의 형성을 통한

공간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나 단일 건축물의 경우와 달리 다수 이해

당사자와 물리적 건물이 연관되는 주거환경의 개선은 소극적인 허가요건

의 규제와 자발적인 재산권 행사에 따른 개발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건설행정법제는 각종 사업을 위한 법률을 두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다.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노후

한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한 사항을 규율하여 도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

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152). 그중 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다153). 이와 같은 새로운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기존

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대한 철거행위가 요구된다. 관계 행정청의 태도

152) 도시정비법 제1조 참조
153) 도시정비법 제2조 참조



- 105 -

와 법의 체계 그리고 실무상 기존 공동주택단지의 완전한 철거는 새로운

공동주택단지의 건설을 위한 정비사업의 전제로서, 즉 재건축사업에 수

반되는 행위로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전부철

거에 대해 이해하려면 재건축에 대한 규율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II. 정비사업의 철거에 대한 규율

1.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적 판단

재건축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은 여러 공법상 절차를 통해 이뤄지며 이

와 같은 공법상 절차 중 초기 단계에 위치하는 것이 정비구역의 지정 절

차이다.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

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참조). 이와 같이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와 사업을 통해 신축

될 아파트의 부지가 결정된다.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단지의 건설을 위한 기존 주택단지의 철거는 신

규 주택단지의 건설을 위한 절차에서 판단되는 것이 현재 실무와 관계

행정청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재건축의 경우 해당 구역의 철거에 대한

도시계획적 판단은 정비구역의 지정 시점에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비

구속적인 기본계획과 달리 정비구역의 지정은 해당 구역 내부의 기존 건

축물은 새로운 단지의 건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두 철거할 수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비구역의 지정은 곧 정비사업을 통해 해당

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 주택단지를 건설하여도 좋다는

도시계획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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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17

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가 의제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각종 도시계획에 관련된 조문이 준

용되고, 정비구역에 포함된 토지에서는 동법 제19조 등에 따라 해당 도

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행위가 금지되는 등 특별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그 성질은 도시계획에 해당한다(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9조 등 참조). 과거 효율적인 재개발사업의 추

진을 위해 정비계획과 구역지정을 분리할 수 있도록 특칙을 두었던 도시

재개발법과 달리 현행 도시정비법 제8조는 그와 같은 특칙을 두고 있지

않아 정비계획의 결정과 정비구역의 지정은 하나의 절차로서 함께 이뤄

지게 된다(도시재개발법(법률 제5288호) 제4조 제6항 참조).

2. 정비사업의 절차에 따른 철거공사의 허용가능성

정비사업의 추진과 기존 건축물의 철거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곤 했으며 때로는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

에 대해 여러 단계의 하도급 구조로 인해 책임이 불명확해지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2017년 이후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계약함에

있어 반드시 그 계약의 내용으로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를 포함할 것

을 강제하고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이를 위반한 계약이

체결될 경우 동법 제1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최초로 계약할 때

반드시 시공자와의 계약 속에는 철거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한다. 철거

용역에 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그 공사주체가 결정되는 시기

는 일반적으로 조합이 시공자를 공식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시점인 조합

설립인가 이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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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의 기존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 철거할 수 있다. 다만 동조 제3항의 예외에

따라 일정한 경우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사전에 철거할 수 있다.

이는 건축물 철거의 비가역성을 그 이유로 한다. 일단 철거공사가 시작

되면 해당 정비사업을 멈출 수 없게 되므로 사업 이후의 권리의무관계까

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단계 이전에는 함부로 건물을 철거할 수 없도

록 한 것이다154).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시점

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점이다.

3. 사실행위로서 철거에 대한 규율

(1) 구역지정의 법적 판단과 사실행위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철거행위의 가부는 정비구

역의 지정단계에서 이미 판단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실행위

로서의 철거공사가 가지는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정비구역의 지정단계에

서 함께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정비구역의 지정단계에

있어서는 구역 내 건물의 철거를 위한 어떠한 사실적 요소도 정해진 것

이 없어서 판단 또한 불가하기 때문이다.

(2) 사실행위로서 철거에 대한 판단시점

조합설립인가 또는 그 추진위원회에 대한 판단의 경우 해당 사업이

장래 포함할 사실행위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을

추진할 주체인 조합조차 없는 상태에서 사업의 각종 사항이 정해지길 기

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도 사실행위로서의 철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체결하는 공사

154) 김종보, 전연규,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I 하권, 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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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이 필수적으로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긴 하나, 이는 단

지 철거공사의 공사주체가 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이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계약에 있어 계약의 당사자일 뿐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것과 같은 행정청으로서의 지위에서 이와 같은 공사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수권하는 조문은 없으며 이처럼 해석하기도

어려우므로,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의 입장에서 해당 계약의 사실적 요소

를 심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건설실무상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

약의 체결시점에 이미 기술적 사항을 기재하여 그대로 즉시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수준의 자세한 실시설계도서가 완성되거나 실제 공사를 착공

할 준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와 같은 도서의 작성이나 공사의

준비는 모두 비용이 들고 만일 계약이 성사되지 못 할 경우 이는 곧 매

몰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도시정비법이 예정하는 중요한 공법상 절차인 사업시행계획인가

에 있어서 그 사업시행계획이 포함해야 하는 내용에는 기존주택의 철거

계획서가 포함된다(도시 및 주거환경계획법 시행령 제47조 참조). 과거

에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법령이 명시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요

건으로서 철거계획서를 요구하였으나155), 현재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

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시행령에 의해 철거계획서가 포함되도

록 정해져 있다.

생각건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요건으로서 철거계획서가 작성되기 이

전에는 실제로 철거될 건물의 상세한 명세와 그 공사계획서 등 사실행위

를 위한 기술적 계획사항을 행정청이 심사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

다. 사업시행계획은 건축허가에서의 설계도 및 공사계획에 관한 각종 도

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기존주택의 철거공

정에 대한 공학적인 계획과 세부명세가 정해지고 이를 최초로 행정청에

155) 김종보,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세입자보상,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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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검토 및 승인받는 시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이라 볼 수 있을 것

이다.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사실행위로서 사업의 시행 즉 공사시공을 위

한 계획의 성격을 지니므로 사실행위로서의 철거 또한 해당 단계에서 계

획되는 것은 통합적인 규율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반면 상술한 것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단계에서도 철거에 대한 시적

제한을 규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의 철거에 대한 관심

은 곧 기존 건축물의 가치평가 등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전에 평가대상이

소멸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속성이 강하다156).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철거에 대한 규율 또한 공학적인 측면보다는 권리의 가치 평가와

같은 측면에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에 얽힌 다양한

법률상 권리의무관계의 확정과 그에 따른 사후 처리 등이 주로 문제되는

관리처분계획의 특성은 사실행위로서의 철거공사를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인다.

(3)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으로서 철거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

따라서 현행법제의 해석상 사업시행계획인가에서 최초로 단지의 철거

에 대한 공법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해당 철거공사에 대해

관계 행정청이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적어도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시점에서는 공사계획의 일부로서 또는 해체계획서의 내용으로서

구비될 것이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의 단계나 공사도급계약의 단계에서

는 그 법률상이 아닌 사실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공사계획에 대한 심사

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공사계획에 대해 위험방지를 위한 공법적 판

단을 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 또한 사업시행계획인가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철거공사에 대한 위험방지요건의 실질적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 정비사업의 단계는 곧 사업시행계획인가라고 해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56) 김종보, 전연규,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I 하권, 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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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철거와 해체허가의 관계

그러나 앞서 살핀 행위허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택법과 공동주택

관리법 및 도시정비법은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리 그리고 재건축을 통한

공간의 개선 등에 있어 특별법의 지위를 지닌다. 그러므로 공동주택관리

법상 행위허가와 해체허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재건축사업절차와 해체

허가의 관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의 경우 건

축물관리법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는 도시정비법의 절차인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그 심사대상으로 철거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체허가가 별도

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정비법 제57조는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의제조항이다. 해당

조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상 건축허가, 도로법상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도로의 점용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

획인가 등이 있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의 해체허가는 포함되지 않으므

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있어서도 철거계획서는 요구되나 그에 대해 해체

허가의 요건이 심사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III. 주택법 및 도시정비법의 철거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

1. 주택단지에 대한 별도의 철거 관련 규율 개선 필요성

단일 건축물에 대하여 그 생성, 관리, 소멸을 규율하는 일반법체계는

상술한 것과 같이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주택단

지에 대하여 그 생성, 관리, 소멸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주택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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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그리고 도시정비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개별 건축물 단위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어

철거행위의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가 시작되었음에도 주택단지를

규율하는 주택법 및 그 관련 법제는 아직 주택단지에 대한 기존의 규율

체계와 새로운 건축물 해체의 허가제도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며, 철거행위의 통제 필요성이 높아져 감에도 제도의 개선이 더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주택단지의 철거에 있어서도 위험방지를 위

해 사실행위로서의 철거행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일반특별관계에 주로 근거한 해석론에 의해 각 인허가 제도의 우선

관계가 판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법제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철거계획서의 기준 강화 필요성

과거 건설실무상 재건축 사업 등에서 철거계획서는 일반적으로 기본

적인 철거공사 순서와 장비 및 인력 계획, 민원 대응 계획, 소음관리와

환경 관련 리스크 관리,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도면의 작성에 있어서는 간단히 평면상에 공사 순서나 장비

의 배치 또는 각 장비를 위한 신호수의 위치 정도만이 기존 도면에 표시

되며 일반적으로 단일 건축물보다 거대한 공동주택단지의 건물 규모에도

불구하고 각 철거 단계에 따른 구조하중의 변화나 그에 따른 안전검토

등이 도면의 형태로 작성되는 경우가 드물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실무상 현장여건과 각종 민원 그리고 토목공사에 수반되는 불확실성 등

으로 인해 사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사에 있어서 준거가 되는 도서의 작성은 건설공

사의 정밀성과 안전성을 위해 중요하다. 우리 사회와 입법자의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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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가 가지는 법적 지위를 격상하여 더 엄격한 통제에 두고자 함에

있다면 정비사업과 주택공사에 있어서도 철거계획서의 구성 또한 철거계

획도서로 그 수준을 격상하여 공학기술적 사항이 도면의 형태로 직관적

으로 표현되고 확인 및 검토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주택법의 감리제도 관련 개선 필요성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법상의 감

리제도가 적용된다. 주택법은 건축법에 대해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건

축법의 감리관련 조문이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택법의 감리제도는

건축법상 감리제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건축물관리법의 해체공

사감리는 원칙적으로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주

택법은 상술한 것과 같이 해체허가가 아닌 다른 절차를 통해 그 철거에

대한 도시계획적 판단이 이뤄지고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건축물관리

법의 해체공사감리가 여기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공동주택의 철거현장 또한 위험에서 자

유롭지 않다는 점, 기존 주거공간의 철거가 당연히 전제되는 사업에 있

어서도 신축에서의 공사착수개념을 반드시 따를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철거공사 또한 주택법상 감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감리제도의 존재이유는 불법건축물의 탄

생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된 설계에 따른 적법한 공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도 있다는 점157)을 고려한다면 주택법상 감리에 있어

서도 명시적으로 철거공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개선하는 것

도 바람직할 것이다.

157)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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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철거를 규율하는 기타 주요 법제

제1절 철거공사를 규율하는 법제

I. 철거공사의 자격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1. 건설업자의 철거행위에 대한 책임

(1) 건설업자의 자격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에 대한 각종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설업등록을 통한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이다.

철거와 관련하여서는 철거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통

제하는 면허법으로서의 건설산업기본법의 역할이 주로 문제된다.

(2) 건축공사와 대비되는 철거공사의 불확실성

건설공사는 시공의 경우 건축허가 시점에서 이미 기본설계도면이 행

정청에 의해 검토되며 이후 착공에 이르기 전에 실시설계도면이 작성되

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각종 상세도면과 시방서 등 지침이 세워지기

마련이다. 반면 철거공사의 경우에는 많은 현장에서 석면에 대한 규제나

행정청이 철거계획서에서 주로 요구하는 소음 등 각종 민원요소와 관련

된 기준 준수 계획 등이 우선시된다. 그동안 철거에 관련된 도면이 작성

되더라도 간략하게 철거할 구역의 순서나 개략적인 틀만이 기존 도면에

표시되거나 대부분의 사항이 현장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큰 규모의 건축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경우 또는 준공된 지 오

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도면 또는 현장조사로도 쉽게 예견할 수 없는

현장상황에 따른 각종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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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철거 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사전에 완벽하게 심사

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를 건설산업 전반의 실무에 대해 허가제도의 요건

으로서 요구하는 것 또한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3) 철거공사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시공자의 자격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심사되지 않은 예상치 못 한 요소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은 현장의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전문건설업자가 담당

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종합건설업자로부터 수급을 받아 실제 물리적

시공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자는 상황에 따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결정책임의 행사를 통한 안전한 공

사를 위해서는 해당 공종에 적합한 면허기준을 통한 건설업면허의 관리

가 중요함은 당연한 것이다158).

2. 철거공사에 대한 건설업 등록

(1) 건설업 등록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는 건설업의 종류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종류는 시

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시행령 별표1에서는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는 해당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의 영역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건축물의 증축·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에 이르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정해

져있으므로 주요구조부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해체공사는

158) 전문건설업자의 물리적 시공기능에 관련하여 정수호, 건설산업에 대한 공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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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자 또한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특수한

예외로서 해저의 시설물 등의 경우에는 지상의 시설물과 달리 특수한 기

술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수중공사업을 정하여 해저의 시설

물의 경우에는 그 설치와 해체 모두 수중공사업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

다. 또한 매우 한정된 영역이기는 하나 케이블카의 케이블 등의 경우에

는 그 설치와 제거 모두 삭도설치공사업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2) 건설업 등록 제도의 예외

건설산업기본법은 위험발생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가스시설 등 일부

공종을 제외한 나머지 공종의 경우 시행령에 따른 기준 금액보다 공사예

정금액이 적으며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업종에 대한 건

설업 등록 없이도 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등 참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상 주된 공사에 부수하는 작은 규모의 공사에 대

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작은 규모의 공사업에 요구되는 건설업

등록 없이도 주된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부수하

는 공사에 대해서도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등 참조). 이와 같은 부대공사의 기준

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공사에 부수하는 전문공사를 함께 도급받거나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에 총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공사의 예정금액이 2분의 1이상인 경우 등이 있다. 상술한 것과 같

이 일반적인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 행해지며

공사예정금액에 있어서는 건축행위가 철거행위에 비해 훨씬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3) 건설업 등록 제도를 통한 통제의 미비점

건축물관리법의 시행과 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도가 시행된 현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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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허가제도의 구조와는 별개로 사법상의 계약인 공사도급계약의 형태는

주된 공사인 건축시공에 부수적으로 해체공사가 동반되는 형태가 일반적

일 것이다. 그러므로 단일 건축물의 증·개축 등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대부분의 경우 시공자는 주된 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 등

록만 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자격을 충족하게 된다.

또한 시행령의 문언상 주된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종된 공사라면 부

대공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대수선 등에

동반되는 구조 일부의 해체, 넓게 해석하면 개축을 위해 요구되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행위까지도 종된 공사에 포섭하여 부대공사로 볼 수도 있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만일 이렇게 해석할 경

우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들도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업에 대해 등록을 마쳤다면

철거공사도 맡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에 따른 자

격기준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규정 등으로 인해

건설업 등록제도를 통하여 각 공종별로 필요한 기술수준을 강제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가 철거에서는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

II. 산업안전보건법과 철거의 관계

1.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과 작업현장의 환경개선을 통해 노무

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다(산업안

전보건법 제1조).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의 산

업재해가 있을 수 있는 작업환경에 대한 재해방지의 일반법적 기능을 수

행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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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법령의 주된 관심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

기 위한 것이며 그 법령의 구조 또한 산업재해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

에 대한 각종 위험방지를 기본으로 수급인 및 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의 위험전가를 예방하기 위한 도급사업의 통제, 산업재해와 관련된 각종

위험방지조치의 세부내용과 기준, 산업안전 관련 교육 및 지도,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을 규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동법 시행령의 내용

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사업을 통제하며 그 주된 사업 유형

으로 건설산업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5장, 제58조 이하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정보통신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 등을 포함하

는 개념이다. 따라서 건설공사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환

경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건축

법도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은 그 기준을 산업안전보건

법에 맡기고 있어 건축법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이 건설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적용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건축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철거공사 또한 건설공사로서 산업재해가 예상되는 산업현장으로서 산

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며 도급사업으로서의 건설산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철거공사의 산업현장으로서의 측면

을 주로 규율한다.

2. 산업현장으로서의 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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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공사의 산재 위험을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철거공사는 건설공사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당연히 여기에는 근로자

들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가 산재해있다. 이와 같은 위험요소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

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규율뿐만 아니라 도

급사업 전반의 위험방지 규정을 두고는 있으며 그 시행규칙 제30조 제4

항 제1호의 해석상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공사는 그 계약 구조상 도급사

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철거공사의 근로자들은 일반적인 산업현장 및 도

급사업의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 더하여 같은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건설업에 대

해 2일에 1회 이상 도급인인 사업주가 점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산

업안전보건법에는 이와 같이 해당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

한 각종 의무를 다하지 못 한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도 마련되어 있다(산

업안전보건법 제68조 이하).

(2) 철거공사와 석면에 관한 특칙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21조는 그 위해방지의무의 기준을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법령에 맡기고 있다. 해당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철거

를 직접 언급하는 규정은 화학물질 및 석면을 위험물질로서 통제하기 위

한 규정들뿐이며 그 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공사현장의 공통적인 위해방

지사항으로서 다뤄진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8조의2 이하 등).

3. 철거공사의 위험방지에 대한 미비점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관련법령의 각종 위험방지의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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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 및 해석상 일반적인 산업재해159)의 방지 및 근로자의 보호에 한정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반드시 근로자를 대

상으로 하는 산업재해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건축행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에 더하여 건축법은 건축행위만의 고유한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를 통해 위험방지여부를 심사하고 공사 과정에 있어서도 감리제도를 두

어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에 비교할 때 철거행위 또한 분명

히 철거행위만의 고유한 유형의 위험요인이 존재함에도 (구)건축법상 철

거신고제도는 실질심사가 불가한 자기완결적 신고였으며 건축허가와 같

은 엄격한 통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건설공사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적인 산업재해방지의무는 철거공사의 고유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

지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무

엇보다도 산업안전보호법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입법부의 결단으

로 만들어진 건축물의 해체공사만을 규율하는 해체허가제도가 건축물관

리법을 통해 입법되었다는 점이 곧 과거 법제가 해체공사의 위험성을 통

제하기에 부족했다는 점의 반증이라 할 것이다.

4. 해체허가 및 감리제도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향상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으로 건축물의 해체공사 또한 해체공사감리의 대

상이 되었다(건축물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 이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자는 해체계획서에 맞지 않거나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공사에 대

해서는 그 시정 또는 공사중지를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5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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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따라 허가권자가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만들어

졌다.

따라서 현행 건축경찰법제에서는 해체감리제도를 통해 철거공사현장

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관련 법령 그리고 신설된 건축물의 해체허

가제도에 따른 각종 위험방지요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제2절 그 외 철거에 관한 주요 법제

I. 소규모주택정비법

1. 빈집정비사업의 측면

소규모주택정비법은 크게 빈집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부분과 소규모주

택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제4조에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두고 있으며 특히

안전사고나 범죄우려가 높은 경우, 공익상 유해한 경우 또는 도시미관이

나 주거환경에 큰 장해가 되는 경우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 대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 제1항). 그리고 만일 그 빈집 소유자의 소재

가 불명이라면 직권철거를 공고한 다음 60일이 지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도 있다(동조 제4항).

이와 같은 빈집정비사업의 직권철거는 현행 건축물관리법 제42조 이

하에서 말하는 ‘빈 건축물 정비’와 그 요건이나 절차 및 구조가 유사하

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42조는 농어촌정비법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의

대상이 되는 빈집은 건축물관리법의 규율대상인 ‘빈 건축물’에서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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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하 서술할 해체허가 및 대수선에 관한 건축허

가의 관계와 같이 규율대상이 중첩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곧 빈집에서 유래하는 위험을 이유로 하여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헌법 제23조 등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수용의 법리가

문제될 수 있다. 물론 소규모주택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 모두 원칙적으

로 철거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직권철거하는 경우에도 철거된 빈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공탁하도록 정하는 보상조항을 가지고 있다(건축물관리법 제43조

제3항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 제4항). 그러나 보상조항의 존재와

별개로 구체적 사안에서 헌법상 공공필요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개별적으

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헌법 제23조 제3항 및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1헌바12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측면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제30조 이하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

해 정하고 있다. 이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비사업과 거의 유사하므

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해체허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철거로 인한 권리객체의 소멸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1.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등기제도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 및 그 물권변동을 기록하는

공적장부인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부동산등기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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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우리의 부동산등기법은 1960. 1. 1. 민법 시행과 함께 처음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이후 전산사무를 위해 2011년 개정된 이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160).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우리 등기제도는 당사자의 신청 또

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외적

으로 법률규정에 따른 등기가 있을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참조).

2. 공적장부와 사실상태의 일치 필요성

비록 우리 법제는 등기의 공신력을 보장하지는 않으나 등기는 그 추

정력 및 공시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거래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파악에

있어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공적장부이다. 따라서 등기라는 공적장부의

기록과 사실상태의 권리객체의 현황은 일치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

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9

조 및 제43조). 토지나 건물의 소멸은 물리적으로는 그와 같은 공간의

소멸이기도 하지만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의 관점에서는 권리의 객체가

소멸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부동산등기법은 멸실등기를 통해 동기가 실제

의 권리객체의 존재여부를 표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부동산의 멸실등기와 철거의 관계 및 제도개선 필요성

건축법은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건축물관리법 제30조 해체허

가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나 제34조에 따른 멸실신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등기촉탁하도록 정하고 있다(건축법 제39

조).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제26

조에서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등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

160) 사법연수원, 부동산등기법,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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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등기촉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시행규칙 제

22조에서 건축물의 철거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

청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건축물관리법의 해체허가를 받아 철거된 경

우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법은 해체공사가 완료되면 30

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에 관한 법규는 해체

공사완료신고가 이뤄지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이에 따라 등

기촉탁이 이뤄져서 등기의 기재와 실제 권리객체의 현황이 일치될 것으

로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체공사의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해체공사의 도중에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현행 법제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

은 등기부상으로는 아직 기능을 다하고 있는 권리의 객체로 표시되게 된

다. 왜냐면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를 받아 해체되는 건물의 경우 그

등기촉탁은 건축물대장에 관한 시행규칙이 아니라 건축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에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행

정주체의 입장에서 건축물의 해체허가에 대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시

점은 해체허가 신청 및 발급시와 해체공사완료 이후 공사완료신고시이

다. 해체허가의 발급만으로 해당 건축물의 소멸을 등기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건축법 제39조의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란 건축물관리법 제33조

소정의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해체공사를 시작하여 이미 건축물은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

었으나 공사가 완료되지 못 하고 방치되는 경우, 권리의무의 공적장부인

등기뿐만 아니라 현황의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에 있어서도 해당 건물은

아직 온전하게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이

와 같이 공적장부와 현황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로 과거 (구)건축법상 철거신고에 의해 철거공사가 규율되던 시기에도

이와 같은 공적장부의 괴리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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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행 건축물관리법을 개선하여 해체공사의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착공신고의 수리와 함께 관

련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해당 건축물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으며 소멸

될 것임을 기재함으로서 사실상태의 현황과 공적장부의 괴리를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제도화하는 것의 이점

에 대해서는 본 논문 제3장 제2절에서 상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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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이상 살핀 것과 같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신설된 건축물 해체의 허

가는 과거 건축법상 철거신고와 달리 실질적 요건 심사가 가능한 강학상

허가 제도로서 향후 철거행위의 위험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의 제도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정립이 요

구되며 아직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제도이므로 추후 실무의 정착과정에

서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먼저 철거를 전제로 하는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허가와의 관계에 있어

서는 관련 법률의 문언 해석과 입법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경

우 건축허가와 별도로 해체허가 또한 받아야한다고 보인다. 이는 개별

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전제하는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나 대수선 등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해석의 충돌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의제조항을 두는 등의 기술적인 입법으로 개선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대수선에 이르지 않는 수선 등의 경우 문언해석상 해체허가의 대상

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직 허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나 대수선에 이르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도 일정한 위험

방지요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택단지에 있어 관리행위로서 철거에 대한 행위허가나 리모델링, 또

는 단지의 전부철거에 대한 재건축의 절차로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우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대해 각 관련 법제가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며

주택법의 각종 설권행위는 행정주체에게 재량이 있어 각 사업의 전제로

서의 철거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해

체허가가 별도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해체허가

가 도입된 취지를 고려할 때 주택단지의 철거에 대해서도 재량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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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판단보다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규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주택법 및 관련 규정에서 별도의 위험방지요건을 도입하거나 해체허가에

대해 주택법에서 직접 의제조항을 두는 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철거에 대한 규율이 사실상 부존재하던 제정 건축법으로부터 1991년

전부 개정과 함께 도입된 철거신고를 지나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도

입된 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이르기까지 건축행위에 가려져 소외되었던

철거행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고도성장기에 지어진 많은

건축물의 노후화와 함께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 많은 철거공사를 마주하

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법제의 정비와 발전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것이

다. 본 논문에서 상술한 것과 같이 향후 우리 건설행정법의 해체 관련

법제가 더욱 개선된다면 아직 산재한 철거공사의 위험을 억제하고 더 큰

공공복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우리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

설법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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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lition of Building destroys the physical forms and objects 
and is a dangerous work which has a significant effect regarding 
the spaces of our society. And this is the reason why demolition 
should be managed and controlled by the Public Law. 

“Permission of demolition” was newly established by the 
“Building management act” implemented on May 1st 2020. This 
study focuses on the legal system controlling the demolition of 
the building, reveal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ly established 
‘Permission of Demolition’ and its relationships with other public 
laws.

“Permission of Demolition” principally manages the 
removal and the demolition of the building, including its partial 
disassembly. The innate uncertainty regarding the demolition 
work makes it difficult to control every factor surroun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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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lition beforehand. This is why the construction managers 
make safety-related decisions by themselves without the “needed” 
judgement by the permission process. Because of the uncertainty 
of the process and the limits of the permission, the supervision 
system and qualification system are crucial to the safety of the 
demolition site. In addi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revise the  
‘Permission of Demolition’ to improve legal arrangements to 
guarantee the suitability of the subject responsible for making 
decisions at the site, and to require a “plan drawing” for the 
demolition work. 

The concept of “alternation” in the building act, and the 
concept of ‘Disassembly’ in the building management Act” shares 
some similarities. Also, because the act of dismantling the 
structure is also included in the concept of major repair(which 
requires the building permit), the same conflict regarding the 
scope of “permission of demolition” arises. Regarding this, there 
can be two perspectives. First perspective is to consider that the 
‘Building Permission’ is enough to demolish the building in the 
case of alternation or substantial repair. The other perspective is 
to require the ‘Permission of Demolition’ to demolish the building 
even if there is the permission for alternation. Whe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permit,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the 
opinions of the administrative government, it is more appropriate 
to require both ‘Building Permission’ and ‘Permission of 
Demolition’ for the alternation and the substantial repair. But it 
would be much more desirable to achieve systematic 
improvement through further legislative enactment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Multi Family housing”, 
demolition, or activities that presuppose demolition are subjec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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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ssion to conduct“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Bu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Housing Act” 
is superior to building act regarding the “Multi Family housing”,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demolition accompanying the act 
should be allowed when the permission to act under the housing 
law was granted. However, in order to promote the safety of the 
management practices, it would be appropriate to directly 
implement certain risk prevention requirements in the Act Permit 
System or to renew clauses of deeming to deem ‘Permission of 
Demolition’.

In the case of reconstruction project, the judgment of 
demolition regarding the Urban Planning first occurs in the 
phase of ‘Designation of Improvement Zone’. However, judgment 
of demolition regarding the physical safety is made in the phase 
of ‘Project Implementation Plan’. Considering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is 
superior to “Building Act” on ruling reconstruction project, 
‘Permission of Demolition’ should not be needed when the 
approval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is made.

Keywords : Demolition, Disassembly, Building Management Act, 
Permission of Demolition, Alternation, Reconstruction
Student number : 2018-20057


	제 1 장 서론
	I. 연구의 배경
	II.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 2 장 건설법상 철거제도의 의의
	제 1 절 서설 : 건설행정법의 철거에 대한 규율
	제 2 절 (구)건축법과 철거의 관계
	I. 건축법의 법적 성격
	1. 건축법의 의의
	2. 건설행정법의 개념
	3. 경찰법으로서의 건축법

	II. (구)건축법의 철거제도
	1. 위험방지대상으로서 철거행위
	2. 철거행위에 대한 규율의 근거 및 필요성
	3. 제정 당시 건축법의 철거에 대한 규율
	4. 철거신고의 도입 등 건축법의 변화

	III. (구)건축법상 철거신고제도
	1. (구)건축법상 철거신고제도의 의의
	2. 철거신고의 내용과 법적 성질
	3. 건축행위와 철거행위의 대비

	IV. 소결 : 과거 법제상 철거에 대한 위험방지의 미비
	1. 철거행위에 대한 건축법의 자체적인 규율 부족
	2. 건설업 등록에 따른 보완의 미비점
	3. 철거공사 특유의 위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미비
	4.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전관리요령과 심의제도


	제 3 절 주택법과 철거의 관계
	I.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주택법의 규율
	1. 주택의 건설, 철거에 관한 법률로서 주택법
	2. 사업승인을 통한 단지의 건설

	II. 주택의 관리로서 이뤄지는 철거에 대한 규율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행위허가와 철거의 관계
	2.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과 제도 변화
	3.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와 철거행위의 관계

	III. 공동주택의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철거
	IV. 소결 : 건축법과 대비되는 주택법 및 관련 법제의 체계


	제 3 장 건축허가와 해체허가의 관계
	제 1 절 개별 건축물에 대한 법제의 변화
	I. 신설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관리
	1. 건축물관리법의 의의
	2. 건축물관리법의 법적 성질 및 규율 범위
	3. 건축물관리단계로의 이행으로서의 건축법상 사용승인

	II. 이원화된 건축경찰법제
	1.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으로 이원화된 규율
	2. 건축법의 규율 범위
	3. 건축물관리법의 규율 범위
	4. 기능 이전에 따른 관계법령 및 위임법령의 개정


	제 2 절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해체의 허가
	I. 건축물 해체의 허가
	1.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의 신설
	2. 해체허가에 따른 철거행위의 규율
	3. 비교대상으로서의 건축허가제도
	4.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의 내용과 심사

	II. 해체공사감리제도
	1. 해체공사감리의 필요성
	2. 신설된 해체공사감리의 의의
	3.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

	III. 건축공사 및 착공신고와 철거공사의 관계
	1. 건축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신고
	2. 철거공사에서의 착공신고 필요성

	IV. 소결 : 해체허가 제도의 개선 필요성
	1. 해체계획도서를 통한 개선
	2. 해체공사관리를 위한 자격제도를 통한 개선
	3.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통한 개선


	제 3 절 건축허가로 전제되는 철거와 해체허가의 관계
	I. 건축행위 중 철거를 전제하는 행위
	1. 건축법상 개축에서 전제되는 철거
	2. 건축법상 대수선 및 리모델링의 전제인 철거

	II. 건축법상 개축과 해체허가의 관계
	1. 현행 법제상 개축허가와 해체허가의 관계
	2. 개축허가를 통해 철거행위가 가능하다는 견해
	3. 개축허가와 별개로 해체허가가 필요하다는 견해
	4. 소결 : 위험방지를 위한 실질적 요건 심사의 필요성

	III. 건축법상 대수선과 해체허가의 관계
	1. 대수선의 개념
	2. 철거를 전제하는 행위로서 대수선
	3. 대수선에 대한 건축허가와 해체허가의 관계

	IV. 소결 : 건축허가 의제조항을 통한 입법 개선 필요성


	제 4 장 주택단지와 해체허가의 관계
	제 1 절 서설 : 주택의 관리 및 재건축에 수반되는 철거
	제 2 절 주택의 관리행위로 이뤄지는 철거
	I.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의 의의
	II. 행위허가에 따른 철거의 가능성
	1. 공동주택의 전부 철거에 대한 규율
	2. 행위허가의 규율 범위의 변화
	3. 현행법의 해석에 따른 행위허가의 규율 대상 범위
	4. 정리 : 관리를 위한 개별 동의 해체를 규율하는 행위허가

	III. 행위허가와 해체허가의 관계
	1. 행위허가와 해체허가간 규율 범위의 중첩 가능성
	2. 행위허가와 해체허가의 관계에 대한 해석 가능성
	3. 소결 : 주택단지에 대한 특별법인 행위허가의 존중

	IV. 행위허가제도의 개선 필요성

	제 3 절 리모델링과 철거
	I. 리모델링 제도의 의의
	1. 리모델링의 개념
	2. 리모델링 개념의 정책적 활용
	3. 법률에 따라 달라지는 리모델링의 개념

	II. 허가요건완화의 기준으로서의 건축법상 리모델링
	1. 건축법상 리모델링의 도입
	2. 건축법상 리모델링의 개념
	3. 리모델링의 원칙적 형태인 주택법상 리모델링 관련 제도
	4. 건축법상 리모델링과 해체허가의 관계

	III. 재건축의 대안으로서의 주택법상 리모델링
	1.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도입
	2.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개념
	3.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허가와 해체허가의 관계

	IV. 소결 : 법률의 취지에 맞는 체계정합성의 개선 필요

	제 4 절 정비사업과 해체허가의 관계
	I. 정비사업의 전제인 철거행위
	II. 정비사업의 철거에 대한 규율
	1.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적 판단
	2. 정비사업의 절차에 따른 철거공사의 허용가능성
	3. 사실행위로서 철거에 대한 규율
	4.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철거와 해체허가의 관계

	III. 주택법 및 도시정비법의 철거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
	1. 주택단지에 대한 별도의 철거 관련 규율 개선 필요성
	2. 철거계획서의 기준 강화 필요성
	3. 주택법의 감리제도 관련 개선 필요성



	제 5 장 철거를 규율하는 기타 주요 법제
	제 1 절 철거공사를 규율하는 법제
	I. 철거공사의 자격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1. 건설업자의 철거행위에 대한 책임
	2. 철거공사에 대한 건설업 등록

	II. 산업안전보건법과 철거의 관계
	1.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현장으로서의 철거공사
	3. 철거공사의 위험방지에 대한 미비점
	4. 해체허가 및 감리제도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향상


	제 2 절 그 외 철거에 관한 주요 법제
	I. 소규모주택정비법
	1. 빈집정비사업의 측면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측면

	II. 철거로 인한 권리객체의 소멸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1.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등기제도
	2. 공적장부와 사실상태의 일치 필요성
	3. 부동산의 멸실등기와 철거의 관계 및 제도개선 필요성



	제 6 장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startpage>12
제 1 장 서론 1
 I. 연구의 배경 1
 II. 연구의 목적과 범위 3
제 2 장 건설법상 철거제도의 의의 4
 제 1 절 서설 : 건설행정법의 철거에 대한 규율 4
 제 2 절 (구)건축법과 철거의 관계 4
  I. 건축법의 법적 성격 5
   1. 건축법의 의의 5
   2. 건설행정법의 개념 5
   3. 경찰법으로서의 건축법 6
  II. (구)건축법의 철거제도 7
   1. 위험방지대상으로서 철거행위 7
   2. 철거행위에 대한 규율의 근거 및 필요성 8
   3. 제정 당시 건축법의 철거에 대한 규율 10
   4. 철거신고의 도입 등 건축법의 변화 13
  III. (구)건축법상 철거신고제도 15
   1. (구)건축법상 철거신고제도의 의의 15
   2. 철거신고의 내용과 법적 성질 16
   3. 건축행위와 철거행위의 대비 17
  IV. 소결 : 과거 법제상 철거에 대한 위험방지의 미비 21
   1. 철거행위에 대한 건축법의 자체적인 규율 부족 21
   2. 건설업 등록에 따른 보완의 미비점 22
   3. 철거공사 특유의 위험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미비 22
   4.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전관리요령과 심의제도 23
 제 3 절 주택법과 철거의 관계 23
  I.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주택법의 규율 23
   1. 주택의 건설, 철거에 관한 법률로서 주택법 23
   2. 사업승인을 통한 단지의 건설 24
  II. 주택의 관리로서 이뤄지는 철거에 대한 규율 25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행위허가와 철거의 관계 25
   2.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과 제도 변화 27
   3.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와 철거행위의 관계 28
  III. 공동주택의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철거 29
  IV. 소결 : 건축법과 대비되는 주택법 및 관련 법제의 체계 30
제 3 장 건축허가와 해체허가의 관계 31
 제 1 절 개별 건축물에 대한 법제의 변화 31
  I. 신설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관리 31
   1. 건축물관리법의 의의 31
   2. 건축물관리법의 법적 성질 및 규율 범위 32
   3. 건축물관리단계로의 이행으로서의 건축법상 사용승인 33
  II. 이원화된 건축경찰법제 34
   1.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으로 이원화된 규율 34
   2. 건축법의 규율 범위 34
   3. 건축물관리법의 규율 범위 35
   4. 기능 이전에 따른 관계법령 및 위임법령의 개정 35
 제 2 절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해체의 허가 36
  I. 건축물 해체의 허가 36
   1.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의 신설 36
   2. 해체허가에 따른 철거행위의 규율 38
   3. 비교대상으로서의 건축허가제도 40
   4. 건축물관리법상 해체허가의 내용과 심사 43
  II. 해체공사감리제도 51
   1. 해체공사감리의 필요성 51
   2. 신설된 해체공사감리의 의의 53
   3.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 56
  III. 건축공사 및 착공신고와 철거공사의 관계 58
   1. 건축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신고 58
   2. 철거공사에서의 착공신고 필요성 62
  IV. 소결 : 해체허가 제도의 개선 필요성 66
   1. 해체계획도서를 통한 개선 66
   2. 해체공사관리를 위한 자격제도를 통한 개선 66
   3.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통한 개선 66
 제 3 절 건축허가로 전제되는 철거와 해체허가의 관계 67
  I. 건축행위 중 철거를 전제하는 행위 67
   1. 건축법상 개축에서 전제되는 철거 67
   2. 건축법상 대수선 및 리모델링의 전제인 철거 70
  II. 건축법상 개축과 해체허가의 관계 71
   1. 현행 법제상 개축허가와 해체허가의 관계 71
   2. 개축허가를 통해 철거행위가 가능하다는 견해 72
   3. 개축허가와 별개로 해체허가가 필요하다는 견해 73
   4. 소결 : 위험방지를 위한 실질적 요건 심사의 필요성 76
  III. 건축법상 대수선과 해체허가의 관계 78
   1. 대수선의 개념 78
   2. 철거를 전제하는 행위로서 대수선 79
   3. 대수선에 대한 건축허가와 해체허가의 관계 79
  IV. 소결 : 건축허가 의제조항을 통한 입법 개선 필요성 80
제 4 장 주택단지와 해체허가의 관계 82
 제 1 절 서설 : 주택의 관리 및 재건축에 수반되는 철거 82
 제 2 절 주택의 관리행위로 이뤄지는 철거 83
  I.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의 의의 83
  II. 행위허가에 따른 철거의 가능성 83
   1. 공동주택의 전부 철거에 대한 규율 83
   2. 행위허가의 규율 범위의 변화 84
   3. 현행법의 해석에 따른 행위허가의 규율 대상 범위 85
   4. 정리 : 관리를 위한 개별 동의 해체를 규율하는 행위허가 86
  III. 행위허가와 해체허가의 관계 87
   1. 행위허가와 해체허가간 규율 범위의 중첩 가능성 87
   2. 행위허가와 해체허가의 관계에 대한 해석 가능성 87
   3. 소결 : 주택단지에 대한 특별법인 행위허가의 존중 89
  IV. 행위허가제도의 개선 필요성 90
 제 3 절 리모델링과 철거 90
  I. 리모델링 제도의 의의 90
   1. 리모델링의 개념 91
   2. 리모델링 개념의 정책적 활용 91
   3. 법률에 따라 달라지는 리모델링의 개념 92
  II. 허가요건완화의 기준으로서의 건축법상 리모델링 94
   1. 건축법상 리모델링의 도입 94
   2. 건축법상 리모델링의 개념 94
   3. 리모델링의 원칙적 형태인 주택법상 리모델링 관련 제도 97
   4. 건축법상 리모델링과 해체허가의 관계 98
  III. 재건축의 대안으로서의 주택법상 리모델링 99
   1.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도입 99
   2.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개념 100
   3.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허가와 해체허가의 관계 101
  IV. 소결 : 법률의 취지에 맞는 체계정합성의 개선 필요 103
 제 4 절 정비사업과 해체허가의 관계 104
  I. 정비사업의 전제인 철거행위 104
  II. 정비사업의 철거에 대한 규율 105
   1. 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적 판단 105
   2. 정비사업의 절차에 따른 철거공사의 허용가능성 106
   3. 사실행위로서 철거에 대한 규율 107
   4. 정비사업에 수반되는 철거와 해체허가의 관계 110
  III. 주택법 및 도시정비법의 철거 관련 법제 개선 필요성 110
   1. 주택단지에 대한 별도의 철거 관련 규율 개선 필요성 110
   2. 철거계획서의 기준 강화 필요성 111
   3. 주택법의 감리제도 관련 개선 필요성 112
제 5 장 철거를 규율하는 기타 주요 법제 113
 제 1 절 철거공사를 규율하는 법제 113
  I. 철거공사의 자격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113
   1. 건설업자의 철거행위에 대한 책임 113
   2. 철거공사에 대한 건설업 등록 114
  II. 산업안전보건법과 철거의 관계 116
   1.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116
   2. 산업현장으로서의 철거공사 117
   3. 철거공사의 위험방지에 대한 미비점 118
   4. 해체허가 및 감리제도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향상 119
 제 2 절 그 외 철거에 관한 주요 법제 120
  I. 소규모주택정비법 120
   1. 빈집정비사업의 측면 120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측면 121
  II. 철거로 인한 권리객체의 소멸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121
   1.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등기제도 121
   2. 공적장부와 사실상태의 일치 필요성 122
   3. 부동산의 멸실등기와 철거의 관계 및 제도개선 필요성 122
제 6 장 결론 125
참 고 문 헌 127
Abstract 132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