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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심 2019-382, 무단점유물 철거(이설) 대집행 취소청구
정 ○ ○
강원도 ○○시 ○○면 ○○고개길 123-15

피청구인

○○시장
청구인이 2019.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9년도 제10회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

문

청구취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19. 8. 19. 청구인에게 한 시유림 내 무단점유물 철거 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12. 11. 청구인에게 시유지인 ○○시 ○○면 ○○리 산60-6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시설물(담장 등)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사

1) 이 사건 청구인은 청구취지로 ‘피청구인이 처분일/2019.08.03./청구인에게 한 처분/시유지 내 무단점유 인공구조물 이설 강
제 처분을 청구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7. 17. 과 2019. 7. 25.
과 2019. 8. 1. 각각 대집행 계고 처분을 하였고, 2019. 8. 19. 청구인에게 대집행 영장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
인의 청구이유 결론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유로 변상금 부과 및 철거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5. 28. 과 2019. 6. 14. 청구인에게 잔여점유물(콘크리트담장
일부, 상수도 개량기, 주택 진입로 바닥 포장, 석축) 및 신규점유물(휀스)에 대한
철거를 독촉하였으며, 2019. 7. 17. 과

2019. 7. 25. 과 2019. 8. 1. 청구인에게

대집행 계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19.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대집행 영장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8. 12. 말경 피청구인의 지상물 철거 요구 공문을 받고 법정 기일
내 과태료 납부와 자진 철거 이행을 완수하였다.
나. 청구인의 경계 울타리 재설치도 최초 측량 위치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아직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9. 4. 경 이 사건 토지 내 철거 대상인 콘크리트 담장, 대문 앞
콘크리트 포장, 정원 전석, 상수도 계량기 중 콘크리트 담장 일부만 철거하였으며,
2019. 5. 철제펜스를 신규로 설치하고 상수도 계량기를 이설하는 과정에서, 철제펜스
와 상수도 계량기가 이 사건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2.부터 청구인에게 당초 점유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계도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9. 5. 경 철제펜스를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신규로
설치한 이후에도 3개월간 청구인에게 누적된 조치사항을 꾸준히 안내하고 3회의 행정

대집행 계고를 하는 등 시간적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무
단점유물을 일부만 철거하거나 새로운 점유물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행정대집행법」제2조, 제3조
「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의 각 기
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8. 1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점유
하고 있다는 사유로 변상금 부과 및 철거명령을 하였다.
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9. 2. 20. 과 2019. 5. 20. 과 2019. 8. 2. 이 사건 토
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5. 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의 잔여 점유물을 철거할
것을 촉구하였다.
- 벚나무 1주, 콘크리트담장 일부, 상수도 개량기, 주택 진입로 바닥 포장(콘크리
트, 석축
다. 피청구인은 2019. 5.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역의 잔여 및 신규점유물
철거를 독촉하였다.
1) 잔여 점유물 : 콘크리트담장 일부, 상수도 개량기, 주택진입로 바닥 포장(콘크

리트), 석축
2) 신규 점유물 : 휀스(흰색)
라. 피청구인은 2019. 7. 17. 과

2019. 7. 25. 과 2019. 8. 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집행 계고를 하였다.
1) 위치 : ○○면 ○○리 산60-6
2) 대상 또는 종류 : 휀스 등
3) 수량 : 436㎡
4) 대집행 방법 : 무단점유물 철거 (미 이행시 시에서 철거)
마. 피청구인은 2019. 8. 19. 청구인에게 행정대집행 영장 통보를 하였다.

6. 판

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
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
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
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제2조는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9년도에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따를 때 청구인의 인공구조물이 시유림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이와 같은 지적 경계에 대하여 청구인
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설치한 인
공구조물이 시유림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한 이 사건 계고처분 및 행정대
집행 영장 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9. 12. 2.

강 원 도 행 정 심 판 위 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