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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 

보조금관리법 제35조는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4. 10. 17.자 2014마1631 결정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은 경매개

시결정의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에 불과하여 그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압류

는 허용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등 참조).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경매절차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보조금법상 중

요재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사립학교법 28①),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사찰소유의 

부동산(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①)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

의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이므로, 경매신청시에 그 처분허가서를 제

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1. 17.자 85마720 

결정,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전원재판부 결정). 

 

주무관청의 처분허가 없이 기본재산, 중요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

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817 판결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어 이에 관하여 매각허가

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



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

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8.자 2005마1193 결정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

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

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

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채무자인 법인이 강제경매절차에서 감독청의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이의를 제기하

거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도 원인 없

이 경료된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매

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가 없었음

을 이유로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행한 처분행위의 경우 법인이 후에 그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

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경매절차에서 법원의 조치 –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 제출명령 

법원은 처분허가서 제출 없다면 매각불허 결정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어도 그 대금납부

는 효력이 없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

42993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817 판결), 압류채권자에게 매각명령을 하

기 전 적당한 시한까지 처분허가서를 제출하도록 명해야 한다. 

 

주무관청에 처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19219 판결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아니라 기본재산

의 소유자인 법인이다.  

 

채권자가 주무관청에 처분허가를 신청할 수 없음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기본재산의 매각허

가를 위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에 매각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

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감독청에 대하여 기본재

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판결 

법인의 채권자가 법인을 상대로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