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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partner
for your business
최고의 전문성과 무한한 신뢰 그리고 균형 잡힌 파트너십은
법무법인 조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으며
조합의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최고이자 최선이었음을 증명하는 법무법인 조운이 되겠습니다.

THE RIGHT PARTNER FOR YOU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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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rofile

THE RIGHT PARTNER FOR YOUR BUSINESS

법무법인 조운은 2005년,
재개발·재건축 전문 로펌으로 출발하여
최근 법무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설립일

2005년 4월 2일
대표자
박일규 변호사
업무분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8층
연락처

Tel. 02-584-2581
Fax. 02-584-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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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PARTNER FOR YOUR BUSINESS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조합 설립, 준공 및 이전고시,
아파트하자관리에 이르기까지 재개발·재건축 분야와 관련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입니다.

자문

자문
자문

·추진위원회 협력업체 선정
소송
·추진위원회 승인 무효, 취소

·사업 시행계획/인가/변경

·착공신고 관련

·공사도급계약 등

·분양계약체결

소송

·주민총회 무효 확인

·조합해산 및 청산 관련
소송
·조합해산총회 무효확인

소송

·부가세 환급 청구

·업무정지 가처분

·사업 시행계획(인가)취소

·공사도급계약, 분양계약체결

·청산인 업무정지 가처분

·주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시공사 선정총회 무효확인

·공사방해·착수금지 가처분

·조합원 분담금 존부확인

·정비업체 용역 대금 지급 청구

·시공사 지위 존부확인

·일조권·조망권 침해 손해배상

·공사대금 부존재 확인

·정비업체 지위 존부확인 등

·국공유지 무상양도 범위 결정 등

·조합원분담금 징수 금지 등

·공사대금 양수금 지급 청구 등

추진위 승인
01

자문

02

정비구역 지정
자문
·정비구역 지정(변경) 자문
소송

사업시행 인가
03

04

조합 설립
자문
·조합설립 동의서 및 인가 자문
소송

착공
05

06

관리처분 계획
자문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소송

07

이주 및 철거
자문

조합 청산
08

09

준공 및 이전고시
자문

·건물철거 및 멸실 관련

·준공 및 이전 고시 관련

·토지수용재결 신청 등

·소유권 보존·이전등기 관련

소송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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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관리
자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련
소송

·정비구역 지정(변경) 취소, 무효

·조합설립인가 무효, 취소

·관리처분계획 취소, 무효

·정비구역 지정 효력정지 등

·매도청구

·조합원, 수분양자 지위 확인

·명도소송

·청산금 부과처분 취소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청구

·조합 임원 해임 관련 소송

·관리처분계획 효력 정지

·주거 이전비 등 지급 관련

·공사대금 지급 청구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무효확인

·창립총회 무효확인

·청산금 지급 청구

·토지수용재결취소

·협력업체 용역 대금 관련 소송

·토지보상금 증액청구

·조합원 지위 확인 등

·신탁등기 이행청구
·미이주자 손해배상청구 등

·아파트하자보수 청구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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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 모든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전 / 도마변동1구역 외 4구역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신축세대 수
서울

6,265세대

강원

인천
충남 / 천안주공4구역 외 3구역

경기

신축세대 수

충북 / 사모2구역 외 2구역

충남
충북

60

총 수행 구역 수

신축세대 수

대구 / 송현주공3단지 외 2구역
신축세대 수

총 신축세대 수
(2019년 1월 기준)

4,977세대

대전

구역

(2019년 1월 기준)

3,306세대

전북

76,041

2,933세대

대구

세대

부산 / 온천4구역 외 4구역
신축세대 수

9,692세대

경남
광주

부산

경남 / 회원3구역외 1구역
신축세대 수

서울 / 불광5구역 외 16구역
신축세대 수

경기 / 상대원2구역 외 10구역

17,877세대

인천 / 미추8구역 외 6구역
신축세대 수

신축세대 수

광주 / 양동3구역

14,651세대

신축세대 수

신축세대 수

979세대

전북 / 우아주공1단지

강원 / 원동남산지구

11,080세대

1,994세대

1,229세대

신축세대 수

99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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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결과를 위해 끝없이 연구하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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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송 사례

최근 자문 사례

사건번호

사건명

쟁점

일자

의뢰인

쟁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0230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 정비사업 진행 경과, 인도 지연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한 보전 필요성

2018.6.11

안O시

관리처분계획변경 없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가능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10226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피보전권리에 의거한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인도청구권

2018.6.11

서초OO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소유자들의 공사진행 동의 및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18.6.5

안O시

토지분할 신청서 처리방법 및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처분

2018.6.5

주안O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수용재결신청기간에 대한 도정법의 적용 여부

2018.6.5

미추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정비사업비 부과 기준에 대한 의견

2018.6.5

풍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개최와 관련한 제문제

2018.6.4

안O시

약정서 공증의 법적유효성 및 미성년자 소유 토지에 대한 거래약정 체결

2018.5.29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협력업체계약 유효성 검토

2018.5.28

미추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추가설계용역계약서 검토

2018.5.28

선화O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및 현금청산대상자지위

2018.5.28

성남동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계약금 지급 최고의 검토

2018.5.25

미아O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예산 미수립의 경우 직원채용과 보수규정

2018.5.24

대치동 구마을 제O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제출서류의 동일성

2018.5.24

안O시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공람절차 생략가능여부

2018.5.24

칠OOOO 상가시장 정비사업조합

현금청산자의 보류지 배정을 위한 조합원지위확인 소송

2018.5.24

도화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의 채무변제의 상대방 불명 및 변제공탁

2018.5.24

선화O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2018.5.18

천안주공O단지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단지 내 나대지 보상금액의 납부방법의 적정성 검토

2018.5.17

우아주공O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감사사임에 따른 해임 및 선임절차 관련

2018.5.16

우아주공O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금청산대상자 협의 및 매도청구에 관한 의견서

2018.5.16

초읍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종전감정평가업체 선정 및 영업권 손실보상 협의

2018.5.15

미추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른 재분양신청

2018.5.15

풍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의 소집과 소집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25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

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06

불광제5주택재개발구역정비계획변경
(안)에대한주민설명회등의

· 정비계획변경(안) 수립방법의 무효
· 정비계획 변경수립 내용상 하자, 원인 무효 여부, 위법 부당성 등

법무법인 조운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7카합10344

서면결의서재사용금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8가합101751

소유권이전등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8137

보상금증액청구의소

· 손실보상금 재결 금액의 부당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2845

손해배상(기)

· 분양 자격에 대한 고지의무, 선관주의의무,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1315

수용재결취소등

수많은 고객과 함께하며 쌓아온 경험은 우리의 역량을 보증합니다.

최근 소송 사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28775
대전고등법원
2018누10345

사건명
건물명도
관리처분계획취소

쟁점
·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거한 부동산 인도 의무
· 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의 하자
· 결의안과 상이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관리처분계획 절차상 하자
· 시공사 선정 무효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하자

THE RIGHT PARTNER FOR YOUR BUSINESS

· 해임총회 안건의 부당성 및 서면결의서 재사용에 따른 현저한 손해 및 급박한 위험의 방지의 필요성
· 매도청구서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 의무

· 보상협의절차 및 감정평가 절차의 위법성
· 조서작성, 보상계획 통지 등의 하자
· 감정평가업자추천권 행사불가 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01200

연체료청구의소

· 청산금 지급청구권 및 청산금 변경의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5326

용역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0842

원상회복등

· 계약상 대여금 항목 포함 여부 및 계약의 해제 여부
· 대여금 정산 의무 발생 여부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1276

보수지급청구의소

· 조합장 보수 및 상여금 지급 청구권 발생 및 지급 청구권 소멸 여부

· 용역비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 여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가소114214

구상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가합100812

대여금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677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 도시계획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위법성
· 의견진술기회 박탈로 인한 중대한 절차상의 위법성
· 비례원칙위배로 인한 재산권, 평등권 침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109329

임대차보증금

·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적법성

2018.5.14

부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을 위한 3회 유찰 후 재선정 방법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8카합50105

전화번호공개금지가처분

·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의 조합원 명부 공개의무상 전화번호 공개 의무 부담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합20166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 임원 해임 결의 따른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부존재
· 감사의 총회 소집권 침해 및 무권한자에 의한 총회 소집

2018.5.14

송현주공O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의견서

천안주공O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계업체의 업무추가 계약체결 타당성 및 저적경계측량 등 계약체결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0827

추심금

· 총회정족수 미달 여부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

2018.5.11
2018.5.11

선화O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73조 규정

2018.5.10

회원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금융결제원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입회하에 동·호수 추첨

2018.5.10

과천 주공OO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지등소유자가 발송한 문서 공개에 관한 의견

· 분양계약 미체결에 따른 대출이자 지급의무
· 신축공사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대여금 정산

· 제2차 추심명령의 유효성
· 피압류채권 중 용역비 채권의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카합10307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전고등법원
2018누10352

총회결의무효확인

· 총회소집절차의 하자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의 미달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50221

가처분이의

대전지방법원
2017나100756

각서금등

· 조건부합의각서에 의한 청구권 행사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2233

조합설립무효확인의소

· 토지소유권 수인 공유, 1인 다수 필지 소유,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등
산정 오류에 따른 조합설립 법정 동의율 미달 여부

2018.5.10

주공6단지O구역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세무회계업체와 계약체결과 용역비 지급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8060

건축물대장분리거부처분취소의소

· 구 건축법 시행 부칙 제2조에 의거한 건축법상의 요건 구비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7누7635

조합원지위확인

· 명의산탁 해지 및 증여계약의 해제의 적법성

2018.5.9

미추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의견

2018.5.9

과천 주공OO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보궐 선임 관련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081

수분양권존재확인청구

· 관리처분계획변경에 따른 추가 분양신청의 적법성

2018.5.8

불광제O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행정청의 민원 거부 적법성 및 조합장 당선무효 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8465

조합장당선인지위확인등청구의소

· 불법 선거운동 인정 여부, 중복 접수된 서면결의서의 유효, 중복 투표 인정 여부,
총회책자 도달 전 서면결의서 제출의 적법성 등

2018.5.4

소사O-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홍보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절차

2018.5.3

세광OO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감사해임 발의 조건

2018.5.1

안O시

합창단 지휘자 A에 대해 대기발령 가능여부

2018.4.27

신반포 O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감사1인과 추진위원만 선출된 상태의 추진위원운영 여부

2018.4.25

미추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유치원 소유자의 분양신청

2018.4.25

부사동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2018.4.24

도마·변동O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자료 공개 행정청 조치 관련

2018.4.23

칠OOOO, 상가시장 정비사업조합

변경된 사업추진 계획변경신청(안)의 조합원 동의율

2018.4.23

선화O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지위 산정과 분양권

2018.4.19

소사O-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조합장 의결권 행사 여부

2018.4.19

지산시영O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정족수 미달과 조합의 업무처리 제반

2018.4.18

부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정비사업비 변경과 총회의결 절차

2018.4.17

회원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분양대책비의 시공자 지급여부

2018.4.17

세광OO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설계자와의 계약변경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적용여부

2018.4.16

천안주공O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및 서면결의자에 대한 총회참석수당 지급

2018.4.13

부개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변경에 따른 재분양신청 절차 및 방안

2018.4.12

봉명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도로확장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서 검토

· 손실보상 미완료에 따른 피보전권리 인정 및 보전 필요성 여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가합101040

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등

· 용역계약 해지통보의 무효 여부
· 총회비용 대여금의 반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2054

공사금지등

· 토지 소유권 및 점유사용권 존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991

관리처분계획취소

· 위법한 감정평가 등에 따른 관리처분(변경)계획의 적법성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759

조합해산신청수리거부처분무효
확인의소

· 원고적격 및 확정 판결의 기판력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담10143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하 및 가처분 집행 해제

대전고등법원
2017누13989

세입자이주비

·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전 거주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07573

대여금

· 용역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상 대여금채권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8715

주택재건축정비계획기본계획수립
변경고지등처분취소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행정 소송 대상 처분 여부
· 기본계획 실효에 기초한 처분 무효 여부 등

· 정기총회 의결 안건 일부의 무효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카기10095

증거보전

· 임시총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확인에 따른 의결 무효 입증

인천지방법원
2017카합1031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91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등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2946

매매대금청구등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337

보상청구

· 당사자간 매매계약의 적법성 여부
· 수용재결금액의 부당성에 따른 추가 비용 보상 청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452419

부당이득금

· 무단 점유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부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6229

부당이득금반환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여부
· 정기총회 결의의 흠결 여부
· 미계약체결자에 대한 사후 방안 의결 부존재
· 연체율 적용 규정의 불명확성 등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17

착공승인,분양승인처분취소청구

· 해임총회 소집발의 및 결의 요건 충족 여부
· 서면결의서 수에 관한 주장 및 자료의 오류 등
· 착공신고 수리 및 입주자모집 승인처분의 적법성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104966

채권가압류

· 현금청산자에 대한 정비사업비 분담 지급 의무에 따른 보전의 필요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1758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 하자담보책임 여부 및 아파트 하자 주장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아1272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

· 도시정비법상 해산 동의 요건 및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 흠결 여부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