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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ivil and Legal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Aggregate Building Management

System

In-duk Jeong, Advisor: Ph.D. Hyuck-Shin Kang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Korea, since the late 1970s, the demand for multi-unit housing has increased 
rapidly du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and the demand for collective buildings such as apartments, commercial buildings, and 
multi-purpose apartments has increased mainly in metropolitan areas. Building types 
are diversifying in accordance with the acceleration of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while buildings for simple use such as multi-unit houses, apartments, and 
commercial buildings are being more complicated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urban 
development, consumer demands, segmentation, enlargement, smartification, and 
intellectualization.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ollective building law legislation that is 
established regarding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s while in 
particular, the management groups, managers, assemblies and their resolutions, 
regulations, and commercial industry restrictions that are most interested in practical 
practice are described comprehensively.
 Chapter 2 of this paper describes the concept, system, and history of collective 
buildings. In particular, it covers the main contents of the fourth amendment 
(December 18, 2012), which was the largest revision since the enactment in 1983. 
The fourth amendment is to improve and maintain the provisions for liability for 
defects in collective buildings that have been interpreted as a matter of interpretation 
in relation to the Housing Act, and to expand opportunities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building management process, for instance, having tenants and others at a 
meeting of the management group under certain conditions to exercise voting rights. 
and so forth while it specifically analyz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llective building dispute mediation committee composed of experts from each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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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ovince as a way to quickly and efficiently resolve disputes over collective 
buildings. In addition,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establishment and concept of 
partitioned ownership.
  
 Next in Chapter 3, the management group and managers were examined as the 
management subjects of the collective building. In addition, the concept, scope, and 
effect of the management regulations were considered while in particular, the legal 
nature of the commercial management regulations was examined in detail, and what 
was the cause of the dispute with the self-governing laws regulated by the shopping 
district management group, co-op of shopkeepers, and others was analyzed.
 Chapter 4 describes the scope and form of the concept reorganization and the 
exclusive and common parts of the building as the subject of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building. In particular, the contents according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tioned owners as per the predefined legal public section and the public 
section on a basis of contract are summarized.
 Chapter 5 focuses on several legal problems that arise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s and multi-unit apartments. In the first section, the amendments 
to the collective building law for the realization of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are 
intended to allow tenants to participate in the limited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building. In the past, considering that tenants or renters who are not the owners of 
the collective buildings are not given the authority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buildings, the 
occupants including tenants could also ideally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group 
meeting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public sector, the appointment of a manager 
or a member of the management committee, and exercise voting rights on behalf of 
the partitioned owners in matters related to ordinary management that pays for 
themselves, thereby enhancing the interests of tenants, such as tenants who actually 
live in or operate stores in order to make the management of the building more 
robust and to facilitate the normal management of the collective building. In addition, 
if the partitioned owner does not express his/her intention to exercise the voting rights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the manager or the management committee, the tenant 
may exercise the voting rights to participate in the appointment of the management 
and management committee members.
 In section 2, it can be said that in the case of a multi-unit house, it is required to 
use it for the common good without disturbing its neighbors, however, the level of 
care would be larger than single-family houses. Occupants who live in multi-unit 
homes are obligated to comply with established principles determined by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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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ons among the partitioned owners of the categor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ould be applied to the fulfillment of the rights or obligations for the common 
interest required for the use of the public part or the use of the whole part. 
Specifying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violation of the common interests in the 
multi-housing management regulations and specifying the responsibility for the 
violations would lead to a more pleasant residential life.
 In section 3, the views on the obligation to pay due to arrears of administrative 
expenses and the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expenses are reviewed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perty rights of the partitioned owner and the public 
interests of administrative expenses in administrative reality regarding the problem of 
the succession of arrears administrative expenses along with procedural solutions 
regarding solving the problems caused by arrears of administrative expenses is 
described.
 The protection of premium in section 4 seems to be desirable in the sense that it 
protects socially disadvantaged tenan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supplement the problems in order to legally protect the premium, which varies by 
region and industry. In particular, when redeveloping and rebuilding an existing 
commercial building as an urban reorganization project, a clear standard should be 
prepared on how to guarantee the rights of the commercial building tenant. 
 In addition, a clear concept of regional premium, facility premium, and business 
premium among the types of premiums that are generally classified shall be 
established. If certain requirements for premium are satisfied based on these three 
typ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recovering the tenant's premium 
as opposing power recognized as it is, and the ambiguous provisions related to the 
tenant's interference with the tenant's retrieval of the tenant must be clearly modified 
while who is responsible for proving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the 
obstruction of the retrieval of the premium must be clearly determined.
  Since the management method differs depending on the size and purpose of the 
collective building, provisions shall be made regarding the management system that 
separates ownership from management and the differentiated management method 
suitable for the size and use. In order to transition from an evolving modern society 
to an urban society,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all be provided to uniformly manage 
and regulate new collective buildings as large-scale multi-purpose buildings with 
different uses appear.
 Keywords: collective building, management group, partitioned ownership, 
management, collective build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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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집합건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후반 이후의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이 나타나면서부터이며, 구분소유권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법률 제3725호,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이 제

정되기 전 이미 민법 제215조에 그 근거 규정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1980년에 들어

서면서 고층아파트 및 대규모 상가 그리고, 사무실용 빌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

들 건물의 적정한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집

합건물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1)

집합건물에 관한 쟁점은 소유의 형태, 관리의 방향성, 상린관계, 건물의 하자 등

을 포함하여 대단히 방대하고 또 스펙트럼이 넓다. 또한 민법의 특별법으로 민법이

가지는 기본적 원리도 존재하면서, 동시에 관리 실무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기도

한 분야이다. 민법적 이론과 특별법적 개별성, 그리고 관리 실무성 등의 복잡하면

서도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합건물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학문적 및 실무적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이나 이에 대한

접근에는 상당한 정도의 집중력 있는 학문적 태도가 필요하다.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당초 민법 제215조의 규정만으로 증가한 집합건물에 대한 제반 문제를 한 개의

조문에 의해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특히, 민법 제215조

의 기존의 법률체제에 따라 그 법률관계를 정리할 경우, 예컨대, 수백명의 공유자

명의로 부동산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그 등기부가 지나치게 방대하게 되어 등기부

의 공시성과 일람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상황에 있었다.2) 이

에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집합건물과 그에 부속된 건물 및 대지

를 일체로 취급하여 법적분쟁을 예방하고 부동산 공시의 간편화를 도모하며 집합

1) 1983. 1. 6. 정부 발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참조(2010. 12. 6. 방문)

<http://likms.assembly.go.kr/bill/jsp/>.

2) 김준호,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 한국민사법학회,

1993, 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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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에 관련된 다수인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목적으로 일본 등의

집합건물에 대한 입법례를 참조하여 집합건물법을 제정․공포하여 1985.4.10.부터

시행하고 있다.3)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권의 대상과 한계․구분소유자 상호간

법률관계․구분소유권과 그 공동이용 부분 및 그 대지에 대한 소유와 이용관계를

분명히 하고 부동산등기의 공시를 간편히 하는 한편, 집합건물에서의 상린관계 등

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본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특히 ‘집합건물의 관리’에 초점

을 두고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국민의 대다수가 집합건물에 거주하며 사용 편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

적인 관리와 법제의 미비로 인하여 전문적인 관리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구성원과 이해당사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

니와 권리가 침해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성원들 간에

첨예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고 실현가능한 관리기준과 법제를 갖출 필요가 절

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현재 집합건물법 법제를 개괄적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건물의 구분소유권과 관리시점, 관리단의 구

성과 범위 그리고 집합건물의 관리대상, 관리형태, 관리체계를 검토하면서 그 특색

과 유형 그리고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논문의 구성

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

3) 집합건물법의 입법배경 및 제정과정에 대하여는 김준호,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

성”,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 한국민사법학회, 1993, 315-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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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법 제도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꾸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구분소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

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구분

소유제도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

으로 인하여 주택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

트 등과 같은 집합건물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건물을 계층적으로 구분하여 소유하

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이유에서 본고는 집합건물과 관련한 법적 쟁점 중에서 특히 집합건물 및 공동

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쟁점과 그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집합건물은 토지의 효율적 공간이용이라는 측면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대도시

를 중심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아파트 및 상가, 복합주거용 건물과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그 편리성까지 담보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건축행위의 주류를 이

루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집합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하에서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

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 중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집합건물의 개념과 체계, 그리고 연혁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

히, 1983년 제정 이후, 가장 큰 폭의 개정이었던 제4차 개정(2012. 12. 18.)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의 주체로써 관리단 및 관리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관리규약의 개념 및 범위, 그리고 효력 발생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특히, 관리단

에 관해서는, 관리단의 의의 및 법적 성격, 그리고 관리단의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접근을 하면서, 한편으로, 관리단의 법적 지위 및 권리능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집합건물의 관리대상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및 개념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공용부분의 관리대상의 주요쟁점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관리에 있어 발생하는 전유 및 공용부분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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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변경 등의 문제점과 구분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집합건물의 관리적 측면의 특수한 몇 가지 문제점을 다루며 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검토하였다. 실질적으로 임차기간 동안의 구분소유자

보다 집합건물의 이해관계가 더 직접적인 임차인이 가지는 의결권 행사의 범위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임차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법률문제로써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위를 가지는 이상 적어도 임차인이 가지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이

해관계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며

검토하였으며, 집합건물의 체납관리비에 대한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른 그 특별승계

인의 승계되는지의 여부와 승계 대상으로서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등을 다루고

경기침체로 인해 체감할 수 있는 체납관리로 인한 집합건물이 경매로까지 진행되

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제3자가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를 여전히 승계해야하는가 등 체납관리비의 납부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에 대한 논란과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체납 사항들을 구분하여 채무관계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임대건물의 수급불균형, 세금 탈루의 목적, 법령상 임차료의 제한, 선지

급 권리금의 회수 등 상가권리금을 수수하는 이해당사자들은 여러 기준 요소를 유

형별로 나누어 수수하는 상가권리금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법체계

내에서 공동주택으로서 건물에서의 관리단 구성에 관한 법률문제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와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 공동의 이익의 반하는 구분소유자의 행위 등에 관한 내용의 집합

건물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쟁점에서 논하였고‚ 특히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의 관

리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쟁점과 그 개선방향을 검토

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미력하나마 결론을 도출하였고, 결과적으로

집합건물법 및 기타 관리체계에 관한 일정한 제안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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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집합건물에 관한 일반론

제1절 집합건물의 개념

Ⅰ. 집합건물의 의의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15조 제1항은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

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건물 중 공유하는 부분은 그

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하여 구분소유를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1조

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집합건물을 규정한다. 따라서 동조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

이란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경우의 건물, 즉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 즉 Aggregate Buildings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4) 집합건물은 집합건물

의 적용을 받는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는 1동의 건물이다.

집합건물이란 건물의 구조상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단위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

으로서 주거용 집합건물(공동주택)과 비주거용 집합건물이 있고, 이를 규율하는 법

률로는 집합건물 전체에 관하여 사법적인 측면에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권리ㆍ의

무를 규율하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법 측면(주거생활 보호 유통산업 진흥)에서 규율하는 주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있으며5) 각각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건물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건물의 구분소유법'이라 한다) 제1조는

“1동의 건물에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에 독립된 주거, 점포, 사무소 또는 창고로서 타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독립된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구분소유의 목적을 동일한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그 법률의 명칭을 달리하

여 구분소유 목적인 건물을 구분건물, 즉 Divided of Buildings로 정의하고, 영미 국가에서는 대체로

Condominium으로 정의한다.

5) 서보국, “행정규제의 법적 근거로서의「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방안 연구”,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법무부연구용역과제보고서, 201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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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판례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1동의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고,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을 구분건물

이라고 정의한다.6) 독립하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그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개

념이다.

구분소유권을 독립하는 건물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구분소유권관계에서 일물일

권주의로 되어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구분소유권이란 제1

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라고 하여

‘구분소유권’은 1동의 건물 또는 상가건물의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즉 1동

의 건물 또는 상가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

될 수 있는 건물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라 하고, 또한 제3호는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라고 하여 ‘전유부분’을 구

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동조는 구분소유권과 전유부분

을 모두 건물의 부분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동조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집합

건물이란 구분건물과 동의어로서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

을 소유하는 경우의 건물’로 정의된다.7)

이처럼 집합건물의 범주에 포함되는 건물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건물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명칭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협의

체에서 건물의 업무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 대부분 집합

건물법이나 주택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 임의적 단체에 불과하다.8) 집합건물은 객관

적 요건을 갖추고 집합건축물대장등록 및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되어진 건물이다.

Ⅱ. 집합건물법의 연혁 

집합건물법은 1985년 4월 15일 시행된 이후 점진적으로 집합건물법 자체와 관련

한 개정은 6번이었으며, 그 중 1986년 5월 12일 일부 개정 시행된 집합건물법은 운

경과 규정을 규정하였고, 2010년 3월 31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은 조문의 표현을 보

6)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판결.

7) 박종두․박세창,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1, 30면.

8) 상가나 오피스텔에서는 운영협의회란 명칭을 사용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3조 이하), 주택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로 규정하고 있다(제42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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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쉽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꾸고, 한글 맞춤법 초점으로 맞추는 개정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실질적인 개정은 4차례 이루어졌고, 2011년에는 집합건물법개정위

원회가 구성되어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을 기본

법적으로 잘못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이 기본법의 현실적인 적합성이

떨어지는 등의 다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집합건물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

리적인 실효성 또는 분쟁예방과 신속한 분쟁해결방안 구현 및 첨단IT기술 발달로

인한 집회의결방식의 보완을 위하는 것이다.9)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던 하자담보책

임을 전면 정비하고 점유자의 관리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분

쟁을 예방하며 실질적인 운영의 의결권행사를 도입하였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집합건물법은 1984년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984년 4월 15일 법률 제

3725호로 공포되었다. 부칙 제1조에 따라서 공포 후 1년 뒤인 1985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집합건물법의 제정 취지는 1960년 후반 이후 점차 경제발전과 인구의 대도시집

중현상으로 인해 대도시 서울 등에 공동주택 아파트 등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

증가현상은 앞으로 더 확대될 추세였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와 이용의 관한 형태는

종래와는 달라 한 채의 건물이 수십 내지는 수백의 구분소유와 공동생활이라는 새

로운 형태로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화하는 생활관계를 규율 할 수

있는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의 등제규정은 불비하였다. 또한 구분소유권의 대상과

한계,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구분소유권과 그 공동이용부분 및 그 대지에

대한 소유이용관계가 불분명하고 구분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한 현행 등기방법도 매

우 복잡하여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부원안으로는 집합건물의 복잡한 공동생활관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

9) 박경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배경 및 경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법무부, 2011. 7. 21, 9면.



8

고 보완함으로써 고층건물 및 기타 집합건물 내에서의 공동체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권리적 관계를 간명히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 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

에게 법적인 안정성과 거래상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이었다.10)

2. 제1차 개정(1986. 5. 12.)

1986년 5월 집합건물법 제1차 개정사항은 아파트 등 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각자 분리하여 매매 등 처분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등

기부 정리를 위해 2년간 동분리처분금지의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데, 등기부 정리

작업등이 기존보다 빨리 진척되어 근시일 안에 완료될 것이 확실해지므로 등기부

정리가 끝난 기존의 집합건물의 경우는 2년 이내라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전유부

분과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자 부칙 제4조를 개정하였다.

3. 제2차 개정(2003. 7. 18.) 

집합건물법 제2차 개정은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

미를 가지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조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객체가

되는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에 일정

한 건물부분이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물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기 때

문에 이를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할 수 없다. 또한 구조적으로 물적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물건처럼 사용되지 않는다면 역시 하나의 물건

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만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문

제가 발생하는 것은 구조상의 독립성 요건이다. 구조상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소유

권의 물적 범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는 건물부분이 공간

적으로 건물의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격벽에 의해

서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구조상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구조상 독립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공간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

제가 발생한다. 판례는 집합건물법이 구조상 독립성을 요구하는 취지를 엄격하게

10) 집합건물법 제안이유(198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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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였고, 구조상 독립성을 갖지 못한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

다는 입장을 취하였다.11)

그러나 상가형 집합건물의 경우, 격벽 등의 구조상의 독립성은 가지지 아니하나

거래에 있어서 독립성이 확보되고 있는 점, 또한 바닥 등의 경계표시 등에 의해 격

벽 등의 구조적 독립성에 가까운 정도의 ‘구분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당해 점포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집합건물법의 개정취지에서도 상가빌딩 등의 집합건물내의 개별적 점포 등은 독

립적으로 거래되어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 사회 현실임에도 현행법상으로 구분소유

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전체적인 건물에 관한 지분등기만 허용이 되고 있어 집합

건물 내의 개별적 점포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는 제약적 요인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한 금융기관 등이 담보를 제공 받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의 발급 시

집합건물 전체에 관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야만 하는 등의 행정적인 낭비가 초

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해석상으로도 상급법원인 대법원이하

하급법원사이에 해석의 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구분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조

건을 사회 경제적 타당성에 맞게 규율함으로써 상가 등의 집합건물내의 개별적점

포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단독소유

형태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12)

4. 제3차 개정(2005. 5. 26.) 

1) 2005. 5. 26. 개정 전 집합건물법 및 주택법령의 상황

민법 제670조는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보수와 함께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하자보

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한꺼번에 규정하면서 그 권리행사기간을 동일하

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집합건물법 제9조가 위 규정 등을 준용함으로써 판

례13)는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목적물의 인도일로부터 10년이고,

그 법적 성격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에 해당하는 제척기간으로 보

11)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46096 판결.

12) 집합건물법 제안이유(2001. 11. 21).

13)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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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런데 구 주택법령이 이와 다른 하자보수책임기간을 두고 있었으므로, 구 집합

건물법 및 구 주택법령상 하자담보책임의 관계와 각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의

성질과 관련하여, ① 주택법시행령상 기간은 하자발생기간으로 그 기간 내에 발생

한 하자에 대하여 민법상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견해, ② 주택법시행령상 하자보

수책임기간은 민법상의 5년 또는 10년보다 단기간이므로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견해, ③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주택법상 하자보수책임기

간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병존하므로 주택법시행령상 기간은 그 자체로 유효하고

이를 발생 및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④ 주택법 시행령에서 1, 2, 3년으

로 된 기간은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에 저촉되지 아니하지만, 내력벽의 하자에 관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정한 부분은 민법상 제척기간인 10년보다 짧아

무효라는 견해 등이 있었다.14)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민법상 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

임을 준용하고 있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도급계약상 견고한 건물 등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도 10년이다.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

을 두고 있다(주택법 제46조). 그리고 이 규정은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로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하자담

보책임에 대해서는 주택법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주택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 주택법

의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15)

14)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 건설분쟁의 법적 쟁점과 소송실무」, 박영사, 2008, 288면; 이환승, “개정

주택법의 적용범위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판례해설」, 77호,

2008 법원도서관, 2009. 7, 526면．

15) 김영두, “집합건물법연구”, 진원사, 2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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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 5. 26. 개정 경위 및 내용

2005년 5월 2일 제253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건

설교통위원회에 제안하여 2005년 4월 22일 회부된 주택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에 관

한 심사를 통해서 집합건물법과 동법률안이 상충되는 문제의 제기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유로 그 자리에서 집합건물법개정안이 성안되었다. 같은 날 열린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 장윤석으로부터 “이 법률안

「주택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률 간의 모순과 충돌 문제, 즉 이 법률안 부칙 제4

조가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46조의 개정 규정에 대해서는

법률 제3725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 배

제하고 있고, 다른 한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은 부칙 제6조에서 주

택법을 배제하고 있어 법체계상 문제가 전체위원회에서 제기된 바” 있어서 “공동주

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법률체

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조항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4조를 삭제하고 대신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주택

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4조의 내용을 반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즉, 주택법 제46조 개정에 대한 부대조치로서 집합건물법상 내부적인 필요

가 아닌 외부적인 조정을 통하여 부칙 제6조 단서의 규정을 신설 결의하였다.16)

5. 제4차 개정(2012. 12. 18.)

2012년 11월 국회에서 집합건물법이 개정되었고 이 법률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2012년 개정은 집합건물법이 제정된 이후 그 동안의 사회적 변화와 이

론적인 발전을 반영하여 처음으로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임차

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직접 참여하도록 한 점, 집합건물 하자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이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 등은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

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 국회사무처, 「제253회 국회(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한민국국회, 2005. 5,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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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법률

[부칙] 

제6조(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방법

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

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

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6조(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방법

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특

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단서삭제>

제4차 개정은 주택법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문제가 되어 온 집합건물의 하자담보

책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정비하고 집합건물의 임차인 등도 일정한 요건 하에

관리단집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도록 하는 등의 집합건물의 관리

과정에 실거주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관한 민원 및 분쟁을 신

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각 시·도의 관리 관계전문가로 구성

되어지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17)

제4차 개정에서는 종래 집합건물법이 가지고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큰 폭의 중요한 개정을 한 것이므로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주택법과의 관계(제2조의2)

(1) 개정이유

역사적으로 보면 「주택법」의 전신인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

령」은 집합건물법보다 앞서 입법이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직후 전쟁으로 인해 삶

의 터전을 잃게 된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건설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영주택법이 그 모태이다. 같은 법에 공영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단 한 개의 조문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이 이후 공동주택관리령으로 발전하게 되었

17) 대한부동산학회·한국주택관리협회 편,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운영체계개선방안연구」, 서울특별시, 2018,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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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건설규제법(건축법) 및 건설촉진법(주택건설촉진법)의 성격을 갖는 건

설법(Building Act)과 거주자의 삶을 규율하는 주거법(Housing Act)이 하나의 법률

안에 들어오는 바람직하지 않은 구성의 법체계가 만들어졌다.18)

주택법과의 관계에서는 해석상 문제가 되어 온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의 규정

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고, 집합건물의 임차인 등도 규정상 일정한 요건

하에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과정에서 실거주자의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각 시․도에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19)

(2)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주택법과의 관계

법 제2조의2에 의해서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해서는 주택법상의 규정

이 적용될 수가 있다. 즉 집합건물 관리단의 기관이 아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입주

자대표회의 회장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통해서 당해 관리비를 징수하고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20)

그간에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또는 공법상에서의 공동주택에 관한 기타 법령과의

사이에서 규정 간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 지적이 있었고, 예를 들어 집합건물법에서

의 관리단과 주택법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와 같은 관계가 있었고, 또한 집

합건물법의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집합건물 전체에 대한 기본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던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법률개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과의 관계

18)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5면.

19) 대한부동산학회·한국주택관리협회 편,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8, 109면.

20)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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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법률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2

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자의 담

제9조 (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2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자(이하 “분양자”) 

분양자와의 계약의 따라 건물을 건축한자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주택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집합건물 등의

하자담보책임은 집합건물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유관계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큰

대형아파트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집합건물보다 짧아지는 등의 구분소유

자의 권한 및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었다.21)

법 제2조의2에 의해서 주택법 제46조의 내용 중에서 구분소유자의 본질적인 권

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그 적용을 배제한다. 구 집합건물법 부칙 제

6조 단서를 이대로 둘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2003. 5. 29. 전문

개정시 신설된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이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와 내력구조

부의 중대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3항에 따르

도록 하고, 주택법 제46조 제1항의 기간을 권리행사기간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①

하자보수청구의 권리행사기간과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권리행사기간이

다르다는 것인지가 문제되고, ② 주택법은 내력구조부 중대 하자로 인한 손배해배

상청구의 기간에 관하여 5․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대하지 않은 구조부

분 하자에 관하여 권리행사기간을 10년으로 정했던 개정시안 제9조 2호와 모순되

고, ③ 공동주택과 그 외 집합건물 간 불균형은 더욱 더 심화되는 결과가 된다.22)

본 개정으로 인해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회복이 되고 또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과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되어진 공동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회복시키

고,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분양자, 시공자 및 구분소유

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3)

21) 대한부동산학회·한국주택관리협회 편,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8, 110면.

22)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10면.

23) 대한부동산학회·한국주택관리협회 편,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8,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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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책임의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부

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중용한다.

(신   설)

(신    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시공

사”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

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

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

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

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③제1항 및 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 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

청, 무자력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

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

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④제1항에 따른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

에 관하여 이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2) 담보책임(제9조)

(1) 집합건물법 개정 전의 문제점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는 기존 분양자에게만 직접적인 담보책임

을 물을 수가 있고, 시공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

법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구분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불

충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방법에도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24)

담보책임과 관련해서 집합건물법에 대한 기존 비판은 동법 및 그에 의하여 준용

되는 민법상의 책임기간이 획일적이고 너무 길다는 데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비판

24) 대한부동산학회·한국주택관리협회 편,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8,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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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연 타당한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 문제는 이를 이유로 담보책임의 문제를

주택법의 개정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있다. 가령 2005. 9. 16. 대통령령 제

19053호로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과 관련 있는 [별표 6]의 내용 중 일부가 변

경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목 및 구분 란 중에서 “하자보수책임”을 “하자담보책

임”으로 모두 변경한 것이었다. 특히 2005. 5. 26. 개정 주택법 제46조에서 신설된

제3항은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

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개정 전 규정은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였다. 즉,「하자보수로 인한 손

해」가 갑자기「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로 변경되면서 주택법 제46조 전체가 집

합건물법의 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책임을 보충하는 조문에서 하자담보책임 전체를

대체하는 조문으로 그 성격이 대폭 변질되었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약체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25)

(2) 시공자의 담보책임의 내용

시공자가 분양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단순히 시공자가 아닌 시행사와 공동으로

하는 분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시공자 담보책임의 내용으로는 첫

째, 책임의 주체와 책임기간을 나누어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다. 둘째,

책임의 내용면에서 민법 제668조 단서를 되살린 것은 실제로 큰 의미가 없다. 왜냐

하면 형법 하에서도 법원은 적어도 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의 해제는 인정하고 있

기 때문 이다. 구분소유자가 하자 상 이유로 시공계약을 전면 해제하는 것은 생각

하기 어렵고 실익도 크게 없으므로, 현재의 법 상태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셋

째, 제9조 제2항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에 기한 면책을 구분소유

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두게 된 규정이다. 넷째, 제9조 제3항

전단은 구분소유자가 시공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하자보수의무가 아닌)을 물을 수

있다는 경우를 제한하는 규정이다.26)

25)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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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 외에 시공자도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직접적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되, 시공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

공자의 담보책임범위는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지는 담보책임 범위로 한정하였다.27)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담보책임을 분양자의 담

보책임과 동일하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이견이 있었다. 특히 정부 내 다른 부

처와 관련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고려하여 개정 법률은 현

행처럼 분양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되, 시공자는 다만 분양자에 대한 책임추궁

이 어려운(가령 분양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수분양자와 그 승계인(구분소유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쉽게 하도록 한

다는 취지에서 시공자의 담보책임을 분양자의 담보책임과 동일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어차피 개정 법률이 지금과 같은 대위에 의한 권리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적어도 이 법에서는 보충적 책임을 규정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구

분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다(법

제9조 제3항)28)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하자발생기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

간을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집합건물의 하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발생기간을 경과하여 발생하였

다면 시공자는 분양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법 제9조 제2항).29)

(3) 강행규정성

민법상의 도급계약에 따른 담보책임 규정이 임의규정임에 반하여 집합건물법 제

9조의 담보책임규정은 강행규정이며,30) 개정법률에서도 동조 제4항의 내용을 그대

26) 이준형, “선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의무, 관리단집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 제61권 제3호(통권 제666호), 법조협회, 2012. 3, 30면.

27) 대한부동산학회·한국주택관리협회 편,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8, 110면.

28)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17면.

29)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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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법률

<신 설>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

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

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호의 날부터 기산한

다.

로 유지하였다. 다만, 위 담보책임의 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규정은 보기에 따라서

는 구분소유자에게 민법의 규정보다 불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 제9조 제

4항에 “이 법과”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31)

구분소유자가 분양자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시공자에 대하여 직접 하자보수나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권리행

사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32)

집합건물의 분양 및 입주 이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규명

하는 단계에서 분양자 또는 시행사의 파산 등의 이유로 입주자의 하자담보책임의

상대방이 소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에 대

해서도 분양자가 가지는 동일한 범위 및 내용의 하자담보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취

지로 이해할 수 있다.

3)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9조의2)

30)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에서도 “집합건물법 제9조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

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의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

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31)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19면.

32) 대한부동산학회·한국주택관리협회 편,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8,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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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

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

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

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1) 개정이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배제하던 규정을 삭제하

여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책임기간을 일치시키는 한편, 하자담보책임기

간을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의 경우에는 10년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사의 성격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을 재설정하였다.33)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

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

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집합건물법 제9조가 준용하고 있는 민법 제671조).

(2)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공동주택을 매매할 경우 수분양자는 대부분 견본(모델하우스)이나 홍보책자 등을

보고 계약을 하는 선분양제도34)라는 특수한 형태, 즉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33) 대한부동산학회·한국주택관리협회 편,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8, 110면.

34)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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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동주택의 대지면적, 평형별 면적만을 특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

반적인 모습이다.35) 더욱이 공동주택 예컨대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관계 이외에도

도급 및 하도급계약으로 복합적인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아파트의 하자는 다

수 당사자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예컨대 전유부분의 하자라도 한 세대의 하자에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다른 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용부분의 하자

의 경우에서도 신속․간단히 수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이런 특수성에

말미암아 집합건물의 하자소송은 소송물가액이 클 뿐더러, 입주민의 주거생활의 안

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36)

전유부분의 경우에 담보책임의 기산점은 전유부분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이다.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대한 기산점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이다. 시공자

의 분양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민법은 인도일을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671조 제1항), 건설 산업 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 완공 일

을 하자발생기간의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만약

에 민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나 하

자발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수급인인 시공자는 분양자에 대해서 도급계약상의 담

보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시공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담보책임도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37)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기산점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이다(집합건물법 제9조의 2 제2항).

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단 분양계약의 경우에 수분양자는 계약의 목적물의 구체적 인

위치(동․호수)를 결정할 수 없고, 그 시공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

35) 이정민, “집합건물의 분양과 하자담보책임-집합건물법 제9조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쟁점에 관하여-”,

「사법논집」, 제38집, 법원도서관, 2004, 481면.

36) 윤형석․이춘원,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집합건물법학」, 제25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8. 2,

68면.

37)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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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 의하면 기산점을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라고 직접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일

과 사용검사일의 개념은 동일하지 않은 개념이므로 전유부분의 경우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후 소유자가 입주가능하게 됨으로써,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분양자로부터

집합건물을 인도받은 때가 기산점이 되는 것이다.38) 주택법의 기준(사용승인시)은

전유부분이 많은 경우에 통일적인 획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법

상의 권리의무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는 적당하지 않아서 이를 취하기 어렵다.

결국 법원의 실무에 맡겨서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분양자 외에 시공자를 책임주체로 추가한 이상, “인도”를 분양자의 경우와 시

공자의 경우를 다르게 볼 것인가, 아니면 동일하게 볼 것인가도 문제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각 수분양자에 한 인도라고 보면 되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자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분양자에 대한 인도라면 보면 되는지 견해가 갈릴 수

있다. 수분양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양자를 동일하게 보는 쪽이 유리하지만, 분

양을 직접 하지 않는 시공자의 입장에서 분양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

히 떠안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결국 이것은 법률의 해석 문제가

될 터인데, 적어도 주택법에 따른 하자보수의무의 경우 보다 시공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란 곤란할 것이다.39)

기간은 먼저 하자가 주요 구조부(structural components), 즉 건축물 부분이 무너

지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하고 또 건물을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부분(내력벽, 기둥, 외벽, 천정, 바닥 등) 및 이에 준하는 부분(지반)에 대한

것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전자를 건물의 안정성

과 직결되는 기둥 및 보, 내력벽, 지반공사 등의 구조부분과 그 밖의 구조부분으로

나누고 건물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하자의 경우는 책임기간이 지금보다 2배인

20년으로 늘어나는 대신에 구조부분 이외의 하자는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38) 신미연,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하자소송에서의 주된 쟁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59면.

39) 이준형, “선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의무, 관리단집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 제61권 제3호(통권 제666호), 법조협회, 2012. 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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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법률

<신 설>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

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양자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

을 참조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작성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

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

이 이전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

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제24

조제1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야 한다.

정한 기간”으로 현행보다 단축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민법에 따른 수급인의 담보

책임기간을 참고로 “20년-10년 이내” 모델이 아닌 “10년-5년 이내” 모델이 채택되

었다(제1항 및 제3항).40)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집합건물에서의 담보책

임기간은 구분소유자와 분양자간에 대립되는 사항으로 재료의 특성과 공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기술적인 측면과 그 시대적 특성과 문화적인 측면으로 결정되는 하

자담보기간 사이에서 합리적인 합의가 필요하다41)

4)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분양자의 관리의무 등)(제9조의3)

40)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23면.

41) 박태연·이영도·이상범, “집합건물의 담보책임존속기간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

집」, 제17권 제5호,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5. 10,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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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형성하는 구분행위 일부를 다루는 분양계약에 관

한 규율이 과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속한다고 볼 것인지는 별도의 논의로

하더라도, 다만 집합건물 관리적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정시안을 마

련토록 한 것이다.42)

집합건물법 제3조 제1항은 관리단의 당연설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이 제정되어야 하고 관리인이 선

임되어야 한다, 관리단이 당연설립 되었지만 아직 조직되지 않은 기간 동안의 관리

공백 상태를 메울 필요가 있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이 조직화(제9조의3) 되기 전

에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임시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집합건물법 23조 제

1항). 관리단이 실제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수분양자인 구분소유자의 의사와 이익

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단 집회는 구분소유자의 1/5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구분소유자들이 주도적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구분소유자들의 명단과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확

보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통지비용을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다(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43)

구분소유자의 당연 구성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실제로 건축물이 완공되

고 분양이 된 이후 관리업무에 대해서 임시적인 관리의 개념으로만 판단하고 대략

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수행이나 파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관리단이 구

성되기 전까지는 분양자 사업시행주체가 그 관리업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집합건물

법 제9조의3 제1항에서 “분양자는 관리단 업무 개시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규약에 근거한 규

정 매뉴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42) 이준형, “선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의무, 관리단집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 제61권 제3호(통권 제666호), 법조협회, 2012. 3, 32면.

43)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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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자의 관리단 집회의 소집의무

건물 관리단을 통한 관리가 실효적인 수행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관리인의 선임

과 관리규약의 제정이 우선인데, 이를 위해서는 관리단집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

분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관리단 지회를 개최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고 규약을 설정

하면 분양자는 관리를 종료하고 관리업무를 관리단에게 이관해야 한다. 따라서 수

분양자의 과반수가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

지 않는 경우에 분양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법 제9조의 3 제3항).

(3) 분양자의 건물 관리의무

당사자들이 정한 분양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분양자에게 건물 및 그 대지 와 부속시설을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다(개정시안 본

조 제1항). 분양 계약은 매매, 도급, 위임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각 요소들 사이의 중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리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분양자는 목적물 인도와 등기까지 마친 이후에도 일

정한 기간 동안 수분양자에 관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44)

분양자의 관리는 관리단에 관리를 이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이유에서 분양자에게 관리의무와 별도로 규약의 작성 및 교부 의무(법 제9조

의3 제2항)와 관리단집회 소집의무(법 제9조의3 제3항)를 부과하였다.45)

위 사항으로 분양받은 매수인의 1/2이상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제24조 제1항의 경우에만 해당한

다)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어지면 이제 관리인을 통해 관리단 구성의

관한 사항에 결의, 규약 설정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며 분양자의 절차상의 관

리의무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44) 이준형, “선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의무, 관리단집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 제61권 제3호(통권 제666호), 법조협회, 2012. 3, 33면.

45)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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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법률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

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

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

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

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을 
준용한다.

분양자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

을 관리해야 한다(법 제9조의3 제1항). 분양자가 반드시 직접 관리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분양자의 책임 아래 관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때의

주의의무는 추상적 주의의무이다(민법 제681조 참조).46)

5) 임차인의 공용부분 관리참여(제16조 제2항)

(1) 임차인의 관리참여의 필요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또는 전세입자 등에게는 건물 관리에 필

요한 의사결정방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가 않아 집합건물 관리상의

저해와 부실해 지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47)

46)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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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임차인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기존

구분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었던 의결권을 부여하여 당해 집합건물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단의 집회를 개최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유

부분을 임대한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통상의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

이다. 개정법률은 임차인이 집합건물의 통상의 관리에 참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를 집합건물법의 적용범위 내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에 영향

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통상의 관리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에 그러한 결의와 업무의 집행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이 적용될 수 있다(제16조 제2

항).48)

(2) 임차인 등의 의결권 행사범위

임차인 등도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대한 관리

단집회에 참석해서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9)

임차목적물의 통상의 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가 임차목적물의 관리에 관해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목적물의 통상의 관리를 임대인이

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공용부분의 관

리방법에 대해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공용부분의 관

리방법에 대한 합의는 결국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를 내용으로 한다.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의 관리는 집회의 결의를

위한 의결권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50)

47) 대한부동산학회·한국주택관리협회 편,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8., 111면.

48)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33면.

49) 대한부동산학회·한국주택관리협회 편,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8., 111면.

50)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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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

유하는 자”는 전세권자나 임차인을 의미한다. 임차인의 경우 일시사용을 위한 임차

인, 구분소유자와 함께 전유부분을 사용하는 임차인,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수개

의 전유부분 중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 등은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한 결의에 참여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제16조 제2항).51)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52) 그러나

동조 규정의 취지는 구분소유자가 점유자에 관리권을 위임 또는 대리토록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구분소유자가 점유자로 하여금 집회의결권을 대리토록 한 경우 점

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때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와 동일시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점유자가 임시집회소집청

구권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단

서가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

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야 한다.”라고 한 것을 보면 분명하다.53)

(4) 규약에 의한 임차인 의결권 배제

규약에서 임차인의 의결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

51)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35면.

52) 「집합건물법」 제16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 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특별

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 소유자에게 의결권 행

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53) 박세창, “구분소유자의 임시관리단집회에 관한 고찰”, 「집합건물법학」, 제15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5. 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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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23조의2 (관리단의 의무) 관리단은 건물의 관

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필

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권의 3/4의 동의를 얻어서 설정된 규약에서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

을 두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 관리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만으로 집합건물의 관리가 실효적으로

될 수 있다면 규약으로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54) 구분소

유자가 관리적 결의에 직접적으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임차인 등 집합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집합건물의 관리도 더욱 건실해질 수 있을 것이

다.55)

임차인과 임대인이 집합건물 공용부분 관리의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합의는 의결권행사에 결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관리적

측면에서 임차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미치는 특별한

영향이 배제되어야 한다.

6) 관리단의 의무(제23조의2)

(1) 개정이유

제2항에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권리 및 의무 가운데 관리단의 관리업무집

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수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이 이를 행사하거나 이

행토록 한다. 현행법 제5조에 따라서 구분소유자에게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54)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40면.

55) 대한부동산학회·한국주택관리협회 편,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8,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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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지만, 구분소유자에게 공유지분에 비

례하여 귀속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이것이 동시에 관리인 (다시 말해 관리단)의 직

접적인 직무에 속하는 범위에서는 관리인이 자신의 권한에 기해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수행하여야 할 것인데, 그 전제로서 건물 관리단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음

을 밝힌 것이다.56)

현행 집합건물법을 보면 관리의 권한 및 의무의 귀속되는 주체로서 관리단(제23

조 제1항)과 구분소유자(제10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단서, 제17조)를 각각 들고 있

다. 다만 현행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의 권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단지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관리단에 관한

일정한 규정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이는 집회(그 의사결정기관) 및 관리인(그 대

표기관 및 집행기관) 권능에 대한 규정사항은 관리단의 권능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

다(집합건물법 제31조).57)

관리단의 능력에 관하여는 법률에 직접적인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 관리인이 관리단의 대표에 해당(집합건

물법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한다는 규정을 고려한다면 이를 비 법인사단(권

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58) 관리단이 비 법인사단이라고 본다면 관리

단은 집합건물법과 규약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갖게 된다(민법 34

조). 관리단은 부동산 등기와 관련하여 등기능력이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24조59)

).60)

관리단의 능력에 관하여는 법률에 직접적인 규정은 따로 있지 않고, 다만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관리단의 채무적 변재 책임의 대표적 지위를 받았다고만 되어 있

56) 이준형, “선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의무, 관리단집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 제61권 제3호(통권 제666호), 법조협회, 2012. 3, 41면.

57) 물론 이러한 전제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구분소유법 제14조(총회의 역할)

는 관리단의 권리주체성을 부정하고 관리단이 아닌 관리단집회를 종국적 관리권의 귀속주체로 본다.

5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 49694 판결 : 김황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판례연구 Ⅻ」, 박영사, 1990, 369-370면.

59)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①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

다.

②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60)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10,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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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

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

제28조(규약)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다(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61)), 제25조 제1항 3호62), 제25조 제2항63)). 그 법적 성

질과 관련하여, 학설의 일부64)처럼 설립행위가 없음을 이유로 대표기관의 유무에

따라서 민법상 조합으로 볼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양도 등에 의하여 소유자가 교

체될 경우에 공용부분의 공유자도 함께 바뀌는 것으로 의제하여야 하고, 이른바

‘단체적 질서에의 편입’을 시사하는 규정(예를 들어 제27조 제2항65))을 설명하기 곤

란하다66)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권리 또는 의무 가운데에 그 업무집행에 필

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권이 없더라도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행할

수 있다. 구분소유자에게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할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구분소유자에게 공유지분에 기하여 귀속되는 권리

의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관리인(관리단)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를 관리인이 자신의 권한에 기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고 또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그 전제로서 관리단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집합건물법 제5조

).67)

7) 표준규약(제28조 제4항)

61)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은 경우 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62) “관리단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

63)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64) 김영두, 「집합건물법연구」, 진원사, 2008, 106면.

65)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66) 이준형, “선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의무, 관리단집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 제61권 제3호(통권 제666호), 법조협회, 2012. 3, 42면.

67)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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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

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

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신 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

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1) 개정이유

집합건물법 제28조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

자들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

고(동조 제1항),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관계에

없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으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것을 공용하

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

정에 근거하여 당해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

을 구성원으로 당연 설립된 관리단의 집회에서 구분소유자들의 자치권으로 관리규

약이 제정되어 관리주체로 하여금 당해 건물과 그 대지 그리고 부속시설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관리업무를 맡기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68)

따라서 집합건물법 상의 규약을 정함에 있어 구분소유자 및 관리단, 관리주체가

운영하기 원활한 표준규약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모태로 한 관

리규약이 관리 당사자 간에 발생하도록 하였고 또 모호하거나 해석이 어려운 규약

상의 난점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상의 어려움이 최

소화하는 것에 그 개정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규약의 모범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건물의 관리를 위한 규약안의 작성에 많은 어려

움을 느낀다. 그렇다고 규약의 작성을 외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

68) 석진국․장병윤,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제18권

제2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8. 8,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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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만약 규약의 모범이 제시된다면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한 규

약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69)

(2) 표준규약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없다.70)

집합건물법상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첫째, 집합건

물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으로 볼 때, 집합건물법이 규정해 놓고 있지 않은 규정은

당해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 시설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

의 사항들은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으로 제정할 수 있다. 둘째, 집합건물법 제

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12조가 제정한 표준규약 14개 항목을

포함하여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71)

표준규약은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함에 있어서 참고

할 기준이 된다. 집합건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표준규약의 내용은 분쟁해결

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개정법률 제38조 제4항은 시․도지사가 표준

규약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마련한 표준규약은 집합건물의 분

양자가 최초의 규약안을 작성할 때 참고해야 한다(개정법률 제9조의3 제2항).72)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

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약을 마련

하여 보급하여야 한다.73)

69)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81면.

70) 대한부동산학회·한국주택관리협회 편,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8, 113면.

71) 석진국․장병윤,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교법연구」, 제18권

제2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8. 8, 59면.

72)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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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법률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양한 집합건물에서의 분쟁은 모호함과 기준면에서 문제해결수단으로써 권리와

의무가 제안되어져야 하며 일반적인 구분소유자의 구성만으로 여러 산재적인 관리

내용들을 통합하는 그 표준화된 규약이 하나의 해결기준으로 사용하며 구성원들

간의 합치되어진 규정이 더해져 관리와 운영 측면의 기준으로 그 효용이 발생되어

질 것이다.

8) 정기관리단집회(제32조)

(1) 개정이유

관리인이 제26조 제1항의 보고의무를 정기집회가 아닌 방식으로 하는 것을 선호

하는 경향도 있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관리인이 정기집회 소집의무를 게을리 하였

는지 여부는 굳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이를 확정할 수가 없었다, 이를 방지

하여 위하여 현재의 학설 또한 소집시기가 규약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

리인이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 “결산기 등에 맞추어 종전의 관행에 따라야 한다.”

고 본다.74)

집합건물법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와 연동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사

무의 정기적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에 결의가 필요한 부분(특히, 예결산)에

대하여는 관리단집회에서 이를 의결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관리인에게 부과되는

정기집회의 소집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각 구분소유자는 매 회계연도

73) 대한부동산학회·한국주택관리협회 편,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8, 113면.

74) 박준서 편, 이태운, 「주석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236면; 이준형, “선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의무, 관리단집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 제61권 제3

호(통권 제666호), 법조협회, 2012. 3,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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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관리인이 정기집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인을

상대로 정기집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32조).75)

(2) 관리단 집회

개정시안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와 연동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사무

의 정기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에 결의가 필요한 부분(특히 결산)에 하여

는 관리단집회에서 이를 의결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관리인에게 부과되는 정기집

회의 소집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다. 다만, 기존의 “매년 1회 일정한 시기”로

추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라는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하였다. 76)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40조 제1항).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제39조 제1항). 관리단 사무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

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제31조).77)

75)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85면.

76) 이준형, “선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의무, 관리단집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 제61권 제3호(통권 제666호), 법조협회, 2012. 3, 47면.

77) 대한부동산학회·한국주택관리협회 편,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8,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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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제37조 제3항)

현  행 개정 법률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

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

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신 설>

제37조(의결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

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

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6

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정이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여러 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면 임차인이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떤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78)

하나의 전유부분에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들은 임차인이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야 한다. 구분소유자

가 전유부분을 점유하면서 전유부분의 일부를 여러 명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3항).79) 위와 같이 전유부분을 임차인에게 임대했을 경우를 나타내는 것

이고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한곳이라도 점유하고 있을 때는 임차인의 결의권은

배제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만이 의결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용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제

37조 제1항).80)

78)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91면.

79)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91면.

80) 대한부동산학회·한국주택관리협회 편,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8,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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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상법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1항은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

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

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유부분의 수와는 상관없이 각각 구분소유자는 한 개의 의결권만

을 갖는 집합건물법에서는 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현재 개정시안의 임차인 등 외에

가령 관리인이 수인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관리인이 수인인 때는 민법 제119

조 본문에 따라 “각자가 본인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 이러한 원칙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인해 다

음과 같이 통일행사 원칙으로 한다는(다시 말해 불통일행사를 하는 경우에 그 의결

권행사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81)

10) 분쟁조정위원회(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9)

(1) 개정이유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복합 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의 급증으로 관

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나. 소송 외의 분쟁해결 제도가 미흡하여 분쟁해결이 지연

되고 분쟁비용도 증가하고 있다.82)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소송을 통해서 보

호되는 당사자의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집합건물에서 발생

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을 수

행하는 경우가 많다.83)

81) 이준형, “선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 - 하자담보책임, 분양자의 의무, 관리단집회 등을

중심으로 -”, 「법조」, 제61권 제3호(통권 제666호), 법조협회, 2012. 3, 55면.

82) 대한부동산학회·한국주택관리협회 편,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8, 111면.

83)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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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조정제도의 목적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기초한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이 사적자

치의 원칙에 충실한 민사특별법의 지위를 굳히고 공법적인 행정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84)

집합건물에 관한 각종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집합건물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각 시․도 단위로 관

계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

다.85)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서 조정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

52조의6 제1항).86)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을 분쟁사건에서 중립적이며

분쟁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 한정하였다(법 제52조의3

제2항). 그리고 위원이 분쟁당사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거나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경

우에 위원회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제척된다(법 제52조의4 제1항). 그

리고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의 공정한 업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52조의4 제3항). 그리고

제척사유나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 스스로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법 제52조의4 제4항). 87)

조정은 당사자가 출석하여 상호 자료를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함을 통하여 이루

어진다. 합의의 효력을 가지는 조정에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합의라는

제보고서, 2013. 10, 106면.

84) 이선희, “집합건물법상 분쟁조정제도의 개정방향”, 「집합건물법학」제21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7.

2, 242면.

85) 대한부동산학회·한국주택관리협회 편,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8, 111면.

86)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107면.

87)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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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조정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

다.88)

원만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합리적인 조정안의 작성과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

사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합리적인 조정안의 작성을 위해서

위원회는 조정개시 전에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쟁점확정과 사실관

계 조사를 할 수 있다(법 제52조의6 제3항).89)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자료

의 조사․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분쟁의 당사자에게 이러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제

출하도록 하고,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협조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시․도

지사 및 관련기관에게 해당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조정업무에 참고

할 필요가 있다90)

(3) 조정의 효력

집합건물 소유자, 분양자 및 시공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 제4항에 의해서 조정이 성립하게 되면

당사자 사이에 조정서의 내용에 따른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즉 조정서의 내

용에 따른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주택법 제46조의4 제8항

).92)

집합건물법상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

88) 이선희, “집합건물법상 분쟁조정제도의 개정방향”,「집합건물법학」, 제21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7.

2, 227면.

89)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107면.

90) 이선희, “집합건물법상 분쟁조정제도의 개정방향”, 「집합건물법학」제21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7.

2, 229면.

91) 대한부동산학회·한국주택관리협회 편, 「서울시 집합건물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8, 111면.

92)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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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서의 내용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게 된다(법 제52조의8 제2항).93)

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조정이 가지는 특

징이기는 하지만, 위 특징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논리적인 연결점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조정의 효력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도 조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94)

 

Ⅲ. 집합건물법의 체계

1. 집합건물법과 민법

구분소유로서 집합건물을 인정한 최초 규정은 「민법」 제215조로써 구분소유건

물을 인정하고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시한 규정이다. 이는

건물의 고층화가 별로 진행되지 아니하던 시대에 비교적 건물의 규모가 작은 건물

을 세로로 구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다.95) 그리고 제2항에서는

공용부분의 관리비 부담에 관하여는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는 대량으로 건설되고 분양되

어 다수가 소유하고 이용하며 함께 관리하여야 하는 집합건물과 관련되어 제기되

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 특히 건물의 구분소유에서는 그 대지에 대

한 소유권 지분 기타 권리가 일체로 처리되어야 하고, 다수의 소유자간의 이해관계

를 민주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

는 집합건물의 유지․보수 기타 관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재건축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집합건물을 건설하여 공급한 자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도 민법

의 규정(민법 제580조 및 제667조 이하)과는 다른 관리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집합건물의 관리에는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

93) 김영두․장민, “2013년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설”, 법무부연구용역과

제보고서, 2013. 10, 109면.

94) 이선희, “집합건물법상 분쟁조정제도의 개정방향”, 「집합건물법학」제21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7.

2, 226면.

95) 양창수·권영준,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2011, 3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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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물(집합건물법 제1조, 민법 제215조 제1항), 연립주택,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준주택, 상가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일부분을 소유하는 형태이면 집합건물이 되고, 그 관리에는 민법 및 집합건물법상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민법 제215조 제2항과 집합건물법 제1장 제1

절 총칙, 제2절 공용부분에 관한 일부 규정과 제4절 관리단 및 관리인, 제5절 규약

및 집회, 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2장 단지에 관한 규정은 집합건물 관리

에 관한 직접 적용된다.96)

2.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주택법은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는 관리체계이며, 공동주택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42조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규정한다. 또한 집합건물법에 대한 관리

단과 별도의 독립하는 공동주택관리 의결기관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집행

기관으로서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사항을 인계하기 전의

분양사업의 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로서 규정하고 있다(주택법 제2조 14

호). 여기에서 ‘분양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

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국토

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

는 대지조성사업자, 동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7호).

이처럼 주택법 및 관련 입법은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합건물법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97) 그러므로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의 증대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 의결과 집행을 분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96) 박종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령과 적용”, 「집합건물법학」, 제7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1. 6,

89면.

97) 박종두 박세창,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1,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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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Ⅰ. 구분소유권의 개념

물권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고 특히 건물의 경우, 한 동의 건물이 한 개의 건물

로 취급되어 그 위에 하나의 소유권이 성립한다. 그러나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일

부라도 물리적 구조나 이용 상황에 따라서는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할 필요가

생긴다. 이처럼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각 부분을 개별의 부동산으로 다루는

것을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고,98) 이 경우 구분된 건물부분을 구분건물99)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한 동의 건물 자체를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민법 제215조에서는 이러한 ‘건물의 구분소유’를 규율하고 있으며, 경제발전 및 인

구의 도시집중에 따라서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100)이 점차 증가하면서 현실적

관리의 필요성을 객체로 민법의 특별법으로 집합건물법이 제정되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을 구분소유 하는 것에 대해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

서 정하는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한편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되어진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와는 별개

로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①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

시설 및 운수시설, ② 한 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③ 경계를 명확하게 알

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 ④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 구분소

유권성립에 관한 표지를 견고하게 부착된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외규정으로 구분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101)

98) 문흥안, “구분소유권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24집, 건국대학교 대학원, 1987. 2,

293-294면.

99) 곽윤직 편, 김황식, 「민법주해(물권편)」, 박영사, 2011, 267면.

100) 주택의 종류 건물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의 주택 에 관하여 주택

건설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은 그 의의 및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건축물 가운데 오로지 주거

에 이용되는 구조의 것이 주택이며,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진다. ‘공동주택’은 대지 및 건

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아파트 : 5층 이상의 주택, ② 연립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③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으로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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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란 한 동의 건물에 대해 다수인이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구분하는 배타

적 지배를 행사하는 소유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하고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관계를 ‘구분소유’ 또는 ‘구분소유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102)

집합건물의 구획된 각 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하여야 한다. 우선 집합건물의 구획된 각 부분이 구조상 및 이용상 다

른 부분과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소유자가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종래에는 특히 구분상의 독립성

을 엄격하게 요구하였다. 따라서 상가 내의 소규모의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엄격한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들 점포들은 구분소유

권의 객체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이들 소규모의 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에 해당하는 각 점포의 면적을 전체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지분등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법적 규율에 흠결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을 함

으로써 그 반대급부로 금원을 융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으로써 영세한 상인

들의 입장에서는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103) 이에 따라서 2004년에

시행된 집합건물법 개정 법률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집합건물 내에 위치한 상

가점포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도

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제1조의2).104)

구분소유권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① 최협의의 구분소유권은 1동

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 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법 제1조, 법 제1조

101) 강혁신, “구분소유권 성립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2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8,

584면．

102) 나병진,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35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1. 8, 129면.

103) 박경량, “상업용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요건”, 「무등춘추」, 제8호, 광주지방변호사회, 2004, 101면.

104) 집합건물법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 중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방식으로 수개의

건물부분이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 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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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2). 그리고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만을 전유부분이라고 하

므로(법 제2조 제1호) 결국 가장 좁은 범위로 파악하고 있다. ② 협의의 구분소유

권은 전유부분과 전유부분을 불가분적으로 매개하는 공용부분을 포함하는 개념으

로서의 구분소유권이다. 협의의 구분소유권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소유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포섭되고. 따라서 협의의 구분소유권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포함

하게 된다.105) ③ 광의의 구분소유권은 협의의 구분소유권의 내용인 전유부분과 공

용부분에 대지사용권을 더한 것을 말한다. 집합건물법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법 제13조, 법 제21조)올 규정한 것에 착안하여

구분소유권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더하여 대지사용권까지 포함한다. 구분소유권

개념을 광의로 파악할 경우, 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이 공유라는 점에서 공유에 대

한 지분권과 공유의 대내외적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106) 전유부분과 대지를 별개로 각각 처분하는 것에 대한 금지적 규정이 산입되

게 된다.

Ⅱ. 구분소유권의 법적 성질

구분소유권의 법적 성질(이론적 구성)에 관해서는 크게 공동소유로 보는 견해와

단독소유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구분소유권은 2인 이상이 하

나의 물건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1인이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단독소유와 구별되

는 소유형태이며, 이렇게 2인 이상이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므로 공동소유

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107) 이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객체로 하는

소유권으로서 민법상의 자유로운 소유권과는 달리 1동의 건물의 공동사용으로 인

하여 많은 제약을 받는 단체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구분소유권은 대지사용권

과 일체성의 원리에 의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과의 분리처분은 금지되고 있

다”고 하여 구분소유권의 단체법적 성격을 강조한다.108) 또한 “집합건물은 명목상

105) 집합건물법에서 협의의 구분소유권과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제2절의 공용부분에서 규정된 공유자는 협

의의 구분소유자를 말하는 것이다.

106) 유어녕, 「집합건물법의 이론과 실무 : 재판실무자료」, 법률정보센타, 2011, 18면.

107) 이춘원,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89면.

108) 전병익, “집합주택의 구분소유법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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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구분소유권의 단독소유권적 구상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집단적ㆍ공동적 이용ㆍ관리의 측면을 토대로 형

성되었다.”고 하여 집합건물의 이용ㆍ관리 측면에서 단체성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

다.109)

또한 집합건물법 제1장 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내용에서 단체주의적 요

소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더라도 일반 주택이나 일반 상가건물은 개인의 단독소

유이지만, 집합건물은 공유 또는 특수한 공동소유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단독소유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건물이 외형상 한 동의 형태를 이루고

있더라도, 그것을 구분된 복수의 부분으로 나누어, 그 나누어진 각개의 부분을 한

개의 건물로서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하거나,110) “건물의 구분

소유라 함은 한 동의 건물을 수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그 각 부분을 각각 한 개

의 물건으로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기도 한다.111)

판례의 경우에도 “한 동의 건물은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

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한 동의 건물에는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아

파트 각 호실과 별개의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같은 단지 내의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지하주차장 면적은 공유면적으로서 한 동의 건물

의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집합건물을 한 동의 건물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불가분의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서 단독소유권으로 이해하고 있다.112)

생각건대 구분소유는 공동소유의 일종으로 공유와 단독소유의 중간적 형태로 생

각된다. 그러나 구분소유의 대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어느 한

면이 강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분소유권은 단독소유권이기는 하나 한 동

의 건물을 공동 사용함으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받는 특수한 공동소유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109) 김선이, “집합건물의 제문제 : 한국과 일본의 비교법적 고찰-재건축결의 요건을 중심으로”, 「성균관법

학」, 제16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4, 5면.

110)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19, 304면.

111) 김황식,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등기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44집, 법원행정

처, 1988, 410면.

11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3258 판결;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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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이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

펴본다면, 전술한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건물의 구분소유라는 제목 하에 “한 동의

건물 중 ……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일반집합건물이 구분소

유 본질의 구분건물이 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건물의 일동성이나 구조상․이용

상 독립성이 아닌 소유자의 구분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113)

Ⅲ.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집합건물에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으로서 ① 건물의 동일성, ②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③ 처분권자의 구분행위가 필요하다.114) 이 중 ①과 ②는 객관적 요

건이라 할 수 있고, ③은 주관적 요건이라고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 건물이 집합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요건 중 어느 요건이 기준이 될 것

인가? 이는 객관적 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이 아니라 주관적 요건이 이루어진 시점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에서도 ‘한 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한 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건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

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구조

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 된다,115)고 하여

현실적으로 집합건축물이 성립하려면 처분권자의 구분성립요건의 구분행위가 절대

적임을 판시하고 있으며 결국 구분소유권의 성립시점은 구분행위의 성립시점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116)

113) 나병진, “집합건물 구분소유권과 등기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영」, 제18집,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8. 12, 151면

114)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나병진,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35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28-131면; 나병진, “구분소유권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37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00-106면 등 참조.

115)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116) 나병진, “집합건물 구분소유권과 등기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영」, 제18집, 한국부동산경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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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동 건물의 존재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 중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구분된 구분건물을 대

상으로 한다(민법 제215조, 집합건물법 제1조 참조). 부동산 등기법 제15조 제1항은

집합건물에서는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두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그 건물이 반드시 한 동의 건물이어

야 하고, 두 동 이상의 건물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물의 일동성(즉,

하나의 건물)은 구분소유의 논리적 전제이며 기초가 된다.117) 최근 대도시 등에서

는 공중이나 지하로 연결된 복잡한 구조의 건물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일체성이 어디까지인지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동의 건

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이 없어 결국 건물의 동일성은 사회통념에 따라서 정

할 수밖에 없다.118)

일본에서는 한 동의 건물에 대한 판정기준을 첫째, 건축구조상의 일체성, 둘째,

외관상(외장)의 일체성, 셋째, 건물기능의 공통성(외부와의 출입구, 복도, 계단, 엘리

베이터, 수도, 전기, 가스, 집중냉난방 시설 등), 넷째, 용도 내지 이용상의 일체성

(생활공간으로서의 일체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다만, 건물의 구분소

유에서는 구분된 각 부분은 개별적인 용도 내지 이용에 쓰이는 것이고, 생활공간으

로서는 통상 각각 독립된 단위가 되는 것이므로 용도 내지 이용상의 일체성을 판

정기준으로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19) 즉,

한 동의 건물이냐 아니냐의 여부의 판단은 건축구조상의 일체성, 건물기능의 공통

성, 용도상의 일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지만,120) 건물의 견고성과 건물의

층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121) 또한 용도 내지 이용상의 일체성을 판단함에 있

어서는 건물의 구분소유에서 구분된 부분이 개별적인 용도 내지 이용에 쓰이고 통

상 각각 독립된 단위가 되는 것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122)

2018. 12, 153면.

117) 수개는 건물의 개수 결정의 논리적 전제가 되는 것이고, 건물의 동수와 건물의 개수는 엄격하게 구별

되어야 한다(송호열,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 「토지법학」, 제24권 제1호, 한국토

지법학회, 2008. 6, 159면).

118)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9217 판결.

119) 김안수, “물건에 대한 구분행위와 구분소유권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45면.

120) 이춘원,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214-215면.

121) 稱本洋之助․鎌野邦樹,「コソメソタール マソショソ 區分所有法」第2版, 日本評論社, 2004, 6-7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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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1) 구조상 독립성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집합건물의 구획된 각 부분과 관련하여 그 물적 지배

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상의 요건이 완화

되어 해석될 수도 있다.123) 만약 구조상․이용상 요건이 완화되어 해석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비록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재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

에 구분소유권의 권리공시가 되어 있더라도 구분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124)

‘한 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

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

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

다125)고 하여 구분소유권 성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로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정한 구분소유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소유권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구조상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전유부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건물부분이 외관상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전유부분이 다른 건물부분과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그 건물부분이 격벽과 바닥, 천정에 의해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122) 김기동,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의 내용”, 「대법원판례해설」, 제23호, 법원행

정처, 1995, 221면.

123) 대형 복합건물 내의 점포가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평면도나 배 치도 등에 의하여 그 소

유권의 공간적 범위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다. 면, 바닥 경계표지 및 호수 간 칸막이 또는 벽체,

건물번호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매목적물로 삼을 수 있다(인천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8

라137 결정).

124) 다른 부분과 구분,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독립한 건물로 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구분소유의 등기는 무효이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판결);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

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

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 체로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46096 판결).

125)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460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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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벽이나 천정, 바닥은 견고한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즉 제거나 변경이

쉽지 않아야 한다. 만약 제거나 변경이 쉽다면 전유부분이 다른 건물부분과 독립되

어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유부분이 항상 격벽 등에 의해서 차단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즉 셔터로 경계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도 전유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경계표가 확고한가 하는 점이다.

즉 제거나 변경이 어려운가 하는 점이다. 판례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되는 것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없으며 따라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고 한다.126) 문언상의 구조상 독립성의 표현은 상가건물의 경우 구분경계의 해석으

로 유추되어지며 구분점포로의 얼마만큼 식별 가능한 경계와 표지로 구획되었는가

를 의미한다.

판례도 한 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

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

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

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127) 구분소유권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용건을 갖

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

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

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동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 받

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28)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으로 구조상 독립되었다는 것은 해당 건물부분이 다른 부

분과 격리되기 위한 구분표시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유권의 대상을 특정할

126)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46096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3151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3587, 94다53594(참가) 판결;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0239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 11. 9. 선고 99다46096 판결; 광주고등법원 1999. 7. 27. 선고 98다

3502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254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8.20. 선고 94다44705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6. 15. 선고 94카합77610 판결.

127)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46096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판결 등 참조.

128)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3151, 1390, 440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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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특정성) 동시에 물적 지배에 적합한 부분(물적 지배가능성)을 확정할 수

있어 구조상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129) 원칙적으

로 구조상 독립성이 없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다.130) 그러므로 구조상 구

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 독립성

이 있다고 할 수 없다.131) 면적이나 용도 등의 요건(제1조2)을 갖추지 않고 경계벽

이 없으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판례는 독립적으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점유부분을 표상

하는 부분에 구분소유 동기가 되어 있을지라도 그 동기는 무효에 해당하고,132) 집

합건물의 지하주차장이 그 건물을 신축할 때 분양계약서상 특약에 의하여 그 건물

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그것이 따로 분양

된 경우에는 그것이 구분소유의 객관적 요건의 구비를 전제로 그 대상이 될 수 있

다133)고 한다.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물리적인 구분을 구조상의 독립

성이라고 한다. 즉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함은

소유권의 내용인 물적 지배와의 관계에서 또는 공시와의 관계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건물의 부분은 구조상 다른 부분과 구분․독립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

한다.134)

구조상의 독립성은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각 호실, 사무실용 빌딩의 각 호실 등

과 같이 종적 또는 횡적으로 구분되고, 건물의 구획된 한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부

터 벽, 문, 천장과 마루바닥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된

건물부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135) 물리적 경계표지는 3센티

129) 박태신,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관리체계․규약 및 관리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11면.

130)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46096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판결.

131)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3, 557면.

132) 대법원 1998. 02. 10. 선고 97다41202 판결.

133)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

134)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판결: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있으려면 그 부

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하고, 건물의 주택, 점포, 차고 등

으로 이용 상황 내지 이용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

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

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

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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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 이상의 너비와 동, 강판, 석재 등의 손상이 쉽게 가해지지 않는 표면재질과

상반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으로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법과 일본법이 마찬가지이다. 즉 우리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건물의 구분

소유에 관해서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본 구분소유법도 유사하게 “한 동의 건물에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으로 독립하여 주거, 점포, 사무소 또는 차고 그 외 건

물로서의 용도에 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때는 그 각 부분은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각각의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조).

구조상의 독립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의 구분‘이 필요하며, 이는 그 건물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부터 격리하는 설비가 존재할 것을 의미한다. 즉 차폐가 가능

한 설비로써 벽, 창 등이 존재하고, 그 설비의 위치가 건물의 본체 구조부분과 관

계에서 일정한 형태일 것을 의미한다.136)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판단으로 공동주택

이나 상가건물의 구조상 인정 범위로써 물리적 독립성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 이용상 독립성

건물의 일부가 독립한 건물로서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구분소유

권의 객체로 삼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구분건물이 소유권의 객체로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의 독립성과 더불어 이용상으로도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되는 경우로서 주거, 점포, 사무실, 창고, 강당, 극장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실

무상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되는가의 여부 판단은 ‘출입구’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고 한다.137)

건물의 일부분이 전유부분으로 인정되어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135) 조성민, 「물권법」, 두성사, 2004, 103면.

136) 稱本洋之肪․鎌野邦樹, 「コンメンタール 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日本評論社, 2015, 8頁.

137) 곽윤직 편, 김황식, 「민법주해(물권편)」, 박영사, 2011, 269면; 신현기․배종국, 「부동산등기법」, 법

률서원, 2011, 5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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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건물의 일부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보유하기 때문에 거래상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지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유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조상

독립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용상으로도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건물의

일부분이 전체 구분소유자가 이용하기 위한 건물부분이라면 그것은 이용상의 독립

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건물부분은 구조상 독립성이 있더라도 이

용상 독립성이 없으므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건물 전체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실은 구조상으로 건물의 다른 부분과 독립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그 자체가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며 건물의 모든 구분소유

자를 위해서 활용되는 건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따라서 전유

부분으로 될 수 없다.138)

집합건물 중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진다는 것은 건물의

일부 자체가 독립되어 이용․거래될 수 있는 건물로서 경제적인 효용을 가져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상의 독립성은 구분소유를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객관

적으로 판단해야 한다.139)

구분소유의 대상인 전유부분의 관한 요건으로는 구조상 독립성 외에 이용상 독

립성이 필요하다(“용도상 독립성” 및 “용법상 독립성”이라고도 칭한다).140) 이유는

이용상 독립성이 전유부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개별적인 이용에서 적합한 부분이

아닐 경우에 그것을 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고 또한 독립

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는 부분에 있어 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 했을 경우 법률관계

만 더욱 복잡하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141) 그러므로 이용상 독립성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건물의 그 공용부분으로 통용하는 독립하는 출, 입구가 있는

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될 것이다. 만약 건물 외부로 통할 수 있는 독립

하는 출입구가 없다면, 그 이용상 독립성은 당연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142)

138) 김영두, 「집합건물법연구」, 진원사, 2008, 33면.

139) 이홍렬,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의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제29권, 집합건물법학회, 2019, 93면.

140) 水本浩․遠藤浩․丸山英氣, 「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 マンション法」(第3版), 日本評論社, 2006. 10頁.

141) 박태신,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관리체계․규약 및 관리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14면.

142) 일본최고재판소 1969. 7. 25. 判決(民集 23卷 8号, 162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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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분행위

1) 구분행위의 개념

구분행위란 1동의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상․이용상 독립된 건물부분에 대

하여 소유권자가 구분소유관계로 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143) 판례는 구분행위를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

상 그 건물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

위”로 정의하고 있다.144) 구분소유권의 성립은 건물의 구조상․이용상의 독립 이외

에 건물을 구분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필요하고, 이를 구분행위라고 한다.

건물의 구분소유에 해당 규정하고 있는 우리법과 일본법의 제1조 모두 구분소유

권의 성립 원인 시기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건물의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

상의 독립을 형성하는 건물의 존재만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

며, 이러한 건물의 객체인 상태에 더하여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당사자

의 의사가 필요하다.145)

구분행위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건물의 물리적 형상에 변경을 가함이 없고 관념

상 특정의 건물부분을 독립하는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의사표시로 그에 관하여 종

래 건물의 구분소유권은 그 객관적인 범위 감소로 인해 잔여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으로 범위가 축소되고, 이를 일련의 법률 형성적인 처분으로서의 단독 또는

합동행위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법률행위

설).146) 이에 대한 구분행위가 법률행위로 파악되면 민법 제186조에 의해 구분소유

권은 등기한 때에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는 집합건물이 아니고 일반 건물의 경우

에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에 비추어 건

143) 구분건물은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

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소유자가 기존 건물

에 증축을 한 경우에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구분소

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144)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145) 稱本洋之肪․鎌野邦樹, 「コンメンタール 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日本評論社, 2015, 14頁.

146) 이기용․이춘원,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1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

연구소, 2005, 254면, 271면. 그 외 건물의 구분행위는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 아니고 건물축조자가 구분

건물로 하려는 관념의 표시 또는 사실행위라는 준법률행위설 내지 사실행위설로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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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방식을 이원화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

를 들어 그에 반대한다는 견해도 있다(준법률행위설, 사실행위설).147) 건물이 원시

취득과 같이 민법의 제187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조 단서에 의거 다시 공시

방법에 관한 논의가 나오게 된다. 그 경우에도 소유권을 객체로 하는 의사표시, 즉

법률 형성적인 처분으로 하는 단독 또는 합동행위 등의 성격을 가지는 법률행위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148)

집합건물이 성립되기 위한 구분행위가 요건으로서 필요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

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

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149)이라 하여 구분행위는 집합건물의 성립요건

의 법률행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구분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인 의사적 방법으

로 확정함으로써 거래관계나 권리관계에서 불확실성을 배제한다고 볼 수 있다.

판례도 “한 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

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한 개의 구분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한 동 전체를

한 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건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

어야 하는 것으로서,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에도 증축 부분이 구조

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 된다”고 구

분행위의 개념을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구

분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로 이해한다.150) 해당 건물중 소유

자가 구분행위의 객체로서 외부에 구분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써 그 의미를 비춰

볼 수 있다.

문제는 미등기의 상태에서 구분소유의 의사는 어느 때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

147) 박종두․박세창,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삼영사, 2011, 69면.

148) 장병일, “구분소유권의 성립시점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62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

279면.

149)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150) 대법원 1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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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와 법적으로 구분소유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미등기의

상태에서 건물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및 처음부터 각자가 소유할 부분을 정하여

수인이 당해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의 의사가 인정되며, 건물 전체가 1

인의 소유자에게 속한 단계에서도 각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물 소유자의 의사가 아파트 분양광고 등의 외부표시행위에 의해 객관적으로 명

확해졌다면 구분소유권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한 견해가 있다.151)

그리고 구분소유에 대한 소유자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인식에 대해서, 부동

산에 대한 소유의 의사는 일반적으로 외계에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필연적으로 등

기하여야 소유권의 명시가 외계에 드러나는 물권법적 원칙에 대하여, 그 객체가 집

합건물인 경우에는 당해 소유권에 대한 ‘구분의 확정'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권적 변동을 가져오는 동기의 절차까지를 바라볼 필요 없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과 그에 따른 구분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인식, 즉 구분행위만 추가

되면 당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152)

구분행위는 처분행위인 물권행위이다.153) 이에 한 동의 건물 전체를 1인이 소유

하다가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구분행위는 단독행위에 해당하

지만, 여러 명이 함께 건물을 신축하거나 한 동의 건물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던 경

우에 이들이 집합건물로의 전환을 위하여 구분행위를 하게 되면 대체로 공유자 상

호간의 구분에 관한 합의로서 계약과 이러한 계약에 의해서 구분의 의사를 표시하

는 구분행위로서의 합동행위의 요소가 존재한다.154) 이렇듯 둘 이상의 동일한 목적

으로 의사표시를 성립하기 위한 법률적 행위이기도 하다.

2) 구분행위의 법적 성질

우리 민법 물권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특성이 물권의 지배성과 배타성이라고

151) 稱本洋之肪․鎌野邦樹, 「コンメンタール 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日本評論社, 2015, 14頁.

152) 강혁신,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2권 제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8, 598면.

153) 김영두, 「집합건물법연구」, 진원사, 2008, 40면.

154) 김기정, “집합건물 집행을 둘러싼 몇가지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 집합건물의 특수한 법률관계 및 구

분건물에 대하여만 설정된 전세권 및 저당권의 효력 범위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27집, 법원도서

관, 199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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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우리는 직접 지배가능성을 높이고 배타성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공시

제도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다. 물권법은 기본으로 물권법상의 권리

가 언제 성립하여 누구에게 귀속이 되는지, 그 법률관계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명확

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고, 이를 외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

칙은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용되어야 한다. ‛물권으로서의

기본 성격인 배타성에 의해 구분소유관계는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인

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155)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으로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요하도록 하

는 것은 우리법과 일본법의 태도가 동일하다. 우리 집합건물법은 “한 동의 건물 구

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

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1조 건

물의 구분소유)고 정하고 있다.156) 한 동의 건물 내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조적 물리적 구분과 사용상의 이용구분이 동시에 형성되어야 한다. 일본법은 구

분소유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기를 구분소유권 성립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구분행위는 구분의사를 포함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

률행위의 틀에 따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구분행위가 채권행위가 아니므로 당연

히 물권행위로 보아야 될 것이다. 물권행위는 성격상 처분권자의 처분이 필요하므

로 처분권이 없는 자의 구분행위는 무효라고 하여야 한다.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

적 형질에 대한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

물부분을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행위라고 하며 이는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구분소유의 객체로 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의사를 의미한다고 한다.157) 이것

은 법률 형성적 처분으로서 법률행위이고 또한 법률행위 중 물권변동에 관한 물권

행위라고 한다.158)

한 동의 건물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한 개의 소유권의 객체를 수개

의 소유권으로 나누고자 하는 소유자 수인의 의사적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 경

155) 김판기, “집합건물에 있어 구분소유권의 성립: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결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통권 제434호, 대한변호사회, 2013. 6, 110면.

156) 강혁신, “구분소유권 성립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2권,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588면 .

157) 김안수, “건물에 대한 구분행위와 구분소유권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72면．

158) 김안수, “건물에 대한 구분행위와 구분소유권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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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소유자들의 의사는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소유권으로 분할하는데 관하여 합치

하고 있을 뿐 상호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종의 계약이라기보다는 합동행

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59)

물권변동에 있어 의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일본은 구분소유권성립의 미등

기인 경우에도 건물의 일부의 양도가 이루어졌거나 기존부터 각자의 소유하는 부

분을 정하여 몇 사람이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경우(합동행위의 형태)등에는 이러한

구분의사가 인정된다고 한다.16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한명인 경우에 집합건물

의 관리단이 구성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가 공정증서에 의해서 건물부분

에 구분행위를 가함으로써 그 공용부분도 발생하게 되므로(집합건물법 제3조 제3

항), 일인 소유의 건물전체에 각각의 구분되는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한다

는 건물소유자 의사가 그 외부에 표시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한 경우에도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161) 이러한 경우는 구분행위 법적성격을 단독행위로

본다고 할 것이다.

법률행위는 처분행위인 물권행위와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로 분류된다. 구분소

유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구분소유의 객체

로 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의사를 말하며, 일종의 물권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집

합건물의 구분행위가 의무부담행위가 아님은 분명하다. 구분행위는 건물의 형상에

물리적 변경을 가함이 없거나 관념상으로 특정 건물부분을 독립하는 소유권의 객

체로 하려는 의사표시로서 구분행위에 의한 종래 건축물의 소유권은 그 객관적인

범위의 감소로 그 잔여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의 그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일종의 법률 형성적 처분으로서 법률행위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162) 법률행위로써

물권변동의 구분행위는 소유주체의 변동이 아니라 권리의 변동을 나타내며 등기를

요하는 물권의 변동은 아니며 구분행위에 의해서 소유권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물권행위도 의사표시의 수나 방향에 따라 물권적 단독행위, 물권계약, 물권적 합

159) 김기정, “집합건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대한 고찰”, 「사법논집」, 제27집, 법원도서

관, 1996. 6, 16면.

160) 川島一郞, “建物の區分所有等に關する法律の解說(上)”, 「法曹時報」, 14卷 6號, 850頁 以下.

161) 장병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발생에 관한 규약의 성격”, 「동아법학」, 제4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0, 461면.

162) 이기용․이춘원,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1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

연구소, 2005, 271면; 송호열,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 「토지법학」 제24권 제1호,

한국토지법학회, 2008,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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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위의 법률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1인이 한 동의 전체건물을 소유하다가 여러

개의 구분건물로 나누는 경우 그 행위는 물권적 단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

4. 등기의 존재여부

1) 등기가 성립요건이라는 견해

민법 제186조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으로

써 형식주의 내지 성립요건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구분행위와 결합된 물권

변동으로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요한다는 입장이다.163) 이는

구분행위도 법률행위로써 등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민법은 등기를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164) 또는 물권변동의 또 다른 요

건165)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분소유권도 등기하여야 비로소 성립한다는 견해로써

아무리 1동의 건물이 구조상 독립되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그 구획된 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유자의 자유이

므로 이를 개별로 구분등기하지 않고 1동의 건물을 객체로 한 등기만을 한 때에는

그 구분된 부분에 관하여 당연히 개개의 독립된 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다수인이 건물을 구분소유할 것을 합의하고 구분소유의 건물

을 신축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견해이다.166) 구분행위시점은 건축물대장의 등

록시점으로 보는 것이 성립요건이며 등기는 구분행위로써 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으로

163) 곽윤직 편, 김황식, 「민법주해(물권편)」, 박영사, 2011, 269면: 곽윤직․김재형, 「물권법」, 박영사,

2019, 176면: 김영두, 「집합건물법연구」, 진원사, 2008. 41면, 43면; 고인상, “집합건물법에 관한 소고”,

「사법연구자료」, 제13집, 법원행정처, 1986. 5, 83면; 이기용․이춘원,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1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278면.

164) 김증한․김학동, 「물권법」, 박영사, 1998, 47면.

165) 곽윤직․김재형, 「물권법」, 박영사, 2019, 40면; 곽윤직 편, 김황식, 「민법주해(물권편)」, 박영사,

2011, 139면.

166) 김정현․안우만․이원배․허정훈․이영준, “집합건물(아파트)의 소유, 관리에 관한 고찰(그 입법화와

관련한 문제점과 방향)”, 「사법연구」, 제1집, 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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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을 설정할 경우에 그 목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장래 구분

소유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뿐이고, 건물의 각 부분이 위와 같은 독립성이

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항상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분소

유권의 현실적인 성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통적인 기준으로는 건물의 각 부분

을 단독으로 소유하려는 의사와 그 의사를 대변할 구분소유의 등기를 가지고 판단

하여야 한다는 견해167)도 있다. 건물의 구분등기가 되지 않으면 구분의사만으로는

소유권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견해이다.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 또는 복수의 의사표

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고 정의된다.168) 즉,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

는 법률요건인 것이다.169) 법률행위 중 채권행위와 구분되는 물권행위는 민법 제

186조와 제187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

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으며, 상속 등으로 인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

득은 등기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다. 즉, 법률행위의 일반은 채권 행위이고 물권행위는 법률행위 중 예외적으로 등

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170)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독립한 존재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는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해서 성립요건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가 있다.171) 이 견해는

분양아파트 경우 건축주명의만으로 등기되어 있고 구분하는 의사는 있으나 아직

구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건물을 건축주 일 인의 부동산으

167) 김준호, 「건물구분소유법」, 대왕사, 1984, 77면; 고인상, “집합건물법에 관한 소고”, 「사법연구자료」,

제13집, 법원행정처, 1986. 5, 83-84면; 이춘원, “건축 중인 집합건물을 양수 받아 완공한 경우에 구분소

유권의 원시취득자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의 검토 -”, 「민사법학」, 제48호, 한국

사법행정학회, 2010. 3, 184-185면; 이기용․이춘원,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

1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278면; 김영두, 「집합건물법연구」, 진원사, 2008, 39-45

면.

168) 박종두, 「민법총칙」, 삼영사, 2008, 316면.

169) 김준호, 「민법총칙」, 법문사, 2014, 218면．

170) 나병진, “집합건물 구분소유권과 등기에 관한 연구”, 「부동산경영」, 제18집,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8. 12, 152면．

171) 이기용․이춘원,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1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

연구소, 2005, 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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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고 압류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한다. 한편 구분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그

건물의 각각 구분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채권자는 한 동의 건물로 보고 압류

할 수는 없고, 각 구분건물마다 별도의 압류절차를 거쳐야한다. 따라서, 우리법제는

물권변동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조치로 등기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요

건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172) 이러한 형식주의는 사적자치의 원칙의 방해가 될 수

있지만 물권변동의 시기가 정확히 확정되어 법률관계가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구분행위는 건물의 특정한 부분에 구분소유권이라는 배타적 지배권을 성립시키

는 행위로서, 구분행위에 의하여 1동의 건물에 성립된 소유권의 내용이 변경되게

되므로, 구분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내용변경은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에 속하므

로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등기를 요한다는 입장도173) 등기를 구분소유권의 성립요

건으로 본다. 다만, 이 견해도 수인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

우에는 민법 187조의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건물의 신축으로 각자는 특

정한 부분에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취득을 위해 등

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174)

그러면 구분행위의 의미에 관해서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인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1동의 건물을 수개의 구분소유 건물로 구분할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수인이 구분 소유할 것을 합의하고 신축하였을 때도 등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75) 즉 건물신축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나 이미 성립되어 있는 1동의 건물을 수개의 구분소유 건물로 하는 경우에

는 등기를 해야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함으로써 양자를 분리한다.176)

그리고 등기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분류되고,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의

등기로서 부동산의 위치, 면적, 사용목적(건물의 경우는 구조)등을 표시하는 것이

172) 고인상, “집합건물법에 관한 소고”, 「사법연구자료」, 제13집, 법원행정처, 1986, 83-84면.

173) 곽윤직․김재형, 「물권법」, 박영사, 2019, 238면; 김영두, 「집합건물법연구」, 진원사, 41면.

174) 건물신축의 경우에 구분행위는 완성된 건물의 구분행위와 달리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자연적 의

사라고 한다(이춘원,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고시계」, 제58권 제5호, 국가고시학회,

2013, 138면).

175) 이홍권, “건물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몇가지 문제”, 「사법행정」, 제380호, 한국사법행정학

회, 1992. 8, 54면.

176) 이홍권, “건물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몇가지 문제”, 「사법행정」, 제380호, 한국사법행정학

회, 1992. 8,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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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권리의 동기는 등기용지의 갑구 및 을구에 기재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의 등기

를 말한다. 권리변동이라는 등기의 실체법적 효력은 바로 이 권리의 등기에 관해서

만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건물을 구분하는 경우에 새로 경료하는 등기도 실질적으

로 표제부에 하는 사실의 등기뿐이고, 갑구나 을구의 사항란에는 종전의 권리에 관

한 등기라 하기는 어렵다고 한 견해가 있다.177) 이 견해에 의하면 구분소유권은 종

전의 소유권이 그 권리주체에는 변동이 없이 양적으로 분할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유자의 구분행위만으로 성립하지만, 구분한 각개의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

는 때에는 민법 제187조에 따라 먼저 구분등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178)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발생하거나 변동 소멸을 하기위

해서는 반드시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등기 없이 구분소유

권이 성립된다면 앞서 주장하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건물들이 하나의

독립한 건물로써 이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에게 공시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구분

등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등기는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견해

구분행위를 일종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구분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함은 소

유주체의 변동과는 관계없고 권리의 내용이나 범위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186조에서 말하고 있는 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은 아니고, 소유자의 구분행

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은 성립한다는 견해179)이다. 이 견해는 구분행위는 구분의

사를 추단할 만한 외부적인 표시행위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그러한 구분행

177) 김기정, “집합건물 집행을 둘러싼 몇가지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제27집, 법원도서관,

1996, 18면.

178) 김기정, “집합건물 집행을 둘러싼 몇가지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제27집, 법원도서관,

1996, 18-19면.

179) 양경승, “대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문제”, 「사법논집」, 제24집, 법원도서관, 1993, 224-227면; 김득

환, “1동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제32호, 법원도서관,

1999, 292-293면; 조용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주가 토지상에 아파

트 및 상가를 신축하다가 부도를 내자 건축주의 채권자들이 건축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수분양자들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주가 한국수자

원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

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판례해설」, 제60호,

법원도서관, 2006. 12, 450-451면; 허부열,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제문제”, 「재판과 판

례」, 제9집, 대구판례연구회, 2010, 3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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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로 분양아파트로서 분양광고를 하거나 분양계약180)을 체결할 경우를 들고

있다.

‘구분행위와 결합된 구분소유권의 성립'이 민법 제186조에서 말하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즉, 민법 제186

조가 규정하고 있는 물권의 득실변경은 본래 물권의 상대적 변동, 즉 물권이 그 권

리주체를 달리하여 타인에게 이전적 또는 설정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인데, 구분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소유주체의 변동과는 관계없고 권리의 내용 또

는 범위적인 변경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181) 구분소유권의 성립은 본래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인 1동의 건물을 수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나누는 것이며, 그 분할된

수개의 구분소유권이 다시 수인의 소유로 귀속되더라도 이는 구분행위에 이어서

180) 집합건물 완성 전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설, 도급계약설, 특수계약설 등이 주장되

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완공 후 아파트 분양계약은 특정물매매라고 볼 여지도 있지

만, 완공 전 아파트 분양계 약은 공동주택의 완성을 의뢰하는 계약과 그 완성된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두 가지 계약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분양자는 약정기간 내에 건축물 의 완성의무와 인도의

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건축물의 완성의무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지위를, 목적물의 인도의무에 대하여는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 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공동주택의 완공 전의 분양계약은 매매와 도급

의 성격이 복합된 혼합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선분양․후시공 형태의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시행사에게 일정한 시기마다 순차적으로 지 급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수분양자가

시행사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직접 시공사 명의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이러한 금원이 주된 신

축공사의 재원이 된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경미한 사항 이외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해서는 미리 입주예정자(수분양자) 4/5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하자담보책임의 근거법규인 집합건물법 제9조가 매매계약의 하자담

보책 임 규정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인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분양․후시공의 형태의 아파트 분양계약은 단순한 매매계약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시행사에게 아파트의 신축을 의뢰 하는 계약과 수분양자가 시행사로부터 그 신축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행사는 약정기간 내에 아파트를 완공해야 할 의무와 완공된

아파트를 수분양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함께 지고, 아파트를 완공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는 수급

인의 지위를, 완공된 아파트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는 매도인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권민재,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하자 판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 「재판과 판례」, 제

23집, 대구판례연구회, 2015, 298면):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 과 관련한 논의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것을

참고할 것. 윤인태,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판례연구」, 제12집,

부산판례연구회, 2001, 172면; 김대정, “아파트분양계약의 사법상의 법률관계”, 「한독법학」, 제13호, 한

독법률학회, 2002; 김성욱,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집합건물법학」, 제1권, 한국집합건물법

학회, 2008, 108-109면; 안정호, “아파트 분양 공고보다 공유대지면적이 감소된 경우의 법률관계”, 「민

사판례연구(ⅩXI)」,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235면; 淡路剛久, “製作物供給契約 - マンシヨン․建賣住宅

を中心として”, 「現代契約法大系」, 第7卷, 1984, 355頁; 김도균, “아파트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과 대한

주택보증주식회사의 하자보수보증”, 「실무연구 Ⅲ」,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03, 50면.

181)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186조에서의 물권의 득실변경에 소유권의 내용변경을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이기용․이춘원,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17권 제2호. 성균관대

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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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로) 이루어진 수인 사이의 물권계약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후자에는 민법

제186조가 적용되어 등기가 그 효력발생 요건이지만, 전자에는 반드시 민법 제186

조가 적용되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는182) 것이다.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중에 등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

로 구분소유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의하면 구분소유권은

소유자의 구분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등기는 사후절차일 뿐이라고 한

다.183) 구분행위를 일종의 법률행위라고 보더라도 구분행위에 따른 물권변동이라

함은 소유주체의 변동과는 관계없는 또는 소유자의 변경 이전의 권리의 내용 또는

범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민법 제186조에서 말하는 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은 아니라고 한다. 등기는 사후절차일 뿐이고 소유자의 구분행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한다.184) 이에 따르면 민법 제1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물권의 득실변경이라 함은 본래 물권의 상대적 변동, 즉 물권이 그 권리주체

를 달리하여 타인에게 이전적 또는 설정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구

분행위에 따른 물권변동이라 함은 소유권의 변동과는 관계없는 권리의 내용 또는

범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185) 1동의 건물의 구분행위는 구분

건물로써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이 된다면 아직 그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록되

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특히 일반적인 건물

로 등기되어진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등기되기 전이라도, 이 같은 조건들을 갖

추었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구분행위와 결합된 구분소유권의 성립은 민법 제186조에서 말

하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즉 민법

제1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물권변동은 본래 물권의 상대적 변동, 즉 물권이 그 권리

주체를 달리하여 타인에게 이전적 또는 설정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데, 구분행위에 따른 물권변동은 소유주체의 변동과는 관계없는 권리의 내용 또는

182) 김기정, “집합건물 집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제27집, 법원도서관,

1996, 18면.

183) 이홍권, “건물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몇가지 문제”, 「사법행정」, 제380호, 한국사법행정학

회, 1992. 8, 56면．

184) 이홍권, “건물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몇가지 문제”, 「사법행정」, 제380호, 한국사법행정학

회, 1992. 8, 56면．

185) 김판기, “집합건물에 있어 구분소유권의 성립: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결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통권 제434호, 대한변호사회, 2013. 6.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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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구분소유권의 성립은 본래 하나의 소유권

의 객체인 1동의 건물을 수 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나누는 것이고, 그 분할된 수개

의 구분소유권이 다시 수인의 소유로 귀속되더라도 이는 구분행위에 이어서 따로

이루어진 수인 사이의 물권계약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법 제186조가 적용되

어 등기가 그 효력발생요건이지만, 전자에는 반드시 민법 제186조가 적용되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한다.186)

이 견해에 의해서도 분할된 수개의 구분소유권이 다시 수인의 소유로 귀속한

경우에는 구분행위와는 별개로 등기를 그 성립요건으로 한다. 이에 대해 민법 제

186조에서의 물권의 득실변경에 소유권의 내용변경을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는 비

판도 있다.187)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할 때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건물 부분이나 구획

된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구분소

유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제한이나 등기 없이 건물의 분양시점에서 분

양광고 또는 분양계약만으로도 그 건물이 구분건물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의사표시

로써 구분행위범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기존 건물의 추가적인 증축

이 발생 할 때도 단순히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의 완성으로 구분소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써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가 있다.

3) 건축물대장에의 등록이 성립요건이라는 견해

이 견해는 집합건물의 구분행위는 절차법상의 동기개념에만 포섭될 뿐인 부동산

의 표시의 동기에 관한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민법 제186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

로 구분소유의 성립시점은 건물의 구분등기와 무관하지만,188) 그렇다고 집합건물의

구분행위만으로 구분소유 성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189) 문제는 최종적으

186) 김기정, “집합건물 집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제27집, 법원도서관,

1996, 17면.

187) 이기용․이춘원,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1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

연구소, 2005, 278면.

188) 이러한 주장은 구분행위로 소유권의 내용이 변경되므로, 그 의사표시는 권리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구

분등기는 단순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이기용․이

춘원, “구분소유의 성립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1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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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는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인지하겠다는 구분행위로의 표시로 집합건물의 건물부분을 각

각의 가옥대장에 그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편입시킴으로써 구분소유의 목적을 특정

했을 때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 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

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 된다”라며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

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

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

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

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190)

5. 소 결

일반적인 건물부분의 대한 구분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한다. 특히 건축 허

가를 받은 건물의 의사표시로서 구분행위의 판단여부,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

는 건축물에 대한 구분행위 판단 여부등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구분행위의 방식에 있어서 특별한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처분권자의 의사적

표현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표시라면 인정된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가 처분권

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현 되는 것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볼

필요는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공사에서 시행사 또는 건물주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지는 구분된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써 집합건물 대장에 등록하

거나 아니면 한 동 자체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분양

189) 이현종,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시점”, 「민사판례연구」, 제23권, 박영사, 2001, 60-61면.

190)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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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하는 선분양 건물을 건축하는 시행사나 건물주는 거의 착공과 함께

대대적인 분양광고나 판촉, 홍보활동에 적극 돌입한다.

건축허가와 함께 착공되어지며 공사 기간을 거쳐 건물이 완공이 되면 피분양자

에게 이전되며, 그 한 동의 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물리적 형태를 갖추게

된다. 하지만 형태를 갖추기 전에도 허가신청에서부터 이미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전유 및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의사는 암시적인 내용으로 예정되어있다고 보

며 그러한 구분행위 자체가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지는 일종의 의사표시의 노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건물 자체가 준공이 되기 이전에는 착공이나 분양사무소의 분양계약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구분되어진 건물의 도면구획을 확정하고 지정학적 위치와 수요자의 이

용관계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행위자의 구분관계

의사는 객관적인 소유자의 구분의사로 외부적으로 표시되어진 건물의 광고도면상

으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구분행위에 기초한다고 판단되며 등기는 사후적 과정

으로 반드시 등기가 필요적인 사항은 아니라 판단되며 집합건물법은 신축 또는 구

분의 확정에 따라서 당연 구분소유권이 형성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자체적 구분행위를 통해 구분소유권을 득한 피분양자는 그 시점에서 구조

상, 이용상의 사용범위를 통해 경제적인 관점에서 구분점포의 사용을 구상하고 장

래의 구분점포의 효력과 효용가치를 포괄적으로 산출 가능할 수가 있을 것이다.

구분소유권의 성립으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비로소 대지사용

권도 발생되어진다. 이러한 구분소유권의 성립시점은 향후 관리적 측면에서 전유부

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는 건물관리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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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집합건물 관리의 주체

제1절 집합건물 관리단

Ⅰ. 관리단의 개념 

1. 관리단의 의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설립되며, 이 단체를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이라 한다(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대법원은 관리단에 대하여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191)

2. 관리단의 법적 성격

관리조합은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되는 단체로, 이 관리조합은

일반적으로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이해된다.192) 또한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설에 의하면 그 관리조합은 대표자가 관리조합상 집행기관으로서 조합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원간 관리조합의 집회를 기하여 단체적 의사에만 참여할 뿐이지 관

리조합의 운영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관리조합의 규약이 사단의 정관과

비슷하다고 한다.193) 그리고 절충설은 단체 구성적인 측면에서 사단성을 갖고 있지

만 그 관리조합의 채무귀속의 형태로 보았을 때에는 무한책임성이 요구되는 조합

의 특성을 함께 가진다고 한다.194) 관리단의 운영성격이나 구성방법 등의 관한 명

19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192) 우리나라의 집합건물법에 의한 구분소유자의 단체인 관리단이 이에 해당한다. 즉, 관리단은 건물에대

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

리를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하며, 관리단이라는 단체의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설립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으며, 구분소유자는 당연히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193) 右近建南, “區分所有と管理”, 「法律時報」, 43卷 11号 1971, 12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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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접근이 필요하며 결의 사항에 관한 관리적 방식에 따라 집행기관으로서의 권

한과 구체적인 집행업무가 분화되어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집회에 관한 규약이나 규정의 구체적인 정함이 없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의 변경에 관계없이 관리단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목적이나 권한 등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

상인 관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라 하고, 다만 구분소유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의 경우 그 관리단도 인원수가 소

수라는 것 이외에는 그 목적이나 권한 관계에 있어 위와 다르지 않아 집합건물법

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을 것이나, 모든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획일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보다는 10인 이하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관리인

이 선임되지 않은 관리단의 법적 성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기보다는 집합건

물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 혹은 조합의 유사단체로 볼 수가 있다고

한다.195) 그리고 이러한 조합체는 당사자의 의사적표시 없이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합계약의 내용은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

다면 집합건물법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196) 관리단 조직구성

자체가 상하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위원회의 무한책임을 강조함으

로서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에 대한 실체적 규명은 채무에

관한 귀속이며 관리단 실체로서 책임 유무에 관해서 내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3. 집합건물의 관리형태와 관리단

집합건물법은 1984년 4월 10일 제정되었고 다음 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 후,

2012년 12월 전면 개정되었다. 동 개정안에서 특히 건물 관리단의 기관에 대한 여

러 다수 개정안을 담고 있다. 실제로, 관리단의 의무에 대한 신설(제23조의 2), 관

리위원회의 제도적 도입(제26조의2, 제26조의3) 및 규약의 정함에 따라 관리위원회

에서 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도록 하고(제24조 제3항), 관리인 보고의무의 구체화

194) 丸山英気, 「区分所有法の理論と動態」, 三省堂, 1985, 257頁.

195) 김영두, 「집합건물법연구」, 진원사, 2008, 106면; 손지열․김황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법해설」, 재단법인 법령편찬보급회, 1985, 52면 재인용.

196) 김영두, “집합건물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7,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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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및 관리단집회 소집에 대한 구체화(제32조, 제33조), 관리단집회 의결방

법(제38조),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에 관한 결의(제41조 제1항), 결의취소의 소에

대한 규정 신설(제42조의2) 등을 담고 있다.

관리단이란 구분소유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따라서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한 구분소유자 단체이다.197)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

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이 구성된다(「집합건물법」제23조 제1

항).198) 자치회는 관리단과는 그 목적과 구성원이 다른 단체이다. 자치회는 집합건

물의 소유자나 사용자 등이 친목의 도모와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한

단체로서 원칙적으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는 없지만,199) 특별한 경우에는 관

리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200) 공동주택에서는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

다. 입주자대표는 공법상의 단체이며 관리단은 사법상의 실현 단체로서 그 권한 행

사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의 의결요건으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뿐만 아니라 의

결권의 과반수도 요구한 취지는 상대적으로 좁은 전유부분을 가진 다수의 구분소

유자와 상대적으로 넓은 전유부분을 가진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서로의 이익을 해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들어 이 경우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권과

구별된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고, 나아가

동 판례는 “관리단 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

197) 김용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사법행정」, 282권, 한국사법행정학회, 1984. 6, 4면.

198)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 으로 하여 구분소유 건

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 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소유자 단체로서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그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를 시작한 이상 구분소유 건물의 관리에 관

한 권 한 및 책임은 종국적으로 동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

61067 판결).

199) 박태신, “관리단과 입주자표회의의 관계에 있어서 그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홍익 법학, 제9권 제2호, 홍익학교 법학연구소, 2008. 6, 66면; 강혁신, “주택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와

2013년 개정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회와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비교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

17권제3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4. 8, 42면.

200) 진상욱,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 - 공동주택관리법을 중심으로 -”, 토지법학, 제31-2호, 한국토지

법학회, 20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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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 하여 부정하는 태도를

취한다.201)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에 한정되며,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의 당연 설

립과 관련하여 그 구성을 일의적으로 선언 확인하고 있다(동법 제23조). 따라서 집

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며,

가입절차의 이행도 전혀 필요가 없고, 탈퇴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관리단

에서 제명될 수도 없다. 다만, 구분소유권이 이전되면 관리단의 구성원의 지위도

그 소유권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전된다.202) 만일, 전유부분을 구분소유자가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나 전세권자와 같은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 그들은 관

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203) 오로지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이다.204) 원

칙적으로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 관리의 주체 가되는 것이지만 전유부분을 사용하

는 사용자도 관리전원으로 참여하여 실질적 관리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편

의를 도모한다.

본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

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

로 당연히 설립된다(법 제23조 제1항). 그러나 이와 같은 관리단은 잠재적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적인 사회적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잠재적인 관리단이 사회

적 활동의 주체로서 행동하지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조

직행위가 없는 관리단은 관념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관리단은 현실적인 조직행위를

통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법률관계를 형성하며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

다. 관리단이 결성되기 전에는 관념적인 관리단의 구성원인 구분소유자 각 자가 개

201)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나65841 판결.

202) 최명구․이우도, “집합건물의 관리주체에 관한 법적 지위 비교(집합건물법, 주택 법, 임대주택법을 중

심으로)”, 「집합건물법학」, 제13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4, 70면.

203) 임차인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견해가 있지만(오민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단, 재건축조합의 법률관계”, 법률신문, 2004. 10. 28.자, 4면 재인용),; 이는 집합건물 법의 규정과 정면으

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입법론으로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할지라도 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을 것이다(박태신,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에 있어서 그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9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68면).

204) 김영두, “집합건물법 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개정방향; 효율적인 집합건물의 관리 방안”, 「법조」,

제60권 제1호, 법조협회, 2011, 47-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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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인 계약에 따라 각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 205)

집합건물에서 관리권에 관하여 용도나 규모에 따라 관리법제가 다르고, 관리형태

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서로 다른 기준으로 관리대상과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권은 집합건물의 보존․이용․개량행위

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정범위에서의 처분권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에

서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상호간의 관계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관리에는 물적 관리는 물론이고 인적 관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집합건

물의 관리권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에의 단체적

생활관리를 포함한다.206)

4. 소유와 관리의 제도적 관계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관계는 총유이고, 이를 관리단이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소유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207) 일본법이 건물의 공용부분에 하여 제4

조 제2항, 제16조, 제20조에서 이미 도입실시하고 있는 관리소유제도를 확장하여

이를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서도 단순히 관리인 또는 선정된 구분소유자 명의

로 관리소유 시키고 일본법보다 한걸음 나아가 관리소유제도에 개한 등기방법을

마련함으로써 그 대지에 대한 입주자들의 개별적 등기를 생략하는 방법이다208)

이러한 제도가 제정된 것은 관리의 수탁자가 공용부분을 관리하는데 그 공용부

분에 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용부분인 전기설비, 방화설비,

주차설비 등에 대하여 소관의 행정청에 소요의 신고를 하고, 또는 그 검사를 받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수탁자 자신의 책임으로 행할 수 있

도록 배려한 것이다. 일본의 관리소유제도는 공용부분 관리의 필요 또는 편의상 인

정된 것이며, 따라서 관리소유자가 가지는 소유권은 특별한 소유권보다는 공용부분

을 관리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특정한 구분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신탁된 일종의 신탁적소유권이라 보아야 한다.209)

205) 유어녕, 「집합건물법의 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타, 2011, 554면.

206) 박종두 박세창,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1, 229면.

207) 김형식․성주한․박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소유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69권0호, 한국부동산

학회, 2017.5, 165면.

208) 김정현, “집합건물법(안)의 문제에 대한 관견(상)”, 사법행정법학회, 1984.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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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리단의 구성범위

1. 구분소유자의 범위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만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

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는 건물의 경우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

원으로 하여 설립된다.210)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

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

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

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211)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 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

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할 것이다. 당연 설립되는 관리단의 구

성원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 관계를 가지는 구분소유자가 구성원이 된다.212)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성원은 한 동의 집합건물을 구성하는 전유부분에 따른 구

분소유자에 대해 한정되고, 이들의 참가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 설립되는 것이므

로, 관리단에 관한 소유자의 가입의 절차적 필요나 가입의 의사적 표시도 필요가

없다. 또한 구분소유자가 탈퇴를 원하더라도 탈퇴는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관리단에서는 제명되는 경우도 없다. 구분소유권이 이전된다면 관리단의 구

성원상의 지위도 자동적으로 이전된다.213)

관리단의 구성원범위에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

의 개별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한 상황에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209) 玉田弘毅, 「建物區分所有法の現代的課題」, 三省當, 1980, 239頁.

210)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 49694(병합) 판결; 대법원 1995. 3. 10.자 94마2377 결정;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대법원 2005. 12. 16.

선고 2004마515 결정;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등 다수.

21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 49694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등 참조.

212)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213) 송호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법률적 관계의 재정립”,「동아법학」 제

4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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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가 있고,214)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 공동관리의 필요성

이 생길 때에는 그 당시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관리단에 포함된다.215)

이처럼 관리단 구성원에 입주는 하지 않아도 구성원 자격이 주어지므로 구분소유

자의 참가의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분소유자는 당연한 그 권리로 관리단과의 관

계에서 구성원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분소유자라고 하면 참가의사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연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216)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

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서 임차인이 사실상 그 전유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차상의 계약만으로 임차인은 그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다. 비록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

리하게 되더라도 이는 집합건물법상 소정의 집합건물 관리단으로 볼 수 없다는 판

례가 있다.217) 임차인 등의 의결권의 인정은 일반적 사항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실

제 점유하는 부분에 보충적인 성격으로 구분소유자의 의견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

으며 구분소유자와 같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다.

2. 단지 관리단

집합건물법에서 단지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제51조

제1항에서 단지관리단이란 한 단지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성된 단체를 말한 다고 규정

하고 있다(집합건물법 제51조 제1항).218)

단지의 형태에 관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견해와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견해로 첫째, 한 필지 대지 위에 여러 개 동의 건물들이

존재하며 소유자들이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각각의 건물들이 독

립하는 필지의 대지 위에 존재하며 인접도로 등의 특정 부속시설 등을 공유하는

214) 대법원 2005. 12. 16. 선고 2004마515 판결.

215)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

216)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851판결.

217)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851판결.

218) 김규완․강혁신,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운영 개선방안」, 법무부, 2015. 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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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류한다.219)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견해는 위 두 번째 경우로 도로와 같은

이용 통로로 사용하고 그 대지를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경우와 부속시설을 공유하

는 경우로 볼 수 있다.220) 이러한 경우는 단지관리단을 성립할 수가 있으며, 이 같

은 경우의 단지관리단은 전체관리단과 별도로 집회 결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이처럼 단지관리단의 경우 일부가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단지관리단

을 둘 수가 있다(동조 제2항). 집회의 결의를 통해 개별적 관리단 업무를 단지관리

단이 통합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각각의 업무수행 방식을 분리하여

할 수도 있다.

3.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경우는 집합건물 관리단처럼 당연히 구성되는 것은 아니

고 규약에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한 내부 사항을 정한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

집합건물은 독립하는 건물 각 1동마다 관리단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한 동의 건물

에 관한 관리단이 설립되어 그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한 단

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 내의 대지나 부속시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

하는 경우에는 동별 관리단과는 별도로 단지관리단이 구성되어야 한다.221) 또한 다

목적건물에서 특정된 구성원 일부가 건물을 관리하다면 관리단이라 볼 수 있는 가

에 대해 판례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라고 한다면 참가의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히 단체적 구성원으로 되고, 비록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

219) 김영두,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법학연구」, 제18집 제1권, 충남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7. 6, 152면.

220) 김영두,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법학연구」, 제18집 제1권, 충남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7. 6, 153면.

221) 제51조(단지관리단) ①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

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한 단지에 여러 동

의 건물이 있고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

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중 일부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각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관리단의 구성원의 4

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에 의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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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한 법인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합건물법상 소정의 집합

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없다.222) 이렇듯 일부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하도록 되었

다면 그 일부를 위한 일부 공용부분관리단 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차장이나,

지하기계실, EPS실 등의 특정의 구분소유자들의게 공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이는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다.

Ⅲ. 관리단의 법적 지위

1. 관리단의 법적 성격

관리단의 법적인 성격에 대하여서는 조합설, 권리능력 없는 사단설, 양자의 성격

을 함께 가지고 있는 절충설 등이 있다. 우선 조합설에 대하여 관리단은 독립된 자

산이나 공시적방법이 없고,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무한책임을 부담

한다는 관점에서 순수한 민법상 조합과도 같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일본에서 주

장되고 있는 학설이다.223) 그러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의 단체라는 사단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조합은 조합과 그 구성원 사이에 수평관계만 있지만 관리단

은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수평관계라고 할 수 없다.224) 다만, 구

분소유자가 10인 미만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 해야하는 의무도 없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규약도 없는 경우에는 소송능력도 없고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225)

관리단은 실질적으로 법인격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

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

로써, 사단법인의 바탕이 되는 실체를 가지면서 자치적 관리를 하고 있고, 구분소

유 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에 관하여 대내적(의사결정, 업무집행기관)․

대외적(대표자, 관리인)으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22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851 판결.

223) 石田喜久夫, “區分所有權”, 「住宅關係法Ⅱ」, 住宅問題講座3, 有斐閣, 1970, 160頁.

224) 윤현정, “집합건물의 관리체제에 관한 고찰”, 「법합논총」, 제5집,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6,

236면 참조.

225) 강용암, “집합건물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63면; 김영

두, “효율적인 집합건물의 관리방안”,「법조」, 제60권 제1호, 법조협회, 2011. 1,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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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집합건물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기구로서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

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소송수행권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52

조).226)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단체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 사

단의 정관에 해당되는 규약을 가지면서 의사결정기관인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단체

의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대표기관으로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무업무를 처리하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자치적 관리를 하면서 그 효력이 관리단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227) 관리단은 단체적의사로서 분양되고 사용

승인이후 입주할 때 까지 관리적 필요를 요하지만 미분양된 구분소유자도 관리단

구성원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에서 전원을 구성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2. 관리에 있어 구분소유관계의 단체적 특성

관리단은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권의 귀속주체이며, 관리단의 관리

사무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다. 제31조는 “관리단의 사무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행한

다.”라고 하여 관리권의 귀속주체로서 관리단을 관리사업의 의사결정기관으로 명백

히 규정한다.「집합건물법」제31조) 이에 관리단은 의사결정 조직체기관으로 전원

을 구성한다.

구분소유관계의 단체적인 특수성은 공용부분의 관리를 공유자인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협의와 협약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단을 통하여 집행한다는 관점

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발현된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선임되어지면 집합건

물법 제25조의 제1항의 취지상 공용부분의 관리업무는 관리인을 통하여 하게 되고

구분소유자 개개인의 관리적 행위는 허용되지가 않는다.228) 관리내용의 결정방식에

도 공유물의 관리행위처럼 그 지분의 과반수가 아닌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

226)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227) 김봉채,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집합건물법학」, 제7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1, 44면; 김

준호,「물권법」, 법문사, 2015, 170면; 김남근, “집합건물의 성립․분양․관리상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집합건물의 선분양제도와 관리법제의 이원화의 문제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49면.

228) 곽윤직 편, 김황식, 「민법주해(물권편)」, 박영사, 2011, 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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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상의 보존행위는 공유자인 각각의 구분소유자가 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3. 집합건물 관리단의 권리능력

일정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결합체로서 그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관계없이 유

지존속하며 대내적으로는 그 결합체의 의사결정 업무집행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고,

대외적으로 그 결합체를 대표하는 대표자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할 수가 있다.229) 비법인 사단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비법인 사

단 이름으로 그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비법인 사단이

적어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는 단체적 활동의 실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으므로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인정받는 것이다. 비법인 사단에 관해서 실

체법에서 권리능력을 부인한다고 하여, 소송상으로 당사자능력을 부인하면 분쟁이

발생 하였을 때 단체의 이름으로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체를 상대

로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단체의 구성원 전원을 피고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편

함이 도래하기 때문에 소송정책상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230) 그래

서 독일에서 학계의 다수의견은 관리단의 권리능력과 등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었

으나 독일 연방 대법원이 2005년에 관리단의 일부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후

이를 반영한 개정주거소유권법(2007. 7. 1. 시행)은 “관리단은 공동재산의 관리의

범위에서 제3자와 구분소유자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관리단은 법

률상 단체로 규정되고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구분소유

자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경우, 관리단은 구

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이를 부담한다. 관리단은 소를 제기하거나 제

소될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하였다(주거소유권법 제10조 제4항).231)

“관리인의 권한 및 의무로서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관리

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부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

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22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230)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7, 133면.

231) 양형우, “아파트(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분양회사의 법적 책임”, 「재산법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14. 5, 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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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를 규정하고,

제2항은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에 대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금지”를 규정된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더욱,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하여 그 정지, 사용금지,

경매청구 등과 관련하여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

유자를 청구권행사 주체로 하고 있다(집합건물법 제43조 내지 제46조). 관리단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한 관리인의 부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러한 관리업무는 누가

대신 업무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며 그런 적법한 권

한을 가지는 관리인 또는 관리법인을 선임하여서 진행해야한다. 이렇듯 적법한 절

차에 따라 선임되어진 관리자는 관리업무의 위임에서 부터 관리비청구 수령 등 전

반적인 관리권 내의 유지 및 보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집행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동조 제1항은 관리단 및 관리인의 권한의 범위를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등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들고 있으며, 이때 공용부분의 보존 관리행위

를 위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가 구분소유자의 내부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은 분명히 하고, 또한 제2항은 관리인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가 대

외적 행사를 전제로 선의의 제3자에 관한 대항금지를 규정한다. 더욱, 집합건물법

제43조 내지 제46조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리인

또는 지정 구분소유자를 청구권의 주체로 분명히 하고 있다. 232)

4. 관리단의 관리업무의 범위

관리단의 최우선 수행업무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건물의 알맞은

용도 및 사용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고 감독하며 이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건물

의 올바른 규약상의 관리유지와 사용을 위한 의견과 결의를 통하여 집회를 추진하

기 위한 단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구분소유자의 자유적 의사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느끼며 강압적인 특정인의 위력이 건물관리 의사에 반영된다면 합리적 의

사결정에 대한 불합리와 관리운영상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 있다.

232) 박종두, “관리단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검토”, 「집합건물법학」, 제4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09, 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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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과 관리주체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

호)과 주택법 시행령(주택법시행령 제55조)은 모두 사실행위에 관한 것이고 제3자

와의 관계에서 권리의무의 효과를 발생하는 임대차와 같은 법률행위는 열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리인의 관리업무의 내용에는 임대차와 같은 법률행위는 포함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233) 2013. 1. 9. 영 제18146호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관리규약에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

록 하고 있는데(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2호), 공용부분인 주민운동시설을

임대차할 수 있다는 법리적 전제에 서 있는 것이다. 2012. 12. 18. 개정 집합건물법

제28조의 제4항에 법무부가 마련한 단지 관리단 표준 관리규약안은 구분소유자 등

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단이 대지와 공용부분을 임대차할 수 있다

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표준관리규약안 제16조). 민법 제265조에서 규정하고 있

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란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정도로 공

유물을 이용 개량하는 행위를 말한다.234) 통상적으로 공용부분은 관리단이 관리하

고 있다. 또한, 공용부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관리단의 집

회를 통해야 하는 결의사항이다. 그 관리단의 적법한 결의가 없이는 그 계약은 근

본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관리업무 보존행위로서 공용부분을 점유하는 임차

인에 대하여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Ⅳ. 관리단 집회

관리단집회는 소유자 단체가 의사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결의하여 적극적인 조직

체를 형성하기 위한 제1의 의결기관으로써, 구분소유자의 전원을 구성으로 하는 최

고의사결정기관이다. 즉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은 어떤 특별약

정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 필요하다면 언제든 관리집회를 개최하고 의사를 통해 결

정할 수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과 관리주체로서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관리단집회의

조직이나 운영상의 규정을 규약 등에 의해 스스로 정할 수가 있다.235) 그러나, 집합

건물 관련해서 다양한 입주민간의 민사적인 대립이 나타나고 서로 간 건물관리인

233) 김봉채,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관계”, 「집합건물법학」, 제7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1. 6, 58면.

234) 곽윤직 편, 민일영, 「민법주해(물권편)」, 박영사, 2011, 571면.

235) 전혜정, “집합건물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법조」, 통권 652호 법조협회, 2011.1, 2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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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자 하거나 건물 사용적인 이해관계 등에서 대립되면서 상반되는 결의로 법

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1. 관리단 집회의 결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구분소유자의 3/4의 동의라는 것은 구분소유자 전체 수의 3/4이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결권의 3/4가 동의한다는 것은 변경에 동의한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의 면적이 전체 전유부분 면적의 3/4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36) 관리단

집회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공유자

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에 의한 지분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

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

을 정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의 과반수

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거나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237)

2. 관리단 집회 공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

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동법 제34조 제1항),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34조 제2항). 다만,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236) 김영두,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와의 관계”,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7, 149면.

237)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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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34조 제3항).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는 반드시 집합건물 관리단집회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

다. 다른 명칭으로 이루어진 결의라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그러한 집회의 결의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단 집회가 개최 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서면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집합건

물법 제41조 제1항) 즉, 서면에 의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지 않아도 된다.238) 따라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위한 절차를 갖출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해야 한다(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 그리고 관리단 집회

에서는 단지 그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36조 제1항).

하지만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통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는 것이다. 서면결

의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관리

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239)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그 절차와

내용을 근거로 확정되며 비록 임시집회의 결의라도 그 자체에서 정식적인 정기집

회로 나아가는 첫 단추이기에 적법한 지위에 있다고 본다.

3. 소  결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관리집회를 통해 관리단 구성이 이루어진다. 구

분소유자 전체가 참여하는 구분소유관계로 당연 설립되지만 대부분 대형 집합건물

일수록 그 전체 참석여부가 곤란하고 이러한 경우에 그 지위를 관리인으로 하여금

업무에 대한 집행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미치는 효과

238)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40 판결.

239)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일부가 상가 내의 냉난방 등 기설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공동재산관리위원회

를 구성하여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였고 이 공사의 시행 및 위원회, 임원단 구성에 동의를 묻는 서면을

배포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

행한다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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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으며 추후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의 조직행위가 있

고 규약의 규정에 따라 그 공용부분 관리의 관한 사업시행 및 구분소유자 전원에

게 미치는 협의체로서 집합건물법 제23조의 관리단 구성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

다.

Ⅴ. 관리단의 소멸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의 성립으로 당연 설립되었으므로 그 성립의 전제조건인

구분소유관계가 소멸하면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건물의 멸실 이 있더

라도 재건축 및 복구의 대상이 되는 일부 멸실 의 경우에는 구분소유관계가 소멸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단도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집합건물의 어느 구분소유자 한

사람이 나머지 구분소유자 전부의 전유부분을 매수함으로써 한개 동의 건물에 속

하는 구분소유권 전체를 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을 합병하여 단독 소유의 건물로 변경하여야만 구분소유관

계가 소멸하게 되고 이에 따라 관리단도 소멸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구분소유관계는

건물의 전부멸실 내지는 단독 소유로의 변경의 경우에만 소멸이 되는 것이지, 관리

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240)

다만 재건축 결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건

축 결의 자체의 효과로 구분소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결의에 따라

구분소유의 대상인 집합건물을 물리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 비로소 구분소유관계

가 소멸하면서 관리단도 소멸되는 것이다.241) 구분소유자 전원이 재건축조합의 조

합원이 되므로 관리단과조합원의 차이는 없고 물리적인 철거가 완료된 시점에서

구분소유권이나 대지권은 소멸되고 건물의 관리주체로서의 목적도 상실된다.

240) 강용암, “집합건물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66면.

241) 유어녕,. 「집합건물의 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터, 2011, 606-6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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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집합건물 관리인 

Ⅰ. 집합건물 관리인의 자격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고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의 행위권한을 부여받고 있다(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집합건물

관리단이 아닌 관리인으로 재판상 행위는 집합건물 관리단의 성격이 아니라 관리

인의 임의적인 소송담당의 지위가 부여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242). 실질적으로 단

체의 실체성을 갖추지 못한, 즉 관리단 구성이 되어있지 않거나 그 관리단이 권한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에 관리인만이 선임되어있을 때에는 그 관리인은

관리단의 위임계약상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으로 보아 관리단의 대표라고는 보기

어렵다.243)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선임된 관리자의 대표로서 집합건물의 모든 관리

행위와 집행의 권한을 갖는다.

1. 관리인의 선임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의 개념에 대하여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2012

년 개정 이전 집합건물법은 관리인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관리인

은 구분소유자단체인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있어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민법

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6조 제3항) 관리인은 관리단의

수임인으로서의 그 지위를 갖는다.244)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운영상 건물의 관리주체이다. 관리인은 대외적으로 관리단

을 대표하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관리단의 사무업무를 집행한다. 이에 구분소유

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서 당해 관리단

242) 이수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수행권-임의적 소송담당 관점에서-”, 「판례연구」, 제16집, 부산판례연

구회, 2005, 594면.

243) 최명구․이우도, “집합건물의 관리주체에 관한 법적지위 비교”, 「집합건물법학」, 제13집, 한국집합건

물법학회, 2014. 6, 74면.

244) 김규완․강혁신,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운영 개선방안」, 법무부, 2015. 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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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단의 사

무업무를 집행하지만,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이외에는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사무를 집행한다(집합건물법 제31조).

이와 같이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로서의 지위와 민법

상 위임관계에 있어서 수임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갖는다. 그러나 관리인이 관리

단에 대하여 관리사무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보면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에 고용관계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245) 집합

건물법은 관리인과 구분소유자 및 관리단과의 관계를 위임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

에 그들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246)

그리고 한 동의 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의 대한 관리단이 필요로 할 수가 있다. 이

경우도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이면 그 관리업무의 대한 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1) 필수기관으로서의 관리인과 임의기관으로서의 관리인

집합건물법이 관리단은 설립행위와 관계없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보면서, 한편으로 구분소유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인

을 두도록 강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10인 미만의 구분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의 공

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하다면 관리인을 선임하여 공용부분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247)

관리단은 법률상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당연히 설립되지만, 구분소유자가 10

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

야 한다(동법 제24조 제1항). 이때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

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고,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동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참조).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245) 집행이사로 선임되어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한 자를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246) 유어녕, 「집합건물법의 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타, 2011, 634면.

247) 유어녕, 유어녕, 「집합건물법의 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타, 2011, 6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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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단을 대표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규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248)

2) 관리인의 결의

관리인의 선임은 반드시 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의 결의

는 서면결의를 포함한다(법 제41조). 서면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249) 서면합의에 대한 정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써 이를 규약으로 낮출 수 없다. 관리인선임은 반드시 집

회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집회 또는 집회에 갈음하는 서면결의 없이 이루어진 관리

인 선임은 무효이다.250) 관리인의 해임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에게 특별

248) 이인영․한자선․권대중, “비주거용 집합건물 최초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

학」, 제31권, 집합건물법학회, 2019, 63면.

249)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40 판결.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

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외결권의 각 5분외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

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

인선임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

집회외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

리단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자 94마2377 결정; 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50) 서울지방법원 2003. 6. 17. 선고 2001가합37809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은 다수 구분소유자의 이해관

계가 상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집합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그냥 ‘법'이라

고만 한다)의 적용을 받아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었더라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구성되고( 제23조 제1항),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관리단의 사무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장 또는 재판 외의 행위 등을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관리인(이는 결국 관리단의 대표자이므로 자연인 외에 법인도 될 수 있고, 자연인의 경우

에는 보통 대표, 회장, 의장 등의 명칭으로 불려 질 수 있는데, '원고 협의회 관리규정상의 관리인'은 트

윈타워 관리본부를 대표하는 관리본부장 즉 이 법상의 관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관리소장 등을 의미하여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아래에서 '관리인'은 이 법상 관리인

의 의미로만 쓰기로 한다.)을 선임하도륵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해 관리

비, 분담금 등을 부과, 집행하고 있는 통장, 도장 등의 인도를 구하거나 그 금원 중 횡령 당하거나 불법

집행 된 비용의 배상을 소구하는 행위는 법 소정의 관리단을 전제로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선임된 관

리인만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원고 협의회가 관리단인지. 그리고 이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가 그 관리인인지를 보기로 한다. 우선,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하여 법이 정하
는 바를 살표 본다.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외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

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고(제28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제29조). 관리단집회의 종류 및 소집절차와

결의사항도 법정되어 있다.(제32조 이하) 법은 특히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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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해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관리단의 구분소유자와 관리인과의 관계는 위임관계에 있는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689조 제1항).

2. 관리인의 해임 등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지만,251) 규약으로 관리위

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24

조 제3항). 관리인이 해임되는 경우로는 집합건물법이 예시하고 있는 특별한 해임

사유인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경우이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 관리단 집회는 개최되기 쉽지 않

은 특성상 규약을 정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에서도 해임이나 선임이 가능하다. 관리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에 있어 적합하지 않는 사정으로는

장기간의 해외출국이나 갑작스런 지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입원 등

을 예로 들 수가 있다.

정함으로써 적어도 관리인의 선임.해임 및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집회의 의결로써만 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공동사용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와 소유권 변동으로 관리

단의 구성원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집합건물의 성격상 법이 정힌 위와 같은 요건은 강행규정으로서

규약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이와 다른 규약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이다. 앞서 보았듯이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되(제24조), 법에 특별한

정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법 또는 규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유면적 비율에 의함) 각 과반수로 결의하고( 제38조),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서면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제41조)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251) 대법원은 2013년 개정된 법률이전의 규정인 제24조 제2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

나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관리인의 선임․해임 방법에 관하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은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하

도록 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규약 설정 당시의 구성원들이 위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

약을 제정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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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인의 지위

관리인의 선임이나 규약의 설정은 설립요건이 아니며 관리단이라는 단체의 행위

가「집합건물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다.252)

관리인은 그 직무에 관한 구분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은 있다(일본 구분소유법 제

26조 제2항). 이에 대리한다는 것은 대외적인 관계성에서 구분소유자의 대리인으로

행하는 법률행위적 효과가 구분소유자의 전원에게까지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민

법상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본인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지만 그 관리인이 대외

적 사무업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단 이름으로 사무를 처리하면 충분하다.253)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관리인은 주택법상 관리의 집행주체인 관리소장과 동일

한 성격을 갖는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

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제25조 제1항은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와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

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 피고는 관리비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254)라고 판시함으로서 관리인은 관리비를 청구․

징수할 권한 및 의무를 지는 자 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255)

2012. 12. 18. 개정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소유자 지위상에 있을 것

을 요하지 않고 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위탁관리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도

252)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자관계가 성립하는 건물

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고,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

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 대 하여도 효력을 미치는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 49694(병합) 판결).

253) 水本浩․遠藤浩․丸山英気, 水本浩․遠藤浩․丸山英氣, 「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 マンション法」(第3

版), 日本評論社, 2006, 94頁.

254)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2266, 22273 판결.

255) 홍용석, “사적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집합건물법학」, 제6권, 한국집합건

물법학회, 20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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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관리인이 관리단의 대표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독일의 주거소유권법의 해석상에서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고 우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처럼 주로

주택관리 전문 업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도 관리인은 개

인이 될 수가 있고 법인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미국의 관리단 이사회의 회

장(president)도 구분소유자에 한하지 않고 전문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다. 일본의

구분소유법도 관리인을 소유자에 한하지 않고 있다. 관리단은 비영리단체이지만 전

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위탁관리회사와 같은 외부 전문관리업체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가 보편적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관

리인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관리업자만 관리인이 될 수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전문적인 관리업자가 관리인이 되는 경우가 많

다.256)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집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5조의 취지를 집합건물 관리단이 아니라 관리인에게 임의

적 소송담당의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257)가 있으나, 여기서 구분소유

자들을 대표하여(on behalf of) 소송을 수행하는 소송당사자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고 관리인은 소송당사자인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판례258)

도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

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

여,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집

합건물법 제43조 내지 제45조는 집합건물의 상린관계(제5조)나 공동체 질서를 위반

한 자에 대하여 예방적 금지청구권이나 원상회복 청구권, 위반행위가 반복되어 공

동체생활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전유부분의 사용금지청구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의 경매청구권의 행사주체를 ‘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마치 관리

인이 위와 같은 청구권 행사의 소송상 당사자자격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주고 있

다.259)

256) 김영두, “집합건물의 법리와 개정 집합건물법”, 한국민사법학회․한국비교사법학회․한국재산법학회

공동학술대회(개정 신탁법과 집합건물법의 쟁점), 2013. 6. 14-15, 314면.

257) 이수철,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수행권임의적 소송담당의 관점에서”, 「판례연구」, 제16집, 부산판례

연구회, 2005, 594면.

258)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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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리인의 권한 및 의무

1. 관리인의 역할

관리인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실

행방법을 정하며, 그 집행과정에서 야기되는 구성원 간의 이해 상충을 조율하고 합

리적으로 해결하는 일련의 행위 전체를 일컫는다. 관리인은 구성원 전체의 위임을

받아 그들을 대신하여 관리행위를 실제로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수임인(관리인)은

주된 의무로서 위임의 유상․무상에 관계없이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81조). 또한 사무의 처리

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수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

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위임인에게 불이익한 경우

에는 수임인은 그 사실을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지시의 변경을 구해야 한다. 다만,

사정이 급박하여 그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취할 권리와 의무가 있

다.260) 이러한 관리인은 오로지 직접 수행해야하는 것이며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

다. 다만 업무량의 과중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지되면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

어 위탁할 수 있다. 관리인의 역할로 효율적인 업무능력과 전문적인 관리 지식이

필요치 않지만 관리인 구성이 실제 고령자선임과 계약직 노무관계로 인해 지속적

인 업무수행과 인수인계 및 고용관계에서 많은 부작용이 감지되고 있으며 필요하

다면 전문적인 관리자 육성과 관리적인 교육홍보 및 분쟁 관련 상담 전문가 프로

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관리인의 권리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지만(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

서), 관리인도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독자적으로 결정으로 할 수 있다(동조 제25

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써 결정

259) 김남근, “집합건물의 성립․분양․관리상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집합건물의 선분양제도와 관리법제

의 이원화의 문제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61면.

260) 이영수, “집합건물의 관리법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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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16조).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에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권

한 외에 규약에서 정한 결정, 즉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명 및 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의 규약으로 정한 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

제4호).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는 권한으로 공용부분의 변경행위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절차적 규범의 준수를 우선으로 관리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규

약에서 규정하는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는 각각 구분소유자의 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되어져야 한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

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

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

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동시에 법률상 당연하게

구분소유자의 전원으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

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로써 소송을 수행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261)

3. 관리인의 선관주의의무 및 신인의무

관리인은 집합건물법상 주어진 권한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즉, 집합건물

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인의 권한은 그와 동시에 의무가 된다(집합건물법 제

25조 제1항). 그 밖의 집합건물법상 의무적인 조항으로 명시되어진 것으로는 집회

에서의 관리적 사무보고의무(동법 제26조 제1항), 규약 보관의무(동법 제30조 제1

항), 관리단 집회소집 의무(동법 제32조), 집회의사록 보관의무(동법 제39조 제4항),

결의서면사항 등의 보관의무(동법 제41조 제3항) 등이 있다.

2012년 12월 개정 법률에서는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관리사무

261) 대법원 2003.6.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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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사무처리보고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상세하게 규정하

면서, 관리인은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시행령 제6조). 구분소유자 입장서

는 자신들이 납부한 관리비가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인에게

질의하고 응답을 보고형식으로 청취할 권한이 부여되고 이러한 권한은 1년에 1회

한정 할 수 없으므로 관리인의 사무보고를 1년에1회 이상으로 규정하며 예산, 결산

과 관련 정기 관리단 집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262)

그 외의 사항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 보고하면 될 것이다. 보고

의 방식으로는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

로 구분소유자에게 통지로써 보고하여야 하지만, 그 외 관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건물 내의 적정한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면 될 것이다.263)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

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집합건물법 제3조). 따라서 집합건물 관리단

과 권리위원 내지 관리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회장․이사․감사 등의 임원, 동

별 대표자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수임인인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64) 관리인이 보고의무

를 해태하여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처분이 이루어지며 해임의사유가

될 수도 있다. 대부분 이 정도로 해임은 과중하지만 어떤 의도적인 관리의무 무시

나 부재는 중대한 업무의무의 위법으로 해임사유가 된다.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리위원 내지 관리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원, 동별대표

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있고,265) 위임관계에서의 수임인(受任人)인 관리인

262) 김규완․강혁신,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운영 개선방안」, 법무부, 2015. 11, 35면.

263) 박경량․김영두, “「집합건물법제의 선진화, 관리의 현실화」를 위한 집합건물 관련 법령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시행령 제정안을 중심으로-”, 법무부, 2011. 12, 74면.

264) 김남근, “집합건물의 성립․분양․관리상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집합건물의 선분양제도와 관리법제

의 이원화의 문제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62면.

265)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별 대표자, 이사, 감사, 회장 등 임원의 관계는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위임관계와 동일하므로, 이 절에서 관리단과 관리인 사이의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관한 설명은 입

주자대표회의와 동별 대표자 이사, 감사, 회장 등 임원 사이의 선관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그대로 적용하

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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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善管義務)로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구분소유자들과 관리단 이사들266)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신인관계

(信認關係: fiduciary relation)”267)로 보고 있는데, 신인관계에 따른 “신인의무

(fiduciary duty)”의 핵심적인 내용은 충실의무(duty of loyalty)이다.268) 이러한 충

실의무의 내용이 이익상반 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 이익충돌 금지 등의 의무로

구체화된 것이다.269) 펜실베니아(Pennsylvania)주 기본법과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 회사법은 선관의무의 내용에 대해서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 방식과 통상의 분

별력(ordinary prudence)을 가진 일반인이 취할 수 있는 주의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70)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는 동일한 것으로 충실의무

는 선관의무를 구체화하거나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271)가 있다. 상법상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관계에 대하여 다수설은 양쪽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의 관계는 미국 회사법과 영국 회사법의 근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법에서는 충실의무가 영미법상의 수임자를 모델로 한 것이고 그것을 그대

로 도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선관주의의무의 특징으로 보아 좀 더 유연하게

이해함으로써 그 충실의 의무가 주장하는 목적 달성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266) 우리의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위원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미국의 집합건물 관리의 법

률상 기구는 집합건물 관리단 이사회이다. 미국에서는 집합건물 관리단과 그 집행기관인 이사들 사이의

관계가 회사관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집합건물 관리단의 집행기관을 “이사회(boardof association)”라고

하고 그 구성원을 이사(director)라고 하여 회사의 집행기관에 관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하

에서 미국의 집합건물 관리단 이사회나 이사에 관한 설명은 우리의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내지 관리

위원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내지 동별대표자에 대한 설명에 대응하는 것이다.

267) 최은순, “민사신탁에 관한 연구 유용성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6, 10

면, 266면.

268) 이러한 “신인의무” 이론은 신탁관계에서 발달하여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던 법리

이지만 그 뒤 회사의 이사, 조합관계 내부, 대리인과 본인 사이를 규율하는 법리로 발달하였다.

269) “fiduciary”의 어원은 라틴어인 ”fides”로 영어의 “trusrt”의 의미이다. 이러한 신인의무의 이론은신탁

제도를 발달시켜 온 영미법에서 다른 사람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신뢰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하여 수인자( )의 행위를 규율하는 원칙으로 발달해 온 것이다. 신인의무의 내용은 ”일정한 수인자

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되며, 수인자는 자기에 의존하는 자에 대

한 의무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최은순, 앞의논문, 266면)

270) 펜실베니아(Pennsylvania)주 기본법 68 Pa. Cons. Stat. § 3303(a),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회사법

Cal. Corp. Code § 7231.

271)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09, 8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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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집합건물 관리규약

Ⅰ. 관리규약의 개념

집합건물법 제28조에서 말하는 규약이란 구분소유자 간의 협의에 의한 규칙으로

서,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유지, 보전 및 그 사용을 위한 사항을 구분소유자의 자

치권에 의하여 제정한 규범으로 정의될 수 있다.272) 1개의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

시설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법 제23조 제1

항).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사원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273) 관리

규약은 집합건축물에 사용목적으로 입주하는 구분소유자 등이 시 도지사가 정한

행정적인 관리규약의 규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와 이에 대한 사용지침에 관한

절차나 규정사항을 소유자 등의 집회의결에 따라서 자치적으로 규정하는 자치규범

이다.

단체로서 법률이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관리단은 적어도 구

성원을 구속할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규약은 사단법인의 정관

에 비견될,274) 관리단의 자치법규라고 할 수 있다.275)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각 아파트마다 개별적으로 마련된 공동

주택 관리규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원칙론적 관점에서 관리규약과 그에 대한 준칙

을 본다면, 규약이란 조직체의 구성원간 서로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그 조직

272) 박종두․박세창,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1, 340면. 한편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그 재

산의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책임 있는 체제를 수립하는 문서’라는 견해로는 박태신,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연구 - 관리체제⋅규약 및 관리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10면.

273) 곽윤직 편, 김황식, 「민법주해(물권편)」, 박영사, 2011, 279면; 박준서 편, 이태운, 「주석민법(물권법

Ⅱ)」,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207면. 한편 10인 이하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었으며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관리단은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 김영두, 「집합건물법연구」, 진원사, 2008, 106면

참조.

274) 곽윤직 편, 김황식, 「민법주해(물권편)」, 박영사, 2011, 282면.

275) 박준서 편, 이태운, 「주석민법(물권법 Ⅱ)」,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221면; 김영두, 「집합건물법연

구」, 진원사, 2008, 117면. 다만, 규약이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

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자치규범 이상의 특별한 의미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견해로는 박태신, “집

합건물의 관리규약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제3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09, 95면 이하 참조.

그러나 같은 이의 앞선 저술(박태신, 박사학위논문, 110면)에서는 ‘관리규약은 관리단체의 자치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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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내에서 규정되는 자치규범을 의미한다. 즉,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사용과 관리에 대하여 사용자 및 입주자가 자주적의사로 정하는 거주적인 공동체

자치 규범을 의미한다.276) 한편, 개별적 관리규약 표준이 되는 그 준칙은 개별 관리

규약의 제정이 다른 사업자에 의해 주도되고, 도래하는 입주 예정자가 분양계약에

이를 형식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 인식에서 필

요하게 되었다.277) 이러한 관리규약의 적용이 지속적인 관리 규범의 효력으로써 강

화되어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규약의 민주의사적인 준수와 규약제정을 결의하도록

하여 지역적인 표준화된 관리정책이 모두에게 일관적이고 평준화 되게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규약이란 건물, 부지, 부속시설의 관리와 사용에 관하여 법 등의 범위 내에서 구

분소유자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해지는 규칙으로 근본규칙이자 최고자치 규범에 해

당하는 것이다.278)

관리규약이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및 그 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

본적인 체계와 책임의 범위를 수립하는 문서를 말한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

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그리고 공용부

분으로 된 부속건물인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및 계단 그 밖에 구조

상 구분소유자 전원 혹은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이다(제2조 제4호, 제3

조 제1항). 집합건물은 단독소유의 건물과 달리 당해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유지와 운영에 관한 공동관리권

행사의 기본사항을 규약으로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279) 또한 공용부분에 대한 보

존, 관리 등을 위한 행위를 주제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간의 구성권한의 공동관리권

이라 할 수 있다.

276) 강혁신, “일본 맨션표준관리규약에 관한 검토”, 「법학논총」, 제21권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290면; 신형석, 공동주택 층간소음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법적 소고-분쟁해결수단 검토를 중

심으로-,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68면.

277) 강혁신, “일본 맨션표준관리규약에 관한 검토”, 「법학논총」, 제21권 제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294면 참조.

278) 김영두, 「집합건물법연구」, 진원사. 2008, 117면.

279) 박종두․박세창,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1, 3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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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리규약의 성질

법은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에 관하여 넓게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인

정하여 관리단의 사적 자치를 인정하였다(규약자치의 원칙). 즉, 구분소유자는 그

상호 간의 사항에 관하여 법에서 원칙을 정한 경우 규약으로 세칙을 정할 수 있고

법에 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의해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으며 법에 다른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상 규약은 당해규약을 정한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제3자에 대하여

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효력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규약은 단순한 자치규범 이

상의 특별한 의미와 효력이 부여되어있다.280)

영미법계에서는 관리법규는 통상 정관(article)과 관리규칙(bylaw)로 구성된다. 정

관(article)은 규약의 목적, 적용범위, 명칭, 소재지, 관할 등 총론적인 내용이 기재

되고, 관리규칙(bylaw)은 대표자와 집행기관(관리인과 이사)의 선출과 임기, 해임사

유, 총회(관리단 집회)의 소집과 운영, 회비(관리비)의 징수 등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과 층간소음 발생의 예방의무 등 공동체질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다.281) 그

밖에도 관리규약은 rule, regulation 등으로 칭해지고 있다. 영미법계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규약의 경우에는, 분양자가 해당 집합건물의 위치, 목적, 소재지, 명

칭 및 건축디자인의 기본골격, 관리비의 규모와 상한 등의 총론적인 내용으로 정관

(article)을 정하여 이를 등록하고, 과반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입주하여 분양자에서

구분소유자들로 관리단의 구성을 전환하는 전환총회(turnover meeting)를 하는 과

정에서 자세한 관리규칙(bylaw)를 제정하게 된다. 분양자가 작성한 관리규약은 통

상집합건물 등록(declaration)282)을 하면서 도면(description)283)과 함께 등록하기 때

문에 최초에 등록된 관리규약을 “declaration”284)이라고도 한다. 미국에서는 거의

280) 稱本洋之助․鎌野邦樹, 「コンメンタ-ル 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日本評論社, 2004, 170頁.

281) 관리규약이 정관(article)과 관리규칙(bylaw)과 나누어지는 이유는 통상 단체의 설립자나 추상적수준의

관리규약인 정관을 만들어 등록하고, 그 뒤 단체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성원을 갖추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세한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관리규칙(bylaw)을 제정하기 때문이다.

282) 우리 법제에서는 집합건물법 제56조의 집합건물의 등록절차에 해당한다. declaration은 이와 같이 행정

절차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등록 시 첨부하여 제출한 각종 서류를 총칭하는 개념으로도 사

용된다.

283) 우리 법제에서는 집합건물법 제53조의 집합건물대장에 기재되는 내용이나 등록 시 첨부하는 평면도

등의 도면에 해당한다.

284) “declaration”이 등록절차라는 행정절차적 의미가 아니라 등록 시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공시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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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분양자가 최초의 관리규약(원시규약)을 작성하여 등록하는데, 이렇게 등록

된 관리규약의 내용은 해당 집합건물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한다. 미국의 집합건

물 등록절차에서는 원시규약의 등록은 사실상 필수적인 요건이다. 프랑스의 집합건

물의 등기제도에서의 특색은 구분명세서(l'état descriptif de division)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공시한다는 것이다. 구분명세서에는 부동산의 이력, 현황, 경계, 전유부

분과 공용부분의 지분 표시 등이 텍스트, 사진, 항공사진, 도면, 표 등이 포함된다.

구분명세서는 우리의 집합건물대장과 그에 첨부되는 설계도면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면만이 아니라 사진, 표 등으로 일반인도 집합건물의 특성이나 상

황, 면적, 계단, 층수 등의 현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명세서도 공시적 효력이 있으므로 구분명세서는 공증을

통해 작성되고, 등기소에서 등기부와 함께 공시된다.285)

규약은 자치규범을 설정하는 근거로써 제시되며 일정한 공동체 생활 질서의 중

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대안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각각의 구분소유자에게 제한되

는 사안 중에 미리 예측 가능한 행위규범이다.

Ⅲ.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

1.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

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286) 즉, 공용부분 외 전유부분을 포함하는

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각종 설계도서나 등록된 원시규약 등을 포함하는 의미가 된다. 이를

직역하여 ‘선언문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declaration”에는 “description(지적도)“와 같은 설계도

나 분양자가 최초에 등록하는 원시규약이 포함되고 법률분쟁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주로 등록된 원시규

약에 관한 것이어서 제4장 집합건물의 관리 부분에서는 “declaration”의 개념을 일반적인 관리규약인

rule, bylaw 등과 구별하여 ”등록된 관리규약“ 내지 ”원시규약“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285) 송재일, “프랑스 민법상 토지와 공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고찰 앙리까삐땅협회의 물권법개정안과 비

교를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재산법학회 공동학술대회(개정 신탁법과 집합

건물법의 쟁점), 2013. 6. 14-6. 15. 199면.

286) 집합건물법 제29조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② 

제28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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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도 다수결을 통한 규율이 가능한데, 이것은 공

유의 법리를 이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287)이는 일본의 

개정288)된 구분소유법도 마찬가지이다.289) , 

이러한 규약상 설정 및 변경․폐지는 내용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그 구분소유

자의 사적 자치에 위임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치

는 경우에 당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한다.290) 이러한 규약이 구분소유자의 전

원에 효력이 미치므로 여러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충분히 반영되

어지도록 의결권의 범위를 상향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집합건물법과 일본의 건물 구분소유법은 규약의 내용에 관하여, 규약

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절대적 규약사항과 규약으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대적 

결의 사항을 미리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규약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절대적 규약사항은 물론, 그 외에 건물의 관

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기본적 사항과 같은 상대적 결의사항을 구분소

유권의 설정시에는 미리 규약으로 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규약은 ‘소유권’ 수준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91)

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287)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문제되는 사항으로서, 예컨대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의 경우에, 구분소유권의 내

용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권리관계, 구체적으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 또는 건물등의 사용 목적

이나 사용 방법에 관한 근본적 규율을 들 수 있다.

288) 규약이 구분소유 관계에서 갖는 의의의 중대함에 비추어, 일본의 1962년 구분소유법에서는 규약의 설

정과 변경에 구분소유자 전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요구되었다. 즉, 전원의 합의를 기초로 하는 규약이

 원칙이며, 다수결에 의한 규율은 한정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분소유건물의 대규모화 및 

주거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규약의 변경에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취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전

원 합의의 원칙이 행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鎌野邦樹, 전게논문, 169頁).

289) 구분소유법 제31조 (규약의 설정․변경․폐지)① 규약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

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의 결의에 의한다. 이 경우에, 규약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가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290) 일본 최고재판소, 1998. 10. 22. 판결(「民集」, 제52권 제7호, 1555頁, ミリオンコーポラス高峰館 사건)

에서, 분양계약의 경우에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와의 체결하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였

으며, 최고재판소1998. 10. 30. 판결(「民集」, 제52권 제7호, 1604頁, シャルマンコーポラス 博多 사건)과

 최고재판소1998. 11. 20. 판결(「判例時報」, 제1663호, 102頁, 高島平マンション사건)의 2개의 판결에 

의하면, 분양 당시의 계약에 관계없이, 그 폐지에 관해서도 규약 변경의 문제로서 처리하며, 구분소유자

가 다수결에 의해 그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분양 당시에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에 관해서는, 

전용사용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양수인도 이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계약의 성립 후에도 이 설정 

계약의 구속력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이 구속을 배제시킨 것이다.

291) 稱本洋之助․鎌野邦樹, 「コンメンタ-ル 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日本評論社, 2004, 17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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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

소유자 상호간에 관한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집합건물법 제28조 1항).292) 그러므로 운영상으로는 규약

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는 구분소유자들로 당연 구성되는 단체인 관리단의 임의

에 맡겨져 있다. 일본의 구분소유법도 구분소유자가 건물 또는 그 대지 등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약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구분소유법 제30

조 제1항).293) 규약은 그 자체로써 공동체 규범의 단체적 준수사항이며 특정인의

권리를 한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부과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서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결의에 의한 설정 변경 폐지에 대한 결의 사항은 구분

소유자 전체 및 점유하는 사용자에게도 똑같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2. 공용부분에 관한 규약

집합건물법에서 공용부분294)의 발생과 관련한 규약상의 내용으로는, ⅰ) 규약의

공용부분을 결정하는 것(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ⅱ) 규약에 관해 건물의 대지를 

정하는 것(동법 제4조 제1항), ⅲ) 공용부분의 대한 공유지분 비율(동법 제10조 제2

항, 제12조), ⅳ)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집회결의 요건(동법 제15조), ⅴ) 전유부

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가능규약(동법 제20조 제2항), ⅵ)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

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동법 제21조 제1항), ⅶ) 일부공용부분의 대한 규약(동법 

제28조 제2항) 등을 들 수가 있다.

292) 집합건물법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

의 사항 중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

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

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293) 구분소유법 제30조(규약) ① 건물 또는 그 대지 및 부속 시설의 관리나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은, 이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294)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으로, 법정 공용부분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법정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이외의 부분(예컨대, 지붕, 옥상, 복도, 계단, 외벽, 승강기실 등)과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예컨대, 수도나 가스의 배관, 전기배선,소방시설․ 냉난방시설 

등)이 있다. 규약상 공용부분은 규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것이다. 전유부분이나 부속건물도 규약

으로 공용부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법정 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상 공용부분은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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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규약상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의 부분이 규약에 의

해서 공용부분으로 되어진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건물의 일부가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기에 전유부분으로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건물의 부분을 규약을 통해서 공용부분으로 만들 수가 있다. 예로써, 집합건물

의 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창고나 관리집회의 장

소로 사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그 부속건물의 경우에서도 구분

소유자들이 공동이용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결의한다면, 이는 규약의 변경을 통해서

 공용의 부분으로 만들 수 있다.295) 이와 같이 각각의 구분소유자의 결의에 의한

의결로써 합의되어진 규약은 규약 상 원칙에 의해 전유부분을 공유부분으로 변경

이 가능하며 결의에 의한 합의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3. 규약의 설정범위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

로 시인하여야 할 것이다.296)

이에 집합건물법은 임의적인 규약자체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규정사항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반드시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자치적인 해당 내용을 추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약은 법 등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여야 하는데 규약사항을 법 등의 규정과 관

련하여 분류하면 ⓐ에서 ⓓ까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법이 규약으로 정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인정한 사항, ⓑ법의 일반원칙을 구체화한 내용을 정한 사

항, ⓒ법에 저촉하는 규약조항,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등이 있을 수 있

다. 그런데 이 중ⓐ와 ⓑ의 규약은 유효, ⓒ의 규약은 무효이다. ⓓ에 관하여는 법

295) 규약상 공용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가 행해진 이후, 표제부에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분이 되었음을 명기해야 한다.

296)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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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래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효력이 있지만 그 이외

의 사항은 본래 규약으로 정할 수 없을 것이다.297)

관리규약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

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그러나 규약이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야 한다(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단서). 법에 의해 개별적인 규약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건물․부지․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

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에 저촉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규약에

는 원칙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규약의 효력근거는 법이고 법에 따라 제정된 규

약은 관리단의 구성원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속하게 된다. 그리고 법은 집합건물

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관리

단이 규약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사

항까지 규약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규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

다고 보아야할 것이다.298)

4. 관리규약의 이행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

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약’이란 자치규범을 뜻하며 이는 자치

조직이나 단체가 스스로 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일종의

규칙 혹은 법규라고 할 수 있다.299) 따라서 집합건물법상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규

297) 態田裕之, 前揭書, 54-55頁에서는 규약사항의 내용은 ⓐ 구분소유자 간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

항(전유부분․공유부분 및 부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공용부분의 공유지분의 규정 등), ⓑ 구분소유자간

의 공동사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관리단의 의사결정방법, 관리단의 조직․운영․회계 등에 관한 규정,

관리자의 선임․해임․직무권한에 관한 규정 등), ⓒ 구분소유자 간의 이해 조절에 관한 규정(건물 등의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등), ⓓ 구분소유자가 의무에 위반한 경우 조치에 관한 사항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298) 김영두, 「집합건물법연구」, 진원사, 2008, 121면.

299) 하성규 외 16인 공저,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영사, 2017, 279면; 김규완, “표준관리규

약의 제정과 그 주요내용-집합건물법에 기한 법무부 표준 ‘표준규약’의 제정에 관한 보고서-”, 「비교사

법」, 제20권 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602면에서는 규약을 “구분소유자간의 협의에 의한 규칙”으로

보고 있다(박경량,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그 규약의 해당여부 판단기준”, 「저스티스」, 제30권 제2호,

한국법학원, 1997, 223면에서는 “규약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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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주체인 관리단과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관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그 의의가

있다.300) 민법은 합리적이고 추상적인 자신행위에 대한 성실하고 주의 깊은 요구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원칙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선관주의의무라고 부른다.

5. 의사결정 방법으로서의 규약

규약이란 구분소유관계에 있어서의 단체적 구속을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의사결

정(합의형성) 방법의 하나이다.301) 왜냐하면, 일단 규약이 결정되면 구분소유자 단

체는 그 규약을 따라야 하며, 규약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떠한 단체든지 각각 준수해야 할 규율을 스스로 정해야 하는

데, 그 내용은 건물․대지․부속시설과 전유부분의 관리 및 사용의 조정에 관한 구

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이다(집합건물법 제8조). 즉 규약이란 관리조합이 자주적

으로 정하는 규칙(rule)인 것이다.302) 이처럼, 구분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

규약’이 필요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 제정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주택법 제44

조). 또한, 관리단의 사무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

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집합건물법 제 31조).303) 이러한 규약에

대하여 일본의 개정된 구분소유법에 의하면,304) 무엇보다도, 규약 및 집회의 결의

자의 합의를 기초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고 한다).

300) 집합건물법상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은 이 법 제28조 제1, 2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들

의 자치권으로 제정되는 임의규정이고, 그 효력은 당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당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공동관리를 위한 관리주체와 구분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301) 우리나라의 경우, 규약 및 집회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제28조-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구분소유

자 전원의 집회결의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 제14조․제15조․제1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302)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일본의 경우는 관리조합을 법인화할수 있는데, 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면도 잇을

것이다. 하지만, 법인의 정관은 그 작성을 ‘설립행위’로 본다는 점에서, 단순한 관리조합의 자주적 규칙

인 ‘규약’과는 구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03)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각 시․도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준

칙을 정한 후, 그 준칙을 참고하여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정하게 하고 있다(한삼인․강용암, “구분소유자

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 제15집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09. 8, 334

면).

304) 1962년 구분소유법에 의하면, 규약 및 집회 결의 등의 관리제도는 임의적인 것이었다. 즉, 이러한 제도

는 구분소유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다. 또한 규약을 설정․변경하거나, 규약으로 사용 방법과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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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관리제도는 구분소유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관리단(관

리조합)이 반드시 존재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자의 당연 구성원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구분소유법 제3조)305) 구분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집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상설화 하였다.306) 결국, 규약은 다양한 내용을 규율하

는 것이며, 이러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는 구분소유자에 의한 사적 자치의 무대라

고 볼 수 있다.307)

6. 관리규약과 상가업종제한 

1) 업종제한의 의의

신축상가를 분양하는 분양자는 그 분양계약에 수분양자의 업종제한 약정을 포함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업종의 독점적 지위를 보

장하여 줌으로써 분양가를 높게 받기 위한 방법이다. 이러한 업종제한 약정은 그

후 상가의 관리단의 관리규약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08)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구분소유법 제23조),

305) 집합건물법 제 23조 제 1항.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에서도, “집합건물법 제23조

제 1항에서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

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구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단

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

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가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 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

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306) 즉 규약의 규제 대상을 유지하면서 본래대로 규약을 집회 다수결의 대상에 편입시키며, 전원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합리를 제거한 것이다(濱崎恭生, 「建物區分所有法の改訂」, 法曹會, 1989,

283頁).

307) 또한 공유 법리와 단체 법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용부분의 사용 방법 및 관리는 ‘공유의 법리’와

동일하다고 보고 있으며,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권과 공용부분에 대한 공

유 지분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원적 구성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단체적 구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졌다(吉田徹, “建物の區分所有等に關する法律の―に部改正について”,「法律のひろば」, 第56券 第5號,

ざょうせい,2003. 5, 37頁; 신봉근,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일본의 논의” 「인권과정의」, 제425

호, 대한변호사협회, 2012. 5, 28면).

308) 김 신, “상가의 업종제한위반행위에 대한 단전조치의 효력”, 「판례연구」, 제16집, 부산판례연구회,

2005. 2, 184면; 신용석, “업종이 지정된 상가 내 점포를 분양받아 기존 업종을 영업하는 수분양자나 구

분소유자가 다른 수분양자 등에게 한 동종업종에 대한 승낙의 법적 성질 그 효력 범위”, 「대법원판례

해설」, 제51호(2004 하반기), 법원도서관, 2005. 6,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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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업종제한규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공서

양속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분양계약이나 수분양자들 상호간의

약정 또는 관리단 규약 등 자치 법규에 의한 업종의 제한은 단지 내 주민의 편의

를 도모하고 상가 내 점포를 분양받아 영업하는 상인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며

상가의 원활 한 기능을 유지한다는 당초의 합리인 목적을 상인들이 상가의 점포에

입점한 후에도 계속하여 달성하기 한 것으로, 분양 당시부터 각 점포에 지정된 권

장업종이 미리 공고되어 있었고, 권장업종의 인기도에 따라 점포의 분양 내정 가와

실제 분양가에 차이가 있으며, 피분양자들도 이 점을 알면서도 스스로 점포를 분양

받아 상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규약에 구속

되었다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나 공서양속위반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309)310) 집

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상가의 경우 분양계약 내용에 업종제한이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상가 내 동일 유사한 업종으로 인한 입주 상인 간 분쟁의 사전

예방과 그들의 독점적 지위 유지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여 상가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분양자의 입장에서도 분양 활성화와

분양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분양자(통상 분양회사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하에

서는 ‘분양자’라 한다)가 각 점포의 업종이나 취급 품목 등을 지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와 같은 업종제한약정은 상가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

한 업종으로 인한 입점상인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가 내에서 독점적 지

위를 확보, 유지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상가 내에 다양한 업종을 유치

함으로써 상가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분양자 입장에서도 분양 활성화 및 분

양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업종제한 약정내용은 이

후 「집합건물법」상가 관리단 규약에 그대로 포함되어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

다.311)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집합건물의 규약에서는 강행법규위반이나 구분소유자

30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36084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0557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540 판결.

310) 장호진, “상가의 업종제한과 관련된 법률상 문제”, 「재판실무연구」, 제3권, 수원지방법원, 2006. 1,

270면; 김 신, “상가의 업종제한위반행위에 대한 단전조치의 효력”, 「판례연구」, 제16집, 부산판례연구

회, 2005. 2, 185면

311) 황순교, “집합상가건물의 업종제한”, 「집합건물법학」, 제11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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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하다고 하며

단체자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2) 업종제한의 방법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으면 이에 의

하여 규약의 설정 개폐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분소유건물의 신규분양을 하면서

분양자가 규약안을 마련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분양할 때마다 매수인의 동의를

얻고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구분소유자의 합의서면이

갖추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규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관리규약 설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312)

가 있다.

업종제한의 결의는 비록 업종변경을 원하는 특정한 구분소유자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영향은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

향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영업제한에 관한 규약을 설정하기 위해서 집합건물

법 제29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업종변경을 하지 못하게 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313)

3) 업종제한의 관리규약 효력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분양계약이나 상가관리규약에 규정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 하겠다는 점에 관하여 묵시적 동의를 한 것’314)이라고 하여 이 이론에 따르고

있다고 보여 진다. 묵시적 동의 이론은 요컨대 분양계약과 상가관리규약에 의하여

업종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점포를 매수한 특정승계인이나 임차인은

312) 이우재, “집합건물인 상가의 점포분양계약 또는 관리단규약에서 점포의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 그

제한업종의 변경 절차”, 「대법원판례해설」, 제57호, 법원도서관, 2006, 17면.

313)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가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었다. 규약에서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

을 신설하더라도 그것이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36004 판결).

314)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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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업종제한의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분양계약상 업종

제한 등 관리계약이 수분양자들 사이에 있어서 직접 효력이 있다고 봄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수분양자와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스

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관리계약에 따른 수분양자들 사이의 단체적 질서에 편입될

것을 의욕한 것이고 볼 수 있다고 한다.315)

규약의 설정(제정)에 참여 한 구분소유자는 당연히 규약에 구속되고, 그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나 구분소유자로 부터 점포를 양수한 자, 수분양자의 지

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도 그 규약에 구속된다. 분양자는 업종제한에 관한 관리

규약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않지만, 미분양된 상가의 경우에는 분양자도 구분소유자

로서 업종제한의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관리규약은 약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

한 것으로 고객이 그 구체적인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

지 못한 채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업종제한 관리규약이 분양자가 일

방적으로 작성하여 이를 수분양자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이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

고, 이 경우에는 약관적 성질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관리규약을 서면에 의하여

징구함으로써 서면에 의하여 관리규약설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

에서는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

된다고 보아야 한다.316) 이러한 업종제한이 특정인이나 임차인에게 특정 업종에 대

해 독점하는 영향을 미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판례는 묵시적 동의에 의한 이

를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는 건물에서의 업종 제한 준수의

무는 긍정하지만 한 단지 내 동별 상가가 밀집하는 집합건물에서는 업종제한의 효

력 범위에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단지 내의 동별 사업시행자가 다르면 단지

의 동별 상호간의 분양계약의 차이로 상가업종제한의 준수의무는 그 효력 상에서

상의한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15) 이광범, “상가관리규약상 업종제한조항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제19집, 박영사, 1997, 108면.

316)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373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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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종변경 및 제한의 종류

상가건물의 분양자는 상가건물 내에서 지정업종이나 권장업종이라는 명칭을 사

용하여 영업업종을 제한하여 분양할 수 있다. 지정업종은 업종을 지정하고, 지정한

업종이외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다른 수분양자도 지정업종으로

분양받지 아니하는 한, 역시 이 지정업종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권장업종은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되도록 해당 업종으로 영업할 것을 권장한다는 의미로서,

지정업종 보다는 업종제한에 대한 강도가 약하지만, 거래 업계에서는 지정업종과

사실상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업종제한은 식당, 슈퍼, 병원 등 영업의 종류를 제

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당을 한식당, 양식당, 중식당 등으로 취급품목까지 구분하

고, 병원도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진료과목까지 세분할 수도 있다. 이러

한 업종제한은 상가를 분양할 당시에 각 업종을 미리 지정하여 분양 공고하고, 분

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분양자와 수분양자사이에 약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

다. 업종제한은 주거용 아파트의 상가에 있어서의 업종제한과 상가 전용건물에 있

어서의 업종제한으로 구분하여, 주거용 아파트의 상가는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이,

상가전용건물의 상가는 대규모점포는 집합건물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이, 소규모점포

는 집합건물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다317)

5) 관리규약 및 업종제한규약 효력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관리규약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 점포개설자

가 대규모점포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규약을 만들게 된다. 점포개설자가 만든 관

리규약의 내용은 그 효력에 관해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포의 분양을

위한 분양계약에서 관리규약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기도 한다. 상가건물의 관리

규약이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이 집합건물관리단이 정할 사항이라면 그러한 관리규

약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업종제한에 관한 관리규약은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318)

317)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으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18)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6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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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관리규약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집합건물법 제42조는 관리규약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도 효력이 있고, 점

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의 사용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규약의 효력이 특별승계인에

도 미치는 근거는 집합건물 공동체 내부의 관리와 공동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

치법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등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법령과 함께 집합건물 내부의 관리와 공동체질서와 관련한 분쟁해

결의 규범적 근거인 법원(法源)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분쟁대상이

되는 사안 중 하나가 연체관리비가 매수인이나 경락인 등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

다는 관리규약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판례319)는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는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을 들어 특별승계인에게 체납

관리비가 승계된다는 관리규약이 무효이고, 이러한 규정은 사적자치의 원리에도 어

긋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은 합의의 효력을 당사자

와 그 포괄승계인에 미친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인한 것일 뿐이다.320)

집합건물법은 민법의 부속법의 성질을 갖는 법이므로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

란 집합건물법에서 구분소유권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용․수익․처분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 집합건물의 관리, 집합건물의 재건축․복구를 규정하고, 관리규약에 의한 사

적자치를 구분소유권자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관리규약이란 구분

소유자간의 협의에 의한 규칙으로서 집합건물의 유지 보전 및 그 사용을 위한

사항을 구분소유자의 자치권에 의하여 제정한 규범을 의미한다.321) 관리규약의 법

률적 성질은 계약설과 자치규범설로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계약설은 전원일치제

에 근거한 것이고 자치규범설은 다수결주의를 취하는데 근거한다. 우리의 집합건물

법은 다수결주의 취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은 자치규범설을 취하고 있다(집합건물

319)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판결의 다수의견.

320)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판결 중 별개의견.

321) 박종두,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1, 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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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 집단적 거주의 형태로써 주거, 상업시설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여러 다수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형태의 집합건물 특성상 여러 사용상의

사회적 갈등 문제의 소지 크다. 실제 이용간의 갈등과 대립 등의 관리에서 발생하

는 문제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구분소유권의 관련 규정을 통해서 공동체 질

서와 규약의 결의를 행사하고 분담을 준수해야한다.

결의권은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에 대한 결의322), 관리단 집회결의323), 재건축의

결의324)를 들 수 있는 바, 결의는 모두 다수결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결의권의

행사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결의권 행사의 경우 우선은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 비로써 추가

적으로 점유자의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결의권행사에서 소유

자의 관리단 분쟁의 무관심한 경우 점유자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고 지지하는 결

의행사로 상대적으로 분쟁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2. 등록된 관리규약의 효력

규약의 효력에 대한 근거규약의 효력근거는 법이고 법에 따라 제정된 규약은 관

리단의 구성원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속하게 된다. 그리고 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관리단이 규

약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사항까지

규약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규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보

아야할 것으로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데, 이러

322) 집합건물법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

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23) 집합건물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

할 수 있다. 제41조(서면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

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

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24) 집합건물법 제47조(집합건물 결의)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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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구

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

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

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할 것이다.325) 또한 관리규약제정을 위해 관리단의 집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기보다는, 전체 구분소유자가 서면 상으로 동의해도 규약설

정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규약의 효력범위

관리규약은 구분소유자들이 만든 규범으로 당연히 그 효력은 구분소유자에 대하

여는 물론이고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326) 그러므로 비록 구분소

유자 전원이 찬성하지 않아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된 관리규약은 모든 구분

소유자 및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동법 제42조 제1항). 또한 주택법

제44조 제3항에도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도 효력이 있다고 한다.

규약의 설정범위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

자 상호간의 사항 중 집합건물법에 따른 표준관리규약의 준칙 사항이어야 한다.327)

이와 같이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을 관리함에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관리단의 성립

과 동시에 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집합건물의 관리함에 있어

사용자등의 권리 및 의무는 구분소유권자의 기본적 권리에 기초하여 존재하는 것

이고, 이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에 의해서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동법 부칙 제6조에서 “집합건물의 관리방법과 기준

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

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여 그 충돌하

는 부분의 우선적용의 여부를 불문하고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주

택법에 위임하고 있다.328) 이러한 관리규약의 효력범위에 대하여 판례의 태도를 살

325)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326) 박종두․박세창,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1, 350면.

327) 홍용석, “한국의 집합건물관리법체계와 문제점”, 「집합건물법학」, 제10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2.

12,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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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

당성을 잃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하다.329)는 견해를 꾸준히 밝히고 있고, 또한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관리단 규약도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단체내부의 규정330)이라고 볼 수 있다

4. 소  결

분양건물의 업종제한은 계약법상 분양자와 피분양자의 당사자 간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분양 시에 분양업자는 규약사안에 내용으로 업종제한의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대부분 분양의 범위를 넓히고 영업상의 이점을 활용하

는 부분도 있지만 피분양자 입장에서는 당사자로써 지위를 침해받는 부분도 감지

할 수 있다. 분양 계약 시 피분양자로부터 동의 받은 서면 결의서는 추후 당연설립

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관리규약의 근거로서 각각의 점유자 및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업종제한이 집합건물법상 단지관계에 있는 동

일지역 동일 건물 안에서 얼마나 차별적 준수 없이 동일하게 효력이 미칠 수 있는

가는 문제될 소지가 있다. 대부분 상가건물이 입주되면서 업종제한이 규약상으로

업무준수 지침이 마련되어져 있지만 구분소유관계에서의 어느 한쪽의 준수 위반은

곧바로 다른 한쪽의 피해로 영업상 지위를 침해당하는 것이다. 영업적 침해를 가한

자를 상대로 제재를 가했을 때 과연 그 제재의 근거는 정당한 것인가라는 문제와

그 근거가 규약에 대한 효력범위라면 그 근거범위는 집합건물의 공동의 이익에 어

긋나는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건물관리단의 자치적인 의사결정에 따를 것이다.

328)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91 판결.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 시행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

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바로 피분양

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되는데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등 공사의 잘못은 이미 그 때에 모

두 발생되어 있어 그 당시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책임 등을

묻는 것이 신뢰보호나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므로, 개정 집합건물법부칙 제6조 시행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

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 할 것”이라 한다.

329)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78980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330)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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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집합건물 관리의 대상

제1절 집합건물 관리의 개념

민법상 관리의 개념은 보존행위․이용행위 및 개량행위로써 넓게 이해하고 있다

(민법 제265조).331) 여기에서 “보존행위”란 물건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

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및 법률적 행위를 말하며, “이용행위”는 재산으로

부터 수익하는 행위로 목적물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하

는 관리행위를 하는 것이며, “개량행위”는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관리행위로서

집합건물의 장식 등을 통하여 재산가치의 증식을 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

다.

이와 같은 민법상 개념에 따르게 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보존행위에 대해서

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개량행위나 이용행위의 경우에는 목적물이나 권리

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건축법상 관리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

를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진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건축물의 소유

자 등이 건축법 제30조(대지의 안전 등) 내지 제3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3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내지 제4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43조(건축물

의 내부마감재료), 제44조(지하층), 제46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

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내지 제50조(대지안의 공지)․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55조(건축설비기준 등)․제

57조(승강기)․제59조(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제59조의 2(관계전

문기술자)․제59조의 3(기술적 기준) 및 제6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등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의 관리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331) 이영준, 「물권편」, 박영사, 2004, 552-5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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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

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공용부분의 관리를 규

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

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라고 하여 관리단의 당연 설립을 규정한

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나아가 제6절

제43조 내지 제46조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한다.332)

이와 같이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대상으로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는 물론이고, 구분소유간의 인적 관리를 규정한다.333) 집합건물법상 관리의 범

위는 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그리고 대지의 물적 관리와 구분소유자간의 인

적 관리를 포함한다.

주택법에 의한 관리대상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다. 그러나 주택법에 공동주택

관리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주택법 시행령에 모법

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공동주택관리의 적용범위를 원칙적으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안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제외

된다.334)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공

동주택도 건축 허가에 의해 건축되는 한 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일부 규정만이 적용될 뿐이다.335) 이렇게 된 것은 주

택법이 주택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주택 일반에 적용되는 것은 주

거실태조사, 최저주거기준, 주택종합계획 등의 정책적인 목표에 한정되고 일정 세

대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336) 주상복합건축물이나 오피스텔 등

332) 이영수, “집합건물의 관리법제 및 그 개선방안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6면.

333) 박종두․박세창,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1, 254면.

334) 단,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는 경우는 주택법 적용.

335) 김종보,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국회사무처법제실, 2006, 5-6면.

336) 김종보,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국회사무처법제실, 2006, 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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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상의 규

정이 유일한 관리의 준거가 된다.337)

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자의 단체인 관리조합이 행하는 것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338) 그러나 실제로는 전원으로 행한다는 것은 곤란

한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구분소유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실제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분소유법에서는 관리자제도가 규정되어

있다.339) 관리자제도는 법률에 의해 특별하게 인정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관리자는 구분소유권, 공유지분권을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분

소유법상의 관리자는 관리단의 대표자가 아니라 구분소유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

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자로 이해되며,340) 위임계약을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단체법리를 도입하여 구분소유자 의사의 불일치

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특정승계인에게도 위임계약의 효력이 미치도

록 하기 위해서 관리자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341)

제2절 건물의 전유부분

Ⅰ. 전유부분의 의의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즉 전유

부분은 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

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이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

는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전유부분은 현재 구분소유권의

337) 김종보,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국회사무처법제실, 2006, 72-73면 참조.

338)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의 관리인과 같이 관리단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프랑스법 에서는 syndic,

독일법에서는 Verwalter, 일본법에서는 관리자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관리회사의 직원이거나 위탁관리업

체의 직원을 주로 관리인이라고 한다(丸山英氣, 「区分所有法」, 大成出版社, 2007, 153頁; 김영두, “집합

건물 관리단의 기관”, 「민사법학」, 제64호, 한국민사법학회, 2013. 9, 150면 재인용).

339) 관리자는 총회(집회)의 결의에 따라서 관리단의 업무를 수행한다(일본 구분소유법 제26조 제1항 참조).

340) 丸山英氣, 丸山英氣, 「区分所有法」, 大成出版社, 2007, 152頁.

341) 丸山英氣, 「区分所有法」, 大成出版社, 2007, 152頁; 실무상, 많은 경우 관리조합의 이사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으나, 관리조합과 관리회사가 관리자로 된 경우도 있다(稱本洋之助․鎌野邦樹, 「コンメンタ-ル

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日本評論社, 2004, 13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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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말한다.342)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제2항은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

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고 하여 전유부분을 관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물의 용도별 특성상 상가용

집합건물은 건물 골격을 기둥으로 구성하고 구분방법을 조립식 벽체나 표시로 하

여 언제든지 전유부분의 분할 및 합체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전유부분과 공

용부분의 구별이 일반 집합건물에서와 같이 엄격 하지 않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은 동법이나 규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전유부분도 관리의 대상물

이 된다.343) 전유부분의 관리는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며 전유부분의 일정한 용도

이외에 구분소유자는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파손이나, 증축, 개축 등의 행위는

아니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실제 집합건물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간의 소송까

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전유부분에는 반드시 주된 건물부분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부분

이외에도 건물의 부속물 및 부속건물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전기․가스․상하수

도․배관설비 등의 부속물은 건물에 부합하여 건물의 구성부분을 이루고 건물과

일체되고 있어 이러한 건물의 부속물이 전유부분에 포함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

다.344)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

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일부의

판례는 전유부분이라는 표현 대신에 전용부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345)

전유부분의 면적과 유사한 용어로 전용면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전용면적이라

는 용어는 주택법상의 용어이다(주택법 제2조 제3호).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전용면

342) 강혁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법학논총」, 제19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212면.

343) 이영수, “집합건물의 관리법제 및 그 개선방안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3면.

344) 강혁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법학논총」, 제19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213면.

345) 대법원 1976.4.27 선고 74다1244 판결; 대법원 1977.5.24 선고 76다464 판결; 대법원 1980. 9. 9 선고, 79

다1131 79다1132 판결;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127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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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나 전유부분의 면적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346)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물권은 단순히 선의 경계나 파티션 등의 설치가 아닌 입점하는 호별 경계면이 구

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인정가능하다.

Ⅱ.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 

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이냐 또는 공용부분이냐의 문제는 구분행위자(건물

소유자)의 구분의사가 외부로 표시되는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

는 시점이다. 1동의 건물은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성되고, 공용부

분의 면적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로 공유지분이 배분되므로, 전유부분이 먼저 고려

되어야 한다.347)

건물부속물이 전유부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공용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전유부분 상 내부에 있으며 그 전유부분의 이용을 위해서 설

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다. 배수관의 귀속에 대해서 구분소유

자 아래층의 천정부위를 관통하는 배수관으로부터의 발생 누수사고에 대해 아래층

의 구분소유자로부터 동배수관에 대한 수리비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청구

로 관리조합 등에 대해 동배수관은 구분소유자 전원 공용부분임을 확인하고 동수

리비용의 구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 과연 동배수관이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있다.348) 세대내

부의 마감으로 구분되어진 벽체나 내용물은 전유부분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단지 벽체 외부의 구획된 도장 설비등 공동의 배선, 배관 등은 공용부분의

공동사용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전유부분이 결정되면 나머지가 공용부분이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이

며, 공유지분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349)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된다. 전유부분과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성립시점에 확정

346) 김영두, 「집합건물법연구」, 진원사, 2008, 25면.

347) 유어녕, 「집합건물법의 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타, 2011, 55면．

348) 日本最高裁判所 平成 12年 3月 21日 判決.

349) 규약에 갈음하는 공정증서로 공용부분의 지분을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 다른 배분비율을 정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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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그 이후에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대법원 99다1345 판

결)이다.350) 이에 대하여 건물의 완공 후 건물의 수선이나 개축 등으로 건물의 구

조가 적법하게 개조되고 그 개조된 부분이 전유 또는 공용부분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경우에는 그 성립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부당하다는 견해351)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이른바,

구분건물의 재구분의 경우로써 이와 같은 재구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사실행위로

서의 재구분과 법률행위로서의 재구분행위로 나눠지는데, 법률행위로서의 재구분절

차를 규정한 것이 집합건물법 제57조의 규정352)이고, 위 대법원판결은 "집합건물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이라고 전제하면서 전제내용

에 집합건물법 제57조를 포함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57조는 건축물대장의 변경등

록에 관한 규정으로써 구분건물의 재 구분행위로 인한 건축물대장의 변경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재 구분행위를 위 대법원판결을 내용에 대입

하여 보면, 「구분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

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재 구분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

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변경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라고 풀

이할 수 있고, 또한 재구분건물에 대한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

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고 풀이할 수 있

는 것이다. 재구분된 건물부분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눠지며, 재구분으로

인하여 다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

용부분인지에 관한 구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이다. 1동의 건물은 집합건물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에 따

350)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집합건물법 제53조, 체54조, 제56조, 체57조의 규정에 비추

어 보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

적으로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

칠 수 없다.」

351) 박종두․박세창,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1. 43면．

352)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①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자는 1개

월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사항과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

의 변경등륵은 전유부분 소유자 중 1인 또는 여럿이 제1항의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

2항의 신청서에는 변경된 사항과 1동의 건물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사항을 적고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건물의 소재지, 구조, 면적이 변경되거나 부속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건물도면

또는 각 층의 평면도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구분점포는 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

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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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나뉘게 되며, 이와 같이 1동의 건물에서 구분등기 공시

된 전유부분이 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이 없다는 이

유로 무효로 되는 경우 외에는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점에 구분된 전유부분이 공용

부분으로 된다거나,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되는 경우는 없다.353)

그렇다면 결국은 건물의 부속물에 대한 어느 부속물이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

인가의 문제 그리고 어느 부속물들이 어디에서부터 전유화 되고 또는 공용화 되는

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를 일원화․일률적으로는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며 건물

의 구조 및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관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전유

부분과 내지 공용부분의 해당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354)

Ⅲ. 전유부분의 범위

전유부분의 범위결정은 곧 공용부분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집합건물

법 제2조 제4호는 공용부분을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

는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과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공정증서)공용부분은 모두 공용부분이다. 규약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부속

의 건물에 대하여 규약을 정하여 공용부분으로 한 것이므로, 규약공용부분은 외형

상 독립의 건물로 비춰질 수 있어, 자칫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은 규약(공정증서)공용부분에 대하여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제4항). 전유부분은 공용부분의 지분권(법 제12조)

및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법 제21조 제1항),

의결권산정의 기준(법 제37조 제1항), 관리비용등의 부담(법 제17조, 법 제19조)

조세부과대상이 되는 전유면적의 판단355)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전유부분의 범위결

정은 집합건물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유부분의 경계의 문제는 첫째,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전유부분)이 성립 한 후, 그 전유부분의

353) 유어녕, 「집합건물법의 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타, 2011, 56면.

354) 강혁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법학논총」, 제19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213면．

355) 서울행정법원 2009. 7. 23. 선고 2007구단8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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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다른 전유부분의 공간과의 사이에 사실상 구분의 재료로 사용된 콘크리트

등의 경계벽, 천정 슬라브, 바닥 슬라브의 어디까지가 전유부분인가의 문제, 둘째,

전유부분의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물(내력벽이나, 기둥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

분인지의 문제, 셋째, 건물의 부속물은 전유부분인가 공용부분인가의 문제, 넷째,

전유부분의 면적의 산출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포함한다.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나 위치 등을 기준으로 전체공용부분과 일부분적인 공용부분으로 제공 되어지

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진다고 본다. 이와 같이 전유부분의 부속물을 한정지으

며 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용부분이라 칭할 수 있다.

제3절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전유부분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지녀야 하는 것에 비교하여 공용부분

은 주로 구분소유권이 목적 즉 전유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의 부분으로 정의된

다. 대법원은 공용부분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안에 대해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

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

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 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 면도 외

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356)고 하여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

성의 의거하여 공용부분의 해당여부의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하고 있

다.357)

집합물의 관리는 공용부분의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358) 건물의 공용부분이란 건

물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통로, 계단, 승강기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간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존재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공용부분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356)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2272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0380 판결.

357) 강혁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법학논총」, 제19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215면.

358) 박종두․박세창,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1, 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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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분소유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책임과 의무이다.359) 또한, 전원 내지는 일

부의 공용으로 제공 되어지는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공용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과 규약상 공용부분 그리고 일부공용부분으

로 분류된다. 구조상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을 통하는 통로,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

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을 말하며(집합건물법 제3

조 제1항), 전유부분을 이용하기 위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

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건물부분을 말하고,360) 규약상 공용부분이란 규정된 건

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을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정하고 등기를 하므로 공용부분

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제2항). 또한, 일부공용부분은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륵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으로 그들 구분소유

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을 말한다(동법 제10조 제1항).361) 구분소유자의 공유가

합리적인 공유가 전제 되어야하며 최소한의 관리단의 집회를 거쳐 규정되어진 공

용부분이 그 용도와 사용간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구분소유에서 공유로 추정되는 공용부분의 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그것만

을 처분대상으로 할 수 없고 전유부분이 처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

라 같이 처분대상이 되고 전유부분이 이전되면, 공용부분의 지분은 그와 불가분적

관계에서 그에 수반하여 당연히 이전된다.362) 또한,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관리대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

자간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라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

정되어야 하고363) 공부에 등록된 공용부분은 건물등기부상 표제부에 공용부분의 개

괄적 현황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별도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보존등기는 없고 만약 등기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인무효

359) 그러나 공용부분 모두가 구분소유자 전원의 관리책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된 공용부분은 그

사용자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용부분이면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공용부분도 존재한다. 예컨대, 집합건물 내의 대피시설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방공호라 하여

건물 내 지하에 존재하였지만 지금은 주민대피시설이나 공동시설로 존재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등록

되거나 등기부에 등제 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360) 유어녕, 「집합건물법의 이론과 실무 : 재판실무자료」, 법률정보센타, 2011, 90면.

361) 이영수, “집합건물의 관리법제 및 그 개선방안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4면.

36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2660 판결.

363)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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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기에 불과하다.364) 그러므로 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

으므로365) 당연희 건물 관리 및 유지보수의 대상이 되며 그 기능에 맞게 적법하게

사용 되어져야한다. 자연스럽게 공용부분의 사용 빈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대

가성의 운영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각각의 소유자나 사용자의

관리비용으로 발생되어지므로 이러한 기회비용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관리비절

감과 운영상의 이익으로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건물의 옥상과 옥탑의 안전이나 외관상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지붕․지주․

외벽․내력벽이나 기둥․기초․공작물 등은 건축물의 기본적인 구성부분으로서 공

용부분에 당연 속한다. 그리고 건축물의 부분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이외에 로비․출입구․엘리베이터․옥상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

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은 될 수가 없으며 이

들은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유부분 외의 건물 부분을 의미한다. 그 해당

여부의 관점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형상의 위치 배관이나 배선 등의 상황을 객관적 의사로 보아 그 구조상

으로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 되어지는 것으로 설계된 건물부분이라고 보아지는

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된다.366)

Ⅰ. 공용부분의 형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나머지 부분이며, 건물의 부속

물이나 부속 건물을 의미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공용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그 일부 공용에 제공되어야 한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1항 참

조). 공용부분은 법적으로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이다(민법 제215조, 집합건물법 제10

조 제1항). 그러나 공유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공유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

되지 않는다.367)

364)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2780 판결.

36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3809 판결.

366) 장병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발생에 관한 규약의 성격”, 「동아법학」, 제4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0, 457-483면.

367) 공용부분의 공유관계도 일반의 공유관계와는 다른 공동생활의 원만한 관계는 오히려 공동의 목적에

의한 합수적 공용관계에 가까운 법률적 성질을 띤다고 봄이 정당한 표현일는지 모른다(김정현, “집합주

택(아파트)의 소유․관리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제12권 1호, 한국법학원, 1974. 12,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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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유의 경우에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

청구권은 공유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한다.368) 따라서 공유자들은 분할청구의 금

지를 약정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5년을 넘길 수 없으며 갱신하더라도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민법 제268조 제2항). 그러나 공용부분에 대해서 구분소유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68조 제3항). 구분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분할이 가능하

다는 견해도 있다.369) 그러나 분할이 가능하더라도 규약상 공용부분에 한정하여 분

할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분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계단, 복도, 현관, 배관시설과 같은 구조상

공용부분(법정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분할할 수 없다고 보아

야 하며 민법상 공유의 경우에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임의로 처

분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그러나 공용부분의 경우에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집합건물법 체13조). 각 공유자

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 가지지만 이러한 공유부분은 지분의 비율

보다는 용도의 따른 비율이 적용되고 그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민법상 공유부분은 공유물을 관리하는 비용에 관한 공유지분 양수인이 관리책임

을 지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집합건물에 있어서는 공용부분을 효과적으로 관

리하기 위해서 공용부분의 관리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

다.370)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

해서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비록 구분소유권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에 대해서 공

용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8조).371)

368) 김상용, 「물권법」, 법원사, 2000, 432면; 김정현, “집합주택(아파트)의 소유․관리에 관한 고찰”, 「저

스티스」, 제12권 1호, 한국법학원, 1974. 12, 50면.

369) 김상용, 「물권법」, 법원사, 2000, 345면; 박준서 편, 이상태, 「주석민법(물권법 1)」, 한국사법행정학

회, 2001, 536면.

370) 손지열․김황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법 해설」, 재단법인 법령편찬보

급회, 1985, 27면.

371) 그러나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만을 구분소유자의 양수인에 대해서 행사 할 수 있을 뿐이며,

전유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채권(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이나 관리비의 연체료 채원 등은 구분소유권의

양수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2004 다3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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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용부분의 결정

집합건물이 완성되면, 대지를 제외한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는 필연성이며 확정성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동법은 집합건

물에 대해 건물부분, 건물의 부속물, 부속건물의 3개로 구별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들의 각각에 대해 다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별하고 있다.372)

집합건물법 제2조 집합건물을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으로 분할하고 그 중의 ‘전유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 건물부분으로 정의하면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

적인 전유부분 외의 건물의 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관리규약 등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되어 진 부속의 건물로 정의하고 있다. ‘집합건

물 공용부분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

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관리단이 당연

히 설립된다)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민법상 공유물의 변경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집합건

물법 제15조 제1항) 이러한 변경이 특정한 구분소유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

용된다면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용부분은 구조상공용부분과 규약공용부분으로 구분된다. 구조상 공용부분은 건

물의 특정 부분이 전체 구분소유자의 이용을 전제로 하는 공용부분을 말한다. 즉

구조적으로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될 수밖에 없는 건물부분을 구조상 공용부

분373) 또는 법정 공용부분374)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건물의 엘리베이터, 계단, 외

벽, 옥상, 가스관, 수도관, 소방시설 등이 구조상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공용부분인

부속물의 경우에는 그것이 전유부분 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공용부분으로 인정된

다.375)

공용부분에 관해 보면 건물부분 중에 공용부분에 대해서, 주동부분의 공용부분은

공동주택 건물 중 전용부분 이외의 것으로서 집합건물법 제3조에 합당하는 조건을

372) 稱本洋之助․鎌野邦樹, 「コンメンタ-ル 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日本評論社, 2004, 20頁.

373) 윤현정, “집합건물 소유․관리의 법적 고찰”, 「주택」, 제55호, 대한주택공사, 1994. 11, 231-232면.

374)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 327면.

375) 손지열․김황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법 해설」, 재단법인 법령편찬보

급회, 198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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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춘 ① 주요 구조부로서 기둥, 벽, 보, 바닥, 지붕, 주 계단 있고, ② 기타 전용부

분에 속하지 않는 승강기, 현관홀, 외벽, 기초, 옥상, 기계실 등이 있다. 이러한 부

분을 ‘법률상으로 당연 공용부분’이라 칭한다. 

전유부분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지녀야 하는 것에 비교하여, 공용부분

은 주로 구분소유권이 목적, 즉 전유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의 부분으로 정의된

다(법 제2조 제4호). 대법원은 공용부분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안에 대해, “집합건

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

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

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

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

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

벽의 바깥쪽 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376)고 하여, 역

시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에 의거하여 공용부분의 해당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부분의 

이 외에도, 규약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3조). 이른바

규약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의2호 등에 따라,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

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데, 집합건

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이를 갈음할 수 있다.377) 공용부분의 변경에 있

어서 구분소유자의 집회의 결의나 서면으로 합의하는 양식의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어느 특정인의 의사결정으로 요건사항의 절차들이 생략되고 계약이 진행되어진다

면 이는 결국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규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376)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377) 김재환, “건축과 법률이야기-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2014. 12., 7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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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정공용부분과 규약공용부분

1. 법정공용부분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옥상과 옥탑,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기둥, 내력벽이나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건물의

기본적 구성부분으로 법정공용부분에 속한다.378) 그리고 건물의 부분 중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계단, 복도 이외에 출입구, 로비, 엘리베이터, 옥상 등은 구조

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이들은 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에 해당한다. 그 해당여부의 판단은 그것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 위치, 배관이나 배선의 상황 등 객관적

상황으로 보아 그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될 것으로 설계되어진 건물부

분이라고 보아지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된다.379)

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외의 건물부분, 전유부

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

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그 판단시점은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

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

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구분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

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법정공용부

분).380) 공용부분의 사용 중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관리책임이 있는 구분소

유자 또는 관리단에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378) 대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

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

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위하여 필요한 부분

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379)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3151 판결; 대판 1989. 10. 27. 선고 89다카1497 판결;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이 사건에서와 같은 일층 현관, 수위실, 화장실 등 구조

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권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80)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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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현관은 필연적으로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관은 당연히 공용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건물의 특정한 부분이 본질

적으로 모든 구분소유자의 이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이러한 공용부분은 구조적

으로 공용부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법정공용부분, 또는 구조상 공용부분381)이

라고 부른다. 건물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펌프실, 물 탱크실, 등도 여기에 해당

한다.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물부분은 아니지만 외벽,382) 옥상, 지붕

과 같이 건물에 필수적인 건물부분도 법정공용부분에 해당하며 건물의 부속물도

모든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거나 건물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법정공용부분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가스관, 수도관, 냉온난방장치, 소방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

다. 그러나 이러한 부속물이 부분적으로 전유부분 내에 위치하고, 다른 구분소유자

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될 것이다.383) 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건물의 부속물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은 부속물을 의미한다. 건물

에 부합된 부속물은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별도 취급되지 않으며 “전

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에 포함된다. 비록 구조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구분소

유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세면장, 보일러실, 발전실 등도 법정공용부분에

포함되는가? 법정공용부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384) 세탁실, 린넨실, 하역장, 창

고 등은 하나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정공용부분이 될 수 없

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385)

2. 규약공용부분 

규약상 공용부분이란 “한동의 건물 중 원래 구분소유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건

물부분관리실 집회실과 부속의 건물, 공동창고, 차고, 노인정 등을 규약에 의해 공

용부분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1동의 건물과는 별도로 ‘공용부분이라

381) 윤현정, “집합건물 소유․관리의 법적 고찰”, 「주택」, 제55호, 대한주택공사, 1994. 11, 231-232면.

38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 판결.

383) 손지열․김황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법 해설」, 재단법인 법령편찬보

급회, 1985, 18면.

384) 손지열․김황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법 해설」, 재단법인 법령편찬보

급회, 1985, 19면.

385) 이홍권, “건물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몇가지 문제”, 「사법행정」, 제380호, 한국사법행정학

회, 1992. 8,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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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386) 이러한 규약상 공용부분에 대한 등기는 보통의

등기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등기를 한다. 표제부에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하

고 甲구․乙구 용지를 두지 아니한다. 규약상 공용부분에 구분소유자의 지분은 그

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가 필요하지 아니하다.(집합건물법 제3조)387)

집합건물법상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단

서), 또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과 부속건물도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388) 나아가서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

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집합건물법 제28조제2항).389)

집합건물의 일부가 구조상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전유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건물부분을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분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이 될 수 있는 건물부분을

창고나 집회장소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그러하다. 전유부분으로 될 수 있는

건물부분이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분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공용부분을 “규

약공용부분”이라고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공정증서에 의해서 구조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만들 수 있다. 비록 집합건물의 일부는 아니지만,

부속건물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규약에 의

해서 공용부분으로 만들 수 있다. 규약공용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유부분으

로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표제부에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분이 되었음을 기재해

야 하고 甲구와 乙구의 사항란은 말소한다. 규약공용부분에 대한 등기는 표제부만

두기 때문이다.(부동산등기법 제16조의3) 또한 전유부분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도

386) 안갑준,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등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20-22면.

387) 김형식․성주한․박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관리 소유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69권, 한국부

동산학회, 2017. 5, 163면.

388)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공용을 법정공용이라 하고,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성립

된 후 전유부분 등을 공용부분으로 하기로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 이를 규약공용이라 한다.

389) 사동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권리 관계”,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5. 2, 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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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재되지만, 규약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대지권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다. 그

러나 이미 대지권이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규약상 공

용부분은 규약의 폐지에 의해서 다시 전유부분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약

공용부분은 다시 이를 전유부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390) 표제부에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12조의 제3항 후단). 규약상 등기는 새로운 규약으로 규약공용부

분을 등기하려는 것은 변동등기에 해당한다.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규약폐지의 결의서,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규

약공용부분에서 전유부분으로 변경된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甲구란에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2조의3 제3항 전단).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는 구

분소유자 전원으로부터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지만, 절차의 간략

화를 위해서 보존등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391)

3. 규약상 공용부분의 발생원인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과 부속건물도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고,392)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의 결정은 전체관리단 집회에서는 결

정하지 않는다.

규약공용부분의 발생원인으로는 ① 공정증서로 인한 발생, ② 구분소유권자의 집

회 결의로 인한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공정증서로 인한 발생은 건물 신축 

등에 의하여 건물의 원시적으로 그 전유부분의 전부를 소유하는 이가 전유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이들 사항을 확정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한명인 경우에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소

유자가 구분건물관리를 위해 관리규약을 먼저 설정하고 공정을 우선 거치는 것이

며, 이러한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분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전원으로 건물과 그 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목적을 위한 단체를 구

성하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구분소유권

390)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3151 판결.

391) 신언숙, 「집합건물의 등기」, 육법사, 1998, 134면.

392)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공용을 법정공용이라 하고,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성

립된 후 전유부분 등을 공용부분으로 하기로 규약으로 정한 경우에 이를 규약공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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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집회의 관리규약에 따라 새로운 공용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과 관련된 규약은 소유자 집회의 특별결의(동법 제29

조), 구분소유자 의결의 각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동법 제41조)를 통

하여 성원․개폐된다는 규정에 따라 공용부분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공동주택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기존의 전유부분이었던 특정 공간 하나를 관리사무실외

또는 집회실로 사용하거나 부속건물을 노인정, 공동창고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결의로써 공용부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유부분으로 통하

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지만 (동법제3조 1항), 전유부분인 집합건

물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건물부분과 그 부속 건물의 경우도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

분으로 정할 수 있다. 이를 집합건물의 경우에 특수한 규약에 의한 공용부분발생의

대한 유형이 되는 것이다.393) 부속시설이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규약상공용부분이

면 그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5조에서 17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Ⅳ. 일부공용부분과 전체공용부분

1. 일부공용부분

일부공용부분이란 그들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

용부분으로써 공유에 속하는 건물부분을 말하며(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단서),

그 예로는 상업용 집합건물의 경우에 있어서 최상층복도를 당해 층의 구분소유자

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건물 구조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어 그들만의

공용에 제공하는 것이 합당한 경우를 들 수 있다.394) 특정이나 위층의 주거부분만

을 통하는 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을 말한다. 이러한 일부 공용부분은 실질적으

로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공유적 전유부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와 변경은 이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의 결의에 의해서 결

정된다. 집합건물 전체의 공용부분의 지분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

393),장병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발생한 규약의 성격”, 「동아법학」, 제48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0, 460면.

394) 강용암, “집합건물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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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전유부분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부 공용

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전유

부분에 편입된 다(집합건물법 제12조 제2항). 등기부나 규약에 일부공용부분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되도록 전체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95)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가 아니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

되는가 여부는 현실적인 이용 상태를 보고 판단하기 보다는 잠재적인 이용가능성

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396) 각층의 공용부분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

될 수도 있고,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전체공용

부분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일부 공용부분을

공유하는 소유자는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하여 공용부분을 관리할 수가 있다.

예컨대, 주상복합 아파트의 상가 내 구분소유자들이 이에 해당하며 상가 관리단을

통해 관리업무 운영을 할 수 있다.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구분을 위한 이론은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

리고 판례는 ‘건축물대장’과 ‘객관적 용도 및 이용관계’라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일부공용부분을 판단하고 있지만 그 각각의 기준을 통해서 일부공용부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구조상 용도나 이용관계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공용부분이 어떠한 건축물대장에서는 일부공용부분으

로 기재되기도 하고, 어떤 건축물 대장에서는 전체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구조상 용도나 이용관계도 현실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경우와 잠

정적인 이용관계까지 고려하는 경우에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요소

를 결합한다면 일부공용부분 판단을 위한 기준의 불완전함이 줄어들 수 있지만 문

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 및 이용관계는

그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일부공용부분 판단을 위한 구체

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따라서 두 가지 기준을 활용하여 일부공용부분을 판

단해야 한다면 많은 경우에 건축물대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397) 또

395) 김황식,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등기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44집, 법원행정

처, 1988, 418면.

396) 김황식,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등기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44집, 법원행정

처, 1988., 418면.

397) 김영두,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의 요건과 공시”, 「집합건물법학」, 제25권, 집합건물법학회, 2018.

2, 45면．



129

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지분을

알 수 있다. 해당 공용부분의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것이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용부분이 기재되거나 일부공용부분의 전유자를 위한 부분

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다. 즉 공용부분의 면적 표기로는 일부공용부분을 확인할 수

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공용부분의 지정 또한 규약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이를 규약으로 정하지 않았다

면 특히 제10조 제1항 단서의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는 실제로 명백하지 않다. 또한 제3

조398)의 해석상 제1항에서 규정한 구조상 공용부분은 같은 조 제2, 3항에서 규정한

규약상 공용부분과는 달리 공용부분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

에399) 등기부만으로 해당 부분이 공용부분인지를 알 수도 없다.

2. 전체공용

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인가 아니면 일부공용부분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공용부

분에 대한 관리권한,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권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먼저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공유하는 일부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에 관한 사항

을 정하게 된다. 물론 일부공용부분이더라도 구분 소유자 전체의 이해에 관계가 있

는 사항이라면 전체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14

조),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제시하는 일부공용부분 판단을 위한 기준

을 구체화하기 위한 학설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

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일부공용부분이며 일부공용부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공용부분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400)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 등이 서로 함께 건축이 되면 사용관계에 따라서 여러 구분소유자

398) 제3조(공용부분)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

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

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공정증서)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

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399) 김영두, 「집합건물법연구」, 진원사, 2008, 56면에 의하면, 등기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400) 김황식,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등기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44집, 법원행정

처, 1988, 418, 4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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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간의 갈등과 대립의 요인이 되며 실제 이러한 분쟁의 발생으로 구조상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일부의 공용인지 전체의 공용인지의 법리적 문제라 생각한다.

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

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그 판단시점은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

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구분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법정공용

부분).401)402) 다만,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 내지 사용되는 토지 등이 구

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에 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4조). 이에 의하면 이론상 지표의 대지에 부합한

 시설이 있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하나 지상공간의 시설은 제외된다고 보아

야 한다.403)

공용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과 규약상 공용부분 그리고 일부공용부분으로 분류

된다. 구조상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을 통하는 통로,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

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을 말하며(집합건물법 제3조 제1

항), 전유부분을 이용하기 위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

적으로 할 수 없는 건물부분을 말하고,404) 규약상 공용부분이란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을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정하고 등기를 하므로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동법 제3조 제2항). 또한, 일부공용부분은 일부의 구분소유

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으로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

에 속하는 건물을 말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40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402) 별채인 관리사무소, 창고, 차고, 집회소 등과 같은 단지공용부분은 당연히 공용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

고 규약으로 정함에 의하여 비로소 공용부분이 된다는 견해로는 조성권, “가.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가가

치세 간이과세배제 여부 판단 시 구분소유 건물의 임대면적에 전유면적 외에 공유면적의 포함 여부 

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의 예외 인정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76호, 법원도서관, 2008. 12, 182

면 참조.

403) 사동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권리 관계”, 「홍익법학」,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6권, 제1

호, 256면.

404) 유어녕, 「집합건물법의 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타, 2011,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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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에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그밖에 구조상․성질상 공용부분이라 할 수 없는

 ‘일부의 전유부분’405)이나 부속건물406)에 대해서 규약으로써 전체공용으로 정한 경

우에는 전체공용이 될 수 있다.407) 이를 규약상 공용부분이라 한다. 규약에 따른 전

체공용 편입은 구분소유권이 성립 하는 시점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고, 관리단 또

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된 후에 가능하다. 전체공용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일부의 전유부분과 부속건물에 대해 인위적으로 규약에 의해 전체공용으

로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4항).

3. 소  결

집합건물에서 어디까지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확정은 구분소유의 성립

시점이며 집합건물의 등록기준으로 그 후에 건물 개조나 이용 상황 등은 공용인지

전용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의 전원 또는 일부의

제공되는 공용인지는 구분소유자들 간의 특단의 합의가 있어야하며 그 구조에 따

른 객관적인 용도의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408) 일부의 공용부분이 이처럼 구분소

유자의 전체가 규약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부공용부분을 공유하는 소유자만으로

결의를 통해 결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의 공용부분을 결의하기 위한 일부공용

관리단이 구성되어있지 않으면 전체 관리단에서만 결의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

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일부의

공용부분의 대한 관리단 구성은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구성의 당연 요건으로 포함

한다는 입법 취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405)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약으로써 일부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전체공

용으로 등기할 수도 있다.

406) 부속건물은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거나 전체공용으로 등기할 수 있다.

407),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채규성, “건물의 구분소유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대법원판례해설 제19

호, 1993, 268면 참조.

408) 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대법원 1989.10.27. 선고 89다카1497 판결,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92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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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공용부분의 변경

1. 공용부분 변경의 문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이나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

유임이 명백할 때에는 그들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하고 그 지분은 그가 소유하

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공용부

분 변경의 관련 문제로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는 문제와 건축물의 용도

변경 및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행위에 대한 협의 등이 있을 것이다. 공용부분의 전

유부분화의 변경은 구분소유자의 지분권에도 변동을 가져올 것이며 전체적 동의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에서는 관련 규율로 용적률

이나 건폐율 등을 들 수가 있다. 대체적으로 이는 전용부분의 변경에서 많이 비롯

되지만 이 역시도 일부의 공용부분의 변경이 포함되기에 집합건물법 제15조의 공

용부분 변경에 대한 결의와 요건을 거친 후에 집합건물의 용도변경을 하여야 한다.

1) 공용부분 변경의 의의

민법에서 공유물의 변경이라 함은 토지의 개간, 건물의 건축, 동산의 가공과 같

이 목적물의 성질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물건에 사실상의 물리 변경을 가하

는 것을 의미한다.409) 공용부분도 본질적으로는 구분소유자의 공유물이기 때문에

민법상 공유물의 변경이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용부분의 변경은 공용부분의 관리와 구분해야 하며, 관리는 목

적물을 보존하거나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410)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15조 1항의 ‘공용부분의 변경’이란 계단을 승강기로 개조하

거나 지하실이나 옥상을 관리실이나 기계실로 개조하는 것처럼, 공용부분의 형상이

나 효용을 현저히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411) 예컨대, 중앙 집중 난방방식을 지역난

409) 박준서 대표, 박삼봉, 「주석민법(물권법 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66면.

410) 김상용, 「물권법」, 법원사, 2000, 426면.

411) 稻本洋之助․鎌野邦樹, 「コンメンタール マンション区分所有法」, 日本評論社, 2004, 9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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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으로 변경하거나,412)공용부분인 부속건물이나 차고를 신설하거나 옥상이나 각 층

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용 계단을 설치하는 것413)은 공용부분의 변경이다. 공용

부분인 계단을 승강기로 변경하는 경우는 형상의 현저한 변경에 해당하며, 집회실

을 폐지하고 임대점포로 전용 하는 경우는 효용의 현저한 변경에 해당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임대점포로 전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개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형

상의 변경에도 해당한다.414)

동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 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과 동조 1호에서 개량을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비

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집회결의로써 결정하도록

하여,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리에 관한 구분을 단지 개량을 위한 비용에 그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리행위의 개념을 확장하여 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

행위까지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415)

공용부분의 변경은 결의를 통해서 기존 건물 형태의 형질개선을 의미하며 그 형

질 개선의 행위를 통해서 건물 운영상의 효용성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건

물의 기능상 용도상의 감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2)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법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

분의 3 이상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416)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향

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특

징이다. 그 영향은 변경행위 중에 발생하는 경우와 변경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412) 大判 2008. 9. 25. 2006다86597; 김상근(집필대표 김용담), 「주석민법(물권법 2)」, 박영사, 212면.

413) 稱本洋之助․鎌野邦樹, 「コンメンタ-ル 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日本評論社, 2004, 99頁.

414) 稱本洋之助․鎌野邦樹, 「コンメンタ-ル 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日本評論社, 2004., 100頁.

415) 유어녕, 「집합건물법의 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타, 2011, 140면 이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행위를

보존행위, 협의의 관리행위, 변경행위로 분류하여, 그 속에 변경행위도 포함시키고 있다.

416) 제38조(의결 방법) ①관리단집회의 의사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의결권

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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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다.417)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결의를 특별다수결의 4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면, 본 조의 제정 전에는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사항

이 발생하는 경우는 민법 제215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원칙으로 전원적 합의에 의

해서만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본 규정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실

체적 적용을 하기에는 그 확장성에서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실제 실

무 사례에서 용이하기 위한 법규정상의 새로운 정비를 요구하게 되었다. 공용부분

의 변경에서의 의결요건사안으로 구분소유자의 인수와 의결권의 양자를 경합적인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구분소유자는 공동생활 내 장으로서의 인적요소와 물적인

이용 관계를 중심으로 한 물적요소가 서로 경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공용부분의

변경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병존하고 또는 교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의 머리인원수로 다수결을 채용하여 인적요소의 타당성을

실현시킴으로 동시에 의결권에 대한 다수결에 의해 물적 요소의 합리성을 추구해

야 할 필요가 있었다.418)

3)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동의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집회의 재건축결의에 의한 재건축절차를 허용하고 있으

나, 이는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

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건축절차를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

실상 상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되는 전유부분의 수직증축

에 대하여는, 재건축절차와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

더라도 불합리하다거나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419)

417) 川島武宜․川井健, 「新注釈民法(7), 物件(2)」, 有斐閣, 2007, 658頁.

418) 水本浩․遠藤浩․丸山英気, 「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 日本評論社, 1999, 34頁.

41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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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

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

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변경에 관하여 다수결에 의한 의결로써 결정하

도록 규율하면서 그 권리에 대한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에게 개별적 승낙

을 별도로 받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다수결에 의한 결의만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는

일부 소수의 구분소유자들의 ‘특별한 희생’을 별도 배려하도록 한 것으로 공용부분

의 변경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그 구

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

위에서 말하는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나타낸다. 구

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을 통해서 전유

부분의 소유권에 관한 침해상의 정도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 들면 통로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 전유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불편해졌다고 해서 그 구분소유자

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존 통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접근하려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전유부분

소유권을 침해했을 정도에 이른 것이며, 전유부분에 대한 특별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영향을 주는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분소유권에

관한 침해의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 기간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420)

이때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는 받지 않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받게 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에 필요한 공사비용 등을 구분소유자들이 지분별로 분담하는 경우

와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21)

420) 손지열․김황식, 「집합건물의 소유관리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법 해설」”, 재단법인 법령편찬보급,

1985, 26면.

42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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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공용부분과 전체공용부분의 변경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부분을 전체공용부분이라 한다. 이때 일부의 구분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공유를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부공용부분

은 이를 이용하는 특정 층의 구분소유자의 공유이며(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그

관리적인 변경은 일르 공유하는 특정 층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집합건물전체의 공용면적의 지분비율은 전체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에 비

례하는데(집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이러한 전유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부공용

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유하는 특정 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전유

부분에 포함된다(집합건물법 제12조 제2항).

특히 일부 특정 구분소유자만이 사용하는 공용부분이 전체공유인지 또는 일부공

유인지에 대해서는 우선 당해 건물의 규약이나 등기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만

약 등기부나 규약에 일부공용부분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선적으로는 전체공용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422)

일본의 건물 구분소유법 제3조에서는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에

주거부분을 위한 전용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공조설비 등이 일부공용부분

에 해당한다.423) 우리나라의 집합건물법과 마찬가지로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공용하

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구분소유법 제11조). 전체공용부분을 관리를 위해

서 관리조합을 설립할 수 있듯이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서 관리조합을 설립

할 수도 있다(구분소유법 제3조).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에 주거공용부분과 상가공

용부분을 쉽게 분리할 수 있다면 일부공용부분관리를 위한 관리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424)

422) 김황식,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등기”, 「등기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44집, 법원

행정처, 1988, 12, 418면.

423) 渡邊晋, 「最新區分所有法の解說(4訂版)」, 住宅新報社, 2009, 166頁.

424) 김영두, “주상복합아파트와 집합건물의 하부관리단 ”,「집합건물법학」, 제21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7. 2,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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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용부분의 전유부분화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와 관련하여 이를 공용부분의 변경으로는 보는 견해425)와 공용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것은 공용관계의 폐지(공용부분의 처분)에 해당하기 때

문에 제15조의 ‘공용부분의 변경’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426) 후자의 견해는 나아

가 그러한 공용관계를 폐지한 후에 해당부분의 개조하는 것도 ‘공용부분의 변경’이

아니라고 한다.427) 예컨대 공용부분인 지하실 일부를 개조하여 전유부분으로 하거

나 그것을 분양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은 아니며, 그러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 옥상위에 한 층을 증축하여 그것을 전

유부분으로 하는 경우는 공용부분인 옥상공간의 폐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라고 한다.428)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

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의 동의가 필요하다. 규약공용부분은 관

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으면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공용부분, 즉

구조상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유부분으로 될 공용부분이

실제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429)

1) 공용부분의 변경조건의 완화

집합건물법 제15조에 의해서, 공용부분의 변경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로 결정되고, 다만 공용부분의 특정한 개량을 위한 것으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과반수의 보통결의로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의 집행기구가 구성되지도 않거나 관리규약도 제정되지 않

는 경우가 흔히 많아서,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또

한, 공동주택은 노후화 되거나 그 시대에 맞추어 외향을 변경하지 않으면 공동주택

425) 김영두,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 「법조」, 제54권 제5호, 법조협회, 2005. 5, 170면.

426) 稱本洋之助․鎌野邦樹, 「コンメンタル 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日本評論社, 2004, 100頁.

427) 稱本洋之助․鎌野邦樹, 「コンメンタル 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日本評論社, 2004, 100頁.

428) 稱本洋之助․鎌野邦樹, 「コンメンタル 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日本評論社, 2004, 100頁.

429)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3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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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 가치가 크게 훼손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서 공용부분 변경에 관

한 요건을 소폭 완화하는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로 일본에서 2002년 구분소유법의 개정을 통한 공용부분의 변경이 형상이나 또는

효용의 현저한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경우에만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를 요하도

록 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공사의 비용에 상관없이 보통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

고 있다(구분소유법 제17조).430)

2) 공용부분 형상의 전유부분화

예를 들어 건물의 옥상부분에 전유부분을 만들어 분양하는 경우, 이것은 공용부

분의 변경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공용부분의 처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공

용부분의 변경은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확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공용부

분의 형상을 바꾸는 것은 외관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

용부분인 옥상 또는 복도의 일부를 관리인실 또는 기계실로 개조하는 경우, 공용부

분인 장소에 창고 또는 차고를 설치하는 경우는 ‘형상’의 변경에 해당된다. 공용부

분의 효용을 바꾸는 것은 기능 및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집회

실 등을 없애고 이를 임대점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구분소유자 전원에게 

균등한 배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는 ‘효용’의 변경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건물의 옥

상을 없애고 전유부분을 만들어 분양하는 경우, 이는 공용부분의 변경이 아니라 공

용부분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용부분의 처분행위가 가

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목적 부분이 구조상 및 이용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

분의 지분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상 주택의 구

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 것이

기는 하나,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이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전제 요건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건물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

용상으로 다른 전유부분과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라고 하고 있다.431)

430) 일본의 1983년 구분소유법 제17조는 우리나라의 집합건물법 제15조와 비슷한 내용이었다.

431)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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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때 변경으로 보아도 또는 처분으로 보아도 법 적용의 결과는 동일하게 발

생한다. 법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증감 등의 변동이 발생하는 변경 또

는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결국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그 변경상의진행

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공용부분의 변경인가 아니면 처분행위인

가의 여부는 법적인 적용에 있어서 다르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법적 적용은 규약

으로도 달리하여 정할 수도 없다.432)

대법원은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함에 필요한 요건에 대

해 언급하면서, 구분소유의 목적인 건물의 일부를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

는 그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하고, 한

편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는 외에 법 제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와 그 공용부분의 변경으

로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433)

3) 부당이득의 성립여부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도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종래 판례의 태도는 집합건물의 복

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

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의 무

단점유로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

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는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당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성립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으로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432) 강혁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법학논총」, 제19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220면.

43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3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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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해당 공용부

분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

될 수 있는지 또는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의 요소가 되

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무단 점유ㆍ사용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434) 이와 같은 법리는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의

배타적 사용의 한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명백하며 임차인 등과 같은 점유자

또한 임대차목적물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의 경우를 초래했을 때 당연 부당이득반

환의 의무를 지게 될 것이다.

4.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검토

1962년 구분소유법에서 공용부분의 변경은 일본의 구민법 제251조와 같이 공유

자의 전원적 합의(경미한 변경은 4분의 3의 다수결)에 의해서만이 가능하였으나,

1983년 구분소유법 제17조를 통해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435)각 4분의 3 이상의 다

수에 의한 집회의 결의(경미한 변경은 보통결의인 과반수)로 가능하도록 개정하였

는데, 그 취지는 공용부분에 관한 적절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이고, 대규모 수선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1962년 구분소유법에 의하면 이러

한 변경적 행위에 극소수자들의 반대(변경의 경우 1인, 경미한 변경의 경우 4분의

1)라도 있게 된다면, 공용부분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공용부분의 원활한 유지 및 관

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3년 구분소유법 제17조는 그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 ‘변경’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그리고 ‘현저하게 다액의 비용’의 의미 등

이 명확하지 않아 수많은 혼란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분쟁은 곧바로 소송으로

434)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 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435) 결의의 요건으로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양자를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구분소유 란 ‘구성원들의

공동생활’이라는 인적요소와 ‘物의 이용⋅관리’라는 물적 요소가 결합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분소유자’라는 측면에서 인적 요소의 타당성을 실현 하며, ‘의결권’이라는 측면에서 물적 요소의 합리성

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水本浩⋅遠藤浩⋅丸山英氣, 「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 マンション法,

日本評論社, 1999. 3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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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2002년 구분소유법의 제17조는 1983년

구분소유법의 제17조 ‘개량을 목적으로 하고 현저하게 다액의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라는 내용부분을 삭제하고, 대신에 ‘그 형상 또는 효용에 현저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를 제외’ 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것이다. 이 같이 개정된

구분소유법에 의하면, 이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수선이라도, 그에 형

상 또는 효용의 현저한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비용 상 다액에 관계없이

보통의 결의인 과반수로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일본 구분소유법 제17조의

개정 의의는 변경의 범위를 구법보다 보다 더 일의적으로 더욱 명확히 하여 이를

법문에 반영하였다는 점이다.436)

Ⅵ. 공용부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1. 공용부분의 소유

집합건물의 관리는 공용부분의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437) 건물의 공용부분이란

건물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통로, 계단, 승강기실, 주민공동 시설 등의 공간으로 여

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존재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공용부분의 관리는 원칙적

으로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책임과 의무이다.438)

이러한 제도가 설치된 것은 관리의 수탁자가 공유부분을 관리하는데 공유부분에

대하여 제삼자와의 사이에 계약(임대차계약, 각종 손해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공용부분인 전기설비, 방화설비, 주차설비 등에 대하여 소관의 행정청에 소요의 신

고를 하고, 또는 그 검사를 받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수

탁자 자신의 책임으로 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한다.439) 이처럼 관리소유

436) 강혁신,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구분소유권의 동태”, 「민사법학」, 제

43권 제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8. 12, 178면.

437) 박종두․박세창,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1, 254면.

438) 그러나 공용부분 모두가 구분소유자 전원의 관리책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된 공용부분은 그

사용자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용부분이면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공용부분도 존재한다. 예컨대, 집합건물 내의 대피시설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방공호라 하여

건물 내 지하에 존재하였지만 지금은 주민대피시설이나 공동시설로 존재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등록

되거나 등기부에 등제 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439) 川島一郞, 「新注釈民法(7)」, 有斐閣, 2007,37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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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공용부분 관리의 필요 또는 편의상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관리소유자가 가

지는 소유권은 특별한 소유권440)이라기보다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구분소유

자들의 공용부분에 대한 소유권(공유지분권의 총합)이 특정한 구분소유자 또는 관

리자에게 신탁된 일종의 신탁적 소유권이라 보아야 하는 것이다.441) 실상 관리적인

측면은 전문성을 비롯한 복잡한 부분 등의 편의를 위해 특정인을 지정하여 그 소

유자로부터 관리를 위임하는 것이다.

2. 공용부분의 사용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1조). 

물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소유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민법은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에 따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

여 공유물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민법 제263조). 

그러나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관계에 있어서 공용부분은 성질상 구분소유자 전

부 또는 일부의 사용에 모두 제공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비율에 의한 사

용제한을 둘 수 없다고 이해되어 왔다. 집합건물법　제17조에 공용부분의 건축비용

 및 유지․보수비용을 공급면적의 비율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분명 동등한 사용이라는 점은 부당한 면이 없지 않다.442) 공용 부분의 사용에 있어

서 지분비율에 의한 사용제한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동등한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제한을 둘 수 있는 경우 조차 동등한 사용을 

허용하여야 하는가는 의문이다. 공용부분의 보존비용은 구분소유권의 취득가액비율

로 부담할 것인가 면적 비율로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민법 제215조 제2

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의 보존비용은 각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규

정하고 있지만,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그 지분(공급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하도

록 규정한다(집합건물법 제17조).443)

440) 川島一郞, “建物の區分所有等に關する 法律の解說(下)”, 「法條時報」, 14卷 8号, 38頁.

441) 玉田弘毅, 「建物區分所有法の現代的課題」, 三省當, 1980, 239頁.

442) 반대로 동등한 사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동등한 비용부담이 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다면 

위헌적이라 할 것이다.

443) 사동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권리 관계”, 「홍익법학」,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6권, 제1

호, 2015. 2, 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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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분소유자의 의무

공용부분은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물부분이다. 이러한 공용

부분에는 계단, 복도, 현관과 같은 구조상의 공용부분과 규약으로 정한 규약상의

공용부분이 있다. 이러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각 공유자

는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1조 제1항, 제3조). 즉 공용부분은 배타적 지

배권이 배제되며 그 법률관계는 공유이기 때문에 전유부분의 경우에서 금지되는

것 이상으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집합

건물법 제5조1항. 공용부분의 사용 및 관리는 규약 및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우선

결정되지만 그 기초로서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것이 요청되고 있으며(집합건

물법 제3조),444) 공용부분의 구조 및 성질에 반하여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의 현행 구분소유법에는 규약이 없는 경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

이 있다(구분소유법 제4조, 제7-19조).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관리문제를 민법상의 물권, 그 중에서도 구분소유권을 중심

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문에 관한 공동소유권을 과연 어떻게 합리적으로 행사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건물의 관리문제를 종속시키고 있다.445) 이에 반해 공법규정

으로 하는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는 관리권이 근본적으로 국가에게 있으나,

이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부를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위탁한다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446)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조의 2는 주택법과의 관계

에서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

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계상에서 하자담보책

임에 관한 두 법령사이의 문제로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

444) 예컨대, 복도나 계단을 하물 놓는 장소로 사용하거나 현관이나 입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는 사용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는 사용은 공동의 이익에 반

하는 행위가 된다. 渡辺晋, 246頁. 집합건물법 제1조에 의하면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45) 송호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법률적 관계의 재정립”, 「동아법학」, 제46호, 동

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 270면.

446) 송호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법률적 관계의 재정립”, 「동아법학」, 제46호, 동

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 2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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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서 집합건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례는 “개정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

한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의 제한 없이 개정 집합

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447)고 한다.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

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의 경우에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제43조 제1항

에 규정된 청구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이용확보나 구분소유자의 공

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소로써 적당한 기간 동

안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44조제1

항).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근거와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

하여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집합건물법 제5조 제2항).

4. 소 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사용과 관리의무는 어느 특정소유자의 대상이라고 할 수

는 없다. 전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만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존행위

와 관리적 행위의 공유 적 부담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지분권자의 소

유자는 다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에 대한 일부 공용부분사용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즉 현실적으로 사용하는데 과반 지분보유자의 독점적 사용을 배제

하기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유자의 지분비율 뿐만 아니라 구분

소유자의 수를 추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하며 다수지분권자의 독점적 지위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공용부분의 사용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과 독점적으로

447)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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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사용 등과 같은 사안은 건물의 영리활동을 추구하는 주체가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전적으로 관리적 주체의 목적 하에 집회결의 내지는 관리규약의 명시

로 결정되어져야 한다.

제4절 부속건물 및 부속시설 

건물의 부속물에는 전기배선, 가스․상하수도․냉난방 배관 설비 등이 있다. 이

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건물에 부합하여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 건물과 일체가

된다.448)

부속건물은 건물의 부속물과 달리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규

약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공용부분(규약상 공용부분)으로 된

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속건물은 구분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 여러 개의 전유부분

에 대하여 종물적인 관계에 있는 건물을 말한다. 구분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종물적인 관계에 있으면 부속건물은 다른 1동의 건물 일부라도 관계없다.449)

건물의 ‘부속건물'이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된 건물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건물로서 일반건물의 경우 별동의 출입구․주차장․관리실․휴게공간 등이고, 집합

건물에 이어서는 별동의 공동창고․관리실․노인정․대피소․기계실․주차장 등이

해당되며, 규약에 의한 공용부분이 되고, 관리의 대상이 된다. 또한, 단지 내 위락

시설․집회실․급수탑 등의 각종 부속건물은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됨이 보통이며

관리권의 대상이 되며 건물의 ‘부속시설'이란 그 건물의 기능상 불가피한 관계에

있는 시설물로서 전기배전시설․공기정화설비․냉난방설비․급배수위생설비․소방

설비․승강기 설비 등이며,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한 공용부분이 되고 관리의 대

상이 된다. 그러므로 집합건물의 부속시설 또는 건물의 부속물은 구분소유자의 공

유에 속하고 관리권의 대상이 된다. 450)

448) 稱本洋之助․鎌野邦樹, 「コンメンタ-ル 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日本評論社, 2004, 17頁.

449) 박준서 편, 이태운, 「주석민법(물권법 Ⅱ)」,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132면．

450) 이영수, “집합건물의 관리법제 및 그 개선방안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5면．



146

제5절 공유부분으로서의 대지 

「집합건물법」상 건물의 대지는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규약에 의한 건물의

대지를 포함한다. 위에서와 같이「집합건물법」제2조 제5호는 “건물의 대지라 함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제4조(규약에 의한 건물의 대

지)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여 건물의 대지를 1

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규약에 의한 건물의 대지로 규정한다.451)

‘건물의 대지’에 대한 사용․수익에는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집합건물법」동

조 규정은 물론이고, 「민법」제263조가 적용되는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

하지 아니하는 토지공유자, 즉 건물의 대지에 지분권만을 가진 토지공유자는 물론

이나, 건물의 전유부분 비율을 초과하여 지분권을 가지는 대지소유자의 재산권 행

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452)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공유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동법 제8조는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를 금지하고, 제12조는

공유자 지분의 비율은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의 종속성 및 분리처분의 금지의 원칙을 규정한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은 당연하다. 그리

하여 동법 적용 제한의 근거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는 집합건물의 대지의 중첩적

사용이라는 특성에서 구한다. 동 판례는 횡적 종적으로 구분된 건물의 각 전유부분

의 소유자들은 그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 대지 1필지나 여러 필지를 중첩적으로

사용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하고, 그 중첩적 사용이라고 하는 집합건물의 특성상

대지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과는 별도로 처분하거나 분할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한다.453)

451) 박세창, “집합건물 대지권개념과 그 지분권의 행사”, 「집합건물법학」, 제5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0, 102면.

452) 박종두․박세창, “집합건물의 공유대지와 지료의 지급”, 「집합건물법학」, 제10권, 한국집합건물법학

회, 2012. 12, 39면

4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08가단107828 판결: 건물이 종횡으로 구분된 경우 건물의 공용

부분은 비록 전유부분의 비율에 의한 공용부분의 공유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는 상 하층으로

미치게 됨은 물론이고, 대지의 공유권 또한 특히 고층건물이어서 건물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상응한 대

지면적을 갖지 못한 경우, 즉 전유부분의 면적에 미달하는 높은 용적율의 대지인 경우에는 사실상대지

의 중첩적 사용관계에 있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청구가 불가능하게 되며, 이 경우「집합

건물법」제8조는 더욱 그 실익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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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제1절 임차인의 의사 결정 

Ⅰ.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

집합건물로써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구성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이 설립된 것을 전

제로 관리단의 관리행위를 위해 그 내부기관으로서 구성되는 것이며, 그 대표기관

으로서 집행기관인 임원(회장․이사․감사 등)의 선출 등을 규정한 것이라고 하거

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의미의 단체로 구

분소유자의 총회에서 관리 등을 위한 의사결정기관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등

을 위한 집행기관의 개념으로 동별 대표자에 의해 구성되는 단체라 한다.454)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주택법령 등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가 실제 공동

주택단지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들 스스로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원칙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선거권

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455) 이러한 견해는 그 전제로 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사용자가 아니라 소

유자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살피지 못한 것으로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은 소유자

에게 있고 사용자에게는 그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보면, 동일 주택 안

에서 선거권과 관련하여 소유자와 사용자 사이에 선거권 행사에 한 의사가 불일치

할 때에는 기본으로 선거권은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 사용자는 보충으

로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456) 또한 주상복합아파트 중 주택비중이

454) 박태신,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에 있어서 그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9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78면.

455) 대전지방법원, 「아파트 주민들의 분쟁방안을 위한 길잡이」, 2010, 23면.

456) 이춘원,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집합건물법학」, 제7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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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인 경우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적용된다.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관리업무를 해야

하며 소유자 및 입주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입주자권익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함으로써 관리비 내역 확인이나 건물의 안전 점검

유지보수 등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 조직 

1)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주체성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은 관리단을 당연성립기관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토록 하고 있는 바, 이때 입주자대표회의

가 관리단의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는 관리단과 동질의 단체인 대표회의로 보아

야 하고, 소유권의 한 권능인 사용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공유물의 사용에 따른 반

대급부로서 그 유지․관리의 비용부담 문제를 규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공동주택

의 관리책임은 궁극적으로는 구분소유자에게 있고, 이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였

다고 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관리사무소장 등을 관리주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이라 한다.457)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에 의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500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동별 대표자에서 회장과 감사를 입주자 등의 선출에 의하

여 선임한다. 이러한 차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소한 회장 1인, 이사 2인 이

상,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관리주체로

하여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도록 하며, 그 집행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458)

2011, 8면.

457) 강신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국회사무처 법제실(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전

문가 간담회), 2005. 4, 16면; 이춘원,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집합건물법학」, 제7

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1, 33면.

458) 500세 미만의 공동주택에서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들에서 호선에 의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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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관리단 집회에서의 임차인 의결권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459)뿐만 아니라 사용자460)의 주거생활

에도 미치는 각종 사안을 의결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없었다. 입주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사용자 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공동주택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집행에 한 투명성 역시 한층 더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주

택에 한 권리․의무가 동일하지 않음에도, 그들에게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나 입주

자대표회의의 의결권한 등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를 아무런 제한규정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나

아가 입주자대표회의를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선출하는 입주자의 대표자와 사용

자의 대표자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안이 필

요하다고 제기되어왔다.461)

실질적으로 건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임대차기간 에서는 구분소유

자보다 더 직접적인 집합건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률

상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해서는 일방적 구분소유자 중심의 규정이며 집합건물법

제40조에서는 점유자의 의견진술권으로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

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의결권 행사 여부와 실질적인 참여 근거가 누락되어 향후 입법적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서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증진하고 입주단체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입주한 입주세대를 대변할 임차인 조직이나 임

차인의 결의참여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459)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460)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61) 김춘진 국회의원이 공동주택 사용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입법화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표발의), 의

안번호: 1906319, 발의연월일: 2013. 8. 9., 제안회기: 제19(2012-2016) 제317회, 소위원회: 국토교통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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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법률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 조제1항 본

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 ① (현행과 같

음)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

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 소유자의 의

Ⅱ. 관리단 집회의 임차인에 대한 의결권 부여

1. 관리단 집회의 임차인 의결권 문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부터 받은 위임장과 점유자간의 서면결의서 효력의 관

해 인정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구분소유자가 위임장을 작성해주었으므로 점유자인 임차인으로

부터 받은 서면결의서는 점유자의 의사가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써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는 보충적이므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가 우선한다고 보

는 것이다.

하지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

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 집합건물의 분양이 되지 않아 입주자의 과반수가 입

주시까지 임의로 사업주체 시행사가 관리하는 상황이라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

들은 별도의 단체성인 임의단체를 구성 관리주체로 하여금 정당하고 적법하게 관

리감독 및 적법하지 못한 시설관리내용을 근거로 시정 및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확인 요청할 수 있다.

2. 집합건물법 개정안 제16조의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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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

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

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

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며, 구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

한 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

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

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

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행 제3항과 같음)

집합건물의 규모면에 있어서 아파트의 경우에 세대수가 수백, 수천에 이르는 경

우는 흔하다. 상가의 경우에도 점포수가 수천에 이르는 대규모 점포들이 많다. 집

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구분소유자로 구성

된 집합건물 관리단의 집회를 개최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전유부분

을 임대한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통상의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전유부분을 임대한 구분소유자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구분소유권에 영

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관리에 사항(예를 들어 청소, 보안, 통상의 수선․유지 등)

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러한 관리공백의 문제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아니라 실제로 전유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까지 포함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상

가번영회, 오피스텔자치회와 같은 관리단(이하에서는 이를 집합건물 관리단과 비교

하여 “사용자 관리단”이라고 부른다)에 의해서 해결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사용

자 관리단의 관리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집합건물법

은 구분소유자만으로 집합건물이 관리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

제16조 제2항은 임차인이 집합건물의 통상의 관리에 참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

를 집합건물법의 적용범위 내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통상의 관리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러한 결의와 업무의 집행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다.462) 공동주택의 관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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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관련해서는 주택법 제43조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는 과반수가 입주할 때

까지 관리할 의무를 부담한 이후 입주자의 과반이 입주했을 때 자치관리나 다른

관리업체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주

택법에 절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어 진다.

1) 제16조의 입법 취지

집합건물법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

15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집합건물법은 특히 공용

부분의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3개의 관리 형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의 관리란, 먼저광의의 관리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고, 이중 첫째는 제16조 제1항 본문은 이른바 협의의 관리에 대해서, 둘째는 다

시 16조의 제1항의 단서조항은 보존행위에 대해서, 셋째는 변경463)에 대한 내용으

로 광의의 관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464)

462) 김영두, “집합건물 관리의 현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 임차인의 관리참여, 관리원회, 분쟁조정원회

등을 중심으로)”, 「법조」, 제61권 제3호(통권 666호), 법조협회, 2012. 3, 73면.

463)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

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

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464) 강혁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임차인에 대한 결의권 부여 및 관리단 분리(또

는 별도의 관리단 창설)에 관한 개정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2011. 9,

3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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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의 관리

협의의 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

다. 일반론으로 보면, 변경이란, 공용부분의 용도를 확정적으로 바꾸며 그리고 현저

한 다액의 비용의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협의의 관리는

이 이외의 개량행위가 그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공용부분의 사용 방법을 정하는

것, 방문객용 주차장 공간을 지정하는 것, 사람을 고용하여 공용부분을 청소하는

것 등이 협의의 관리에 해당이 된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당

해 사실관계가 집회의 과반수 결의로 충분하는지 아니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라고 하는 특별다수결의를 요하는지의 점에 대해서는 위의 일

반적 사례예시 만으로 참고하여 결정하는 것은 어렵고 당해 구분소유자들의 매우

신중한 판단요청의 필요성이 발생하기도 한다.465)(제16조 제1항)

3) 보존행위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

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고,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은”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변경을 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

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

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집합건물

법상 관리단인 피고는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

도,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

다.466)

공용부분에 대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행사 관련해서 보존행위, 그리고

관리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구분의 권리행사로 만일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익이나 사용에 있어 제한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보존행위로 볼 수가 없으며 집합건

465) 稱本洋之助․鎌野邦樹, 「コンメンタール マンション区分所有法」, 日本評論社, 2004, 106-107頁.

466) 김형식․성주한․박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관리 소유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69권, 한국부

동산학회, 2017. 5,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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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하는 관리행위라

고 보아야 한다. 공용부분은 그 기능면에서 건물 내에서의 공공재의 수단이다. 이

는 이용관계 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리 비용과 무관하

게 불특정 다수의 소비가 가능함으로 인해 관리 운영적 측면의 비효율적인 급부가

발생하게 된다. 관리주체로서의 역할은 적절히 운영전반의 통제 역할이다. 건물관

리운영의 실패는 관리행위의 자율적인 건물의 순회기능이 아니라 적절한 통제와

개입으로 규약의 근거에 마련한 공용부분 외 부속시설에 관하여 관리 운영의 보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3. 임차인 등에 대한 의결권 부여

현행법에서의 임차인의 관리에 대한 참가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다. 현행법 제

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는 제1항에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

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

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임차인 등의 점유자가 ‘본인의 이해관계

가 있는 사항’ 에 한정하여 의결권 없는 ‘진술’ 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467)

의결권이 없는 임차인 등에게 의견진술권을 승낙한 입법취지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구분소유권을 가지지 않는 전유부분의 점유자적 지위만을 가지는 임차인 등

이라고 할지라도 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

서는 안 되고, 또한 건물, 대지, 부속시설의 사용방법에 대해 구분소유자가 규약 또

는 집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가지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가진다고 보았기 때문이

다.468)

4. 임차인 등의 의결권 행사 범위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집합건물법」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

467) 강혁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임차인에 대한 결의권 부여 및 관리단 분리(또

는 별도의 관리단 창설)에 관한 개정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55권 제1호, 한국민사법

학회, 2011. 9, 392면.

468) 稱本洋之助․鎌野邦樹, 「コンメンタール マンション区分所有法」, 日本評論社, 2004, 21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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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

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공용부분의 관리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

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라고 하여 관리단의

당연 설립을 규정한다.469)

집합건물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공용부분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된

다. 첫째, 보존행위, 둘째, 협의의 관리, 셋째, 변경이다. 개정시안은 임차인이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보존행위와 협의의 관리

로 제한하고 있다. 보존행위란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사항에 대한 유지행위를 말

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보존행위의 행위주체를 ‘각 공유자’ 즉, 구분소유자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각 구분소유자는 이러한 보존행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행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개정위의 검토 과정에서는, 보존행위에 대해서, 그 주체가 구분소유자

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각 사용자도 보존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에게도 보존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도

록 하자는 안(단, 보존행위에 제한해서)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개정위의 임차인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의 참여에 있어서 크게 인용 및 참조가 되었다.

강혁신 개정위원은 보존행위에 관한 임차인의 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안(제1개정안과 제2개정안)을 제시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 있다.

강혁신 개정위원의 제1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

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이 때, 지분권에 기한 보존행위를 제외한 보

존행위에 대해서는 점유자도 할 수 있다.」

본 제1개정안에 대하여, 강혁신 개정위원은 본 개정안의 제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보존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사

실상의 보존행위이며, 둘째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

권도 포함하는 보존행위이다. 본 법 제16조가 사정에 두고 있는 개정은, 지분권에

469) 이영수, “집합건물의 관리법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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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예를 들어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 등을 포함하지 않는 사실

상의 보존행위에 대해 점유자의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지분권에 기하

지 않는 보존행위에는 위에서도 기술하고 있는 대로 일상적인 점검행위, 경미한 소

수선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굳이 지분권의 유무와 관계없으며 그 현상의 유

지가 긴급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현상유지의 측면에서 점유자에

게도 그 권리와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보존행위의 내용 중에서

도 특히 지분권에 근거하는 즉, 공유적 관계에서 출발하는 보존행위에 대해서는 이

의 주체를 현행의 법 태도대로 구분소유자에게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본

법의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관한 태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그 행위주체를 관리 및 변경에서와 동일하게 구분소유자에 제한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위의 내용에 대해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보존행위의 경우에도 그 행위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이 미칠 때에는 그 해당하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본 규정의 보존행위에 대한 태도를 해석하면, 보존행위의 주체는 규약

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에게로 국한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에서 이루어지는 보존행위는, 보존행위가 가지는 긴급

성 및 경미한 내용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구분소유자 뿐만 아 니라 구분소유자가

아닌 실제적 사용자 즉 점유자에게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관리와 변경은 집합건물의 사용방법 및 사용형태와 밀접한 관련

성을 가진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 방법 및 내용여하에 상관없이 집합건물의 사용

방법 및 형태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행위 주체를 지분권

에 기한 보존행위를 제외한 보존행위에 대해서는 점유자까지 포함하는 사용자 전

체로 확대하여도 집합건물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만

에 하나 보존행위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이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점유자를 포함하는 사용자 전체로 보존행위의 주체를 확대하여도 이로 인한 부작

용에 대한 우려도 예방할 수 있다.”

제2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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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1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분소유자로부터 결의권 행사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경우 그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최초의 승낙은 위의 점유기간 동안 유효

하다.」

본 제2개정안에 대해 강혁신 개정위원은 다음과 같이 개정안 제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본 개정시안의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점유자에게 공용

부분의 관리에 대한 결의권을 부여하는 길을 마련하며, 둘째, 구분소유자의 최초의

승낙으로 점유기간 동안 의결권 행사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리로 규정할 것인가 또

는 승낙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대리의 경우, 대리는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구

속시키기 위한 법률행위이므로, 점유자(임차인)이 행하는 결의는 그 효과가 本人,

즉 대리권을 부여한 자를 구속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점유자의 의사반영 안됨. 점

유자는 단순한 행위자에 불과하게 된다. 승낙의 경우를 보면, 먼저 승낙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데, 1) 대리를 위한 승낙: 본 개정시안규정에서의 승낙은 대리를 위한

승낙은 아님. 수권행위 없음. 2) 당사자 간에 표시된 내용에 대해서 만의 승낙: 표

시된 내용, 즉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것은 협의의 관리이므로, 여기서의 승낙은 그

범위(공용부분의 관리)가 명시적이고 명확함. 점유자는 점유자의 의사를 가지고 점

유자 자기를 위한 권리행사가 가능함. 그러면, 승낙은 어떻게 하나. 집합건물법에서

보이는 ‘승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생략 2.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

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

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

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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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야 한다.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①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의 제15조․제29조․제47조와 제40조를 구별 하면,

제15조, 제29조, 제47조의 ‘승낙’ : 공용부분의 변경‘행위’,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

지‘행위’, 재건축결의‘행위’의, 즉, ‘행위’에 대한 승낙 제40조의 승낙 : 임대차 관계

등, ‘전유부분의 점유’에 대한 승낙 제16조(추가부분):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한 결의

권 행사‘행위’에 대한 승낙.--제16조에서의 ‘승낙’은 제15조, 제29조, 제47조의 승낙

과 같은 성질의 승낙. 따라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간에 승낙의사를 표하고 이에

대해 인지하는 것은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이 특별하지도 어

렵지도 않다고 판단 됨. 위경우의 승낙은, 서면에 의한 승낙이 현실적으로 많이 보

임. 승낙의 증명과도 관련. 그러나 구두 상의 승낙도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음. 중

요한 것은 승낙에 대한 관리단으로의 통지임. 다음으로, 관리단으로의 승낙에 대한

통지는 어떻게 하나. 서면으로의 통지가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보임. 완전하게 일

관된 서식은 아니고, 집합건물의 관리단의 상황에 맞추어 작성하여도 법률적 효력

은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됨. 몇 번의 승낙이 필요한가. 제16조 추가부분의 조문 중:

‘이 때, 최초의 승낙은 (구분소유자가 이러한 의사를 번복하지 않는 한 법률에서 정

하는)점유기간동안 유효하다.’ 승낙의 횟수와 관련하여, 현행 집합건물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대리에 대해서 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

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

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제41조(서면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

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② 구분소유

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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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승낙의 횟수와 관련하여, 본 개정시안에서의 내용은 현행법과 어

떻게 다른가(현행법에서의 대리규정과 시안에서의 승낙의차이점). 현행 집합건물법

은 의결권의 행사에 대해 대리인이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대리권자가 행사하는 의결권은 대리권을 부여한 本人을

구속함. 그런데, 본인이 대리권자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집합건물법의 태도는 매 결의시마다의 수권행위를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음.

왜냐하면 결의내용이 매번 다르기 때문이다. 추가되는 규정에서는, 최초의 한번의

승낙으로 점유기간동안 그 승낙의 효력이 계속된다, 라고 규정을 함으로서, 점유자

의 관리에 대한 참여의 방법을 계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승낙절차의 번잡

성 및 복잡함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임차인 참여의 범위 등에 있어 최종 개정된 규정을 살펴

볼 때에, 강혁신 개정위원의 1.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전제로 한 임차인의 결의 참

여를 가능토록 한 점, 2. 그 결의 범위를 공용부분의 변경까지 아니 하고 공용부분

의 보존 및 개량 등의 범위를 정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에서 소개한 강혁신 개

정위원의 제1개정안, 제2개정안이 본 개정위원회에 있어 크게 참조가 된 것으로 보

인다.

5.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의 의미

‘당사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지 않는 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

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이 당해 집회에서 구분소유자가 본래부터 가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당해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만일 당해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집회 결의 시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본래의 의결권 행사 권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가지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이 견해는 최종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하였다.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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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리단 집회의 임차인 지위 및 의결

임차인이 건물의 관리에 참여하는 사용자 관리단은 집합건물관리단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471)가 있지만, 상가의 경우에 상가건물의 관리를 위한 자치조직만이 존재

한다면 그 자치조직이 집합건물 관리단의 실질적인 업무도 담당하는 것이 현실이

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472) 즉 상가번영회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아니지만 그러한

성격을 함께 가질 수 있다고 한다.473) 그리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관리인이나 서

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가번영회에 임차인이 포함되어 있더라

도 그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해서 집회에 참석한 것이라면 상가번영회의 결의를

집합건물 관리단의 결의로 볼 수 있다고 한다.474)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임차인 등

이 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단체와 집합건물 관리단을

동일하게 보거나475) 입주자대표회의를 집합건물 관리단과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

다.476)

임차인의 참여할 수 있는 의사의 표시로써 다수결의 합의를 이루는 결과로써 결

의되며 단체적인 의사표시로써 기준은 구분소유권의 개수와 크기에 따르게 되지만

그 기준을 설정하는 범위는 집합건물법의 의결기준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470) 강혁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임차인에 대한 결의권 부여 및 관리단 분리(또

는 별도의 관리단 창설)에 관한 개정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55권 제1호, 한국민사법

학회, 2011. 9, 398면.

471) 이우재, “집합건물인 상가의 점포분양계약 또는 관리단 규약에서 점포의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 그

제한업종의 변경 절차”, 「대법원판례해설」, 제57호, 법원도서관, 2006, 33면.

472) 박경량, “집합건물 구분소유법리의 재검토”,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63면; 박종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리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148면; 이광범, “상가관리규약상 업종제한조항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제19권, 1997, 88면.

473) 윤 경, “상가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의 그 변경절차”, 「인권과정의」, 제363호, 대한변호사회, 2006.

11, 147면; 이광범, “상가 관리규약상 업종제한조항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제19집, 박영사, 1997, 88

면.

474) 박경량, “집합건물 구분소유법리의 재검토”,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63면; 이광범, “상가관리규

약상 업종제한조항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제19권, 1997, 90면.

475) 박경량, “한국의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16집 제1호, 조선학교 법학연구원, 2009,

112-114면; 이덕승, “아파트입주자단체의 법적 성격”, 「재산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8, 72면.

476) 이정민, “집합건물의 분양과 하자담보책임, -집합건물법 제9조와 관련한 몇 가지 법적 쟁점에 관하여

-”, 「사법논집」, 제38집, 법원행정처, 2004, 518면; 박종두, “분양집합주택의 하자와 담보책임”, 「법

조」, 제44권 제12호(471호), 법조협회, 1995. 12, 83면; 손지열․김황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한 법률․부동산등기법 해설」, 재단법인 법령편찬보회, 1985,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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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의 관리참여(의결권)를 긍정한 판례

임차인인 참여한 상가관리규약이 관리단 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의 여부에

대해, ‘상가번영회가 비록 그 구성원에 구분소유자 아닌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소유자 만으로 구성되는 관리단 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고,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점포당 1명씩

만이 결의에 참여 하였다면 세입자가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거

나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 그 상가관리규약

은 관리단 규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477)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대리인이나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

가 번영회에 임차인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해서 집회에

참석한 것이라면 상가 번영회의 결의를 집합건물 관리단의 결의로 볼 수 있다고

한다.478)

2) 임차인의 관리참여(의결권)를 부정한 사례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

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

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

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 또는 관리단 규약 등의 합리적 해석을 통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

하여 분양하거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각 구분소유의 대상인 점포에서 영위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 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소

유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의 독점적 지위는 수분양자들이나

47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478) 박경량, “집합건물 구분소유법리의 재검토”,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63면; 박종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리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233면; 이광범, “상가관리규약상 업종제한조항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제19권, 박영사, 1997, 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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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제3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변

경될 수는 없다.479)

집합건물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이고 따라서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의 방법에 의한 관리참여는 현행법에서 부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업종

제한의 문제에 있어서 집합건물 관리단 만이 업종제한에 관한 규약을 만들거나 결

의를 할 수 있고 상가 번영회의 규약은 업종제한을 할 수 없으며480) 업종변경에 대

한 승인권도 없다고 한다.481) 만약 입점상인단체에 의해서 업종제한을 허용하게 되

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임차인들이 제한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은 재산권 보장

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근본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한다.482) 상가번영회

도 업종제한을 할 수 있겠지만 상가번영회는 집합건물 관리단과 달리 당연히 성립

되지도 않으며483) 이에 가입한 자만을 구속한다고 한다고 한다. 즉 상가번영회의

규약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제3자를 구속할 수 없다고 한다.484)

7.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는 임차권(사용․수익권)이다. 그런데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

물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해야 한다(제654․610조).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지, 손해배상의 청구,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제654조, 제610조 3항, 제617조).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당사자 사이에 반대특약이

479)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480) 김경태, “상가의 업종제한”, 「실무연구자료」, 제4권, 대전지방법원, 2000, 132-133면; 이우재, “집합건

물인 상가의 점포분양계약 또는 관리단규약에서 점포의 업종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 그 제한업종의 변경

절차”, 「대법원판례해설」, 제57호, 법원도서관, 2006, 24-25면. 업종제한은 이를 받는 측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정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만으로 업종제한을 포함한

상가내의 규약을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상

가를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하여 입점상인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한다(김경태, “상가의 업종제한”, 「실무연구자료」, 제4권, 대전지방법원, 2000, 133면).

481) 이우재, “집합건물인 상가의 점포분양계약 또는 관리단 규약에서 점포의 업종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

그 제한업종의 변경절차”, 「대법원판례해설」, 제57호, 법원도서관, 2006, 33면.

482) 이우재, “집합건물인 상가의 점포분양계약 또는 관리단 규약에서 점포의 업종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

그 제한업종의 변경절차”, 「대법원판례해설」, 제57호, 법원도서관, 2006, 25면.

483) 윤 경, “상가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인권과정의」, 제363호, 대한변호사회, 2006.

11, 147면.

484) 이광범, “상가관리 규약상 업종제한조항의 효력”, 「민사판례연구」, 제19권, 1997. 2,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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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의 등기청구권을 갖는다(제621조 1항).

8.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618

조).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

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

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

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

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며,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

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

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 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

여금 사용․수익케 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임

차인은 이행 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485)

임대차는 유상계약으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따라서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그에 대한 권리에 하자

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할 때에는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486)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를

했지만, 종전의 임차인 등의 제3자가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 및 수익을 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그 임대인은 그러한 방해를 제거

하고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종료로 인해 임

대차가 끝나면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진다.

485)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486)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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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동의 이익의 반하는 구분소유자의 행위

Ⅰ.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개념

본래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구분소유권은 물리적으로 1동의 건물의 구성부분이고.

공용부분과 불가분적인 관련을 가진다는 특성이 있으나, 구분소유권도 소유권이므

로 각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이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자유주의적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절대적 권리로 인식되었으나, 형식적 평등에 기초한 자본주

의의 구조적 모순으로 자유주의적 재산권개념은 수정이 불가피하였고, 소유권도 일

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받지만 그 내용과 한계

는 법률로 정하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헌법 제23조 제1

항, 제2항).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1동의 다른 구분소유자와의 (공용부분의 사용을 통한) 공동생활을 수반한다. 이

와 같이 구분소유권은 전유부분을 축으로 여러 구분소유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는 물리적 특성을 갖게 되고, 이와 같은 물리적 특정으로 인하여 구분

소유자의 구분소유권의 행사는 상린관계 내지는 내재적 제약이 따른다. 구분소유자

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

자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구분소유자가 분양받은

전유부분의 용도가 주거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유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

로 사용487)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개축하는 행위가 금지

된다(법 제5조 제1항, 제2항).

487)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구분점포는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법

제5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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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의 검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분소유자는 물리적 일체성을 이루는 건물에서 생

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독주택의 소유자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현행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

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건물관리․사용은 공

동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을 밝히고 있다. 공동주택은 크게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각자 자신들의

소유권만을 제한 없이 행사한다면, 그들은 모두 자신의 부동산을 오히려 제대로 이

용할 수 없거나 서로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 그 사용을 ‘공동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이용의 조절을 꾀할 필요성이 있을 것 이다.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당해행위의 필요성의 정도, 행위자가 받는 이익, 타인이

받은 불이익 종류와 정도, 다른 피해회피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의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88) 일시적인 피해행위는 사회통념상 인

정 되어질 수 있지만 공용부분의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불

편으로 이어지며 점유, 사용하려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의 해당하는 동의를 얻어

야 한다.

2. 구분소유자의 권리행사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구분소유권의 내용은 직접적으로는 전유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이다. 집합건물에서의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

분으로,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489)을 가지고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의

미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전유부분에 대하여 사용․수

익․처분할 권리가 인정된다.490)

488) 박경량,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존중의무”, 「사회과학연구」, 제5권, 순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97면.

489) 全悌次, “建物の意義と集合建物における物的結合體の形成(その一)”, 「民商法雜誌」, 第102卷 第1號,

1990, 5頁; 玉田弘毅․森泉章․半田正夫編, 「建物分所有法」, 一粒社, 1975, 59頁.

490)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 이외에 우리 대법원 판례는 소유자의 구분행위를 필요로 한다. 즉, 구분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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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법상 소유권과 동일하게 구분소유권도 역시 무제한적인 권리인 것은 아

니며, 이에 따라서 구분소유권은 그 권리상 내재하는 사회적 기타 공공복리에 의하

여 제약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범위의 제약 안에서만이 소유권의 절대성

을 인정할 수가 있다. 특히 일본의 구분소유법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제약을 규율하여, 전유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권한 행사도 공동의 생활적 측면

에서 공동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다.491) 즉,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

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바,492) 이는 비록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에 구조상으로 수

개의 독립하는 부분이 연속하고 있으므로 그로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493) 대표적으로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 연체이다. 관리비는 집합건물의 직접적인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지출되

는 것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되어지는 비용으로 공동의 이익에 관한 대표적

인 비용으로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

이 되기 위하여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 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소유자 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에도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구

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소유권이 성립된다고 판

시하였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491) 法務省明時局参事官室編, 「新しいマンション法」, 商事法務研究会, 1994, 271頁.

492) 일본 구분소유법 제6조. 또한 동법 제57조에서는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또

는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관리조합법인은 구분소유자의 공동

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 또는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구분소유권의 제한을 인용하고 있다.

493) 이와 관련한 일본의 재판례 중, 동물의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는 규약변경결의

를 둘러싸고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조합관리자와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분소유권의 제한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

이 판시하였다. ‘집합건물은 입주자가 한 건물 내에서 공용부분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 전유부분도

상하좌우로 인접하는 다른 전유부분과 상호 벽과 바닥 등으로 경계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방음, 방수 등에 만전의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베란다, 창, 환기구를 통하여 악취가 진

입하기 쉬운 경우도 적지 않아, 각인의 생활형태가 상호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위와 같은 구분소유의 성질 상 자기의 생활에 관하

여 내재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여, 동물의 사육에 대해 공

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하여 이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구분소유법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판단

하였다(東京高裁 1994. 8. 4, 「判例タイムズ」, 855号, 301頁; 강혁신, “구분소유권의 소유권성 변질론”,

「민사법학」, 제40호, 한국민사법학회, 2008. 3, 137-138면 재인용).



167

3.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형태는 건물의 구조, 규모 등이 가지는 특성에 의

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구분소유라는 소유형태와 공동주택이라는

거주형태에 기인하는 권리․이용관계의 복잡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494)

전유부분에 있어서,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유해한 행위,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동법 제6조 제1항). 즉 구분소유의 관계를 개별소유권의 집합으로 보아 사

적소유권을 전제로 하므로,495)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독점 소유권을 가지

고 있지만, 그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는 의미이다.496)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조합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일본민법 제709조), 의무반자

에 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57-60조, 집합건물법 제43조-제46조).

청구의 범위는 지속적인 폭력, 폭언을 하여 의견 개진을 못하게 방해하고, 공용

부분을 본인 사용자 위주의 창고 등으로 개량하는 행위 또는 동의 없이 게시판에

무단으로 일방적 주장을 게시하고 왜곡 및 선동 행위 등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이런 행위를 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해서 구분소유자들은 공동의 이익

침해행위 금지가처분이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의 소를 제기할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 개선이 되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 경매신청으로 공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를 제어할 수 있다.

4. 구분소유 관계의 법적 성격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관한 집합건물법의 규정은 구분소유권의 행사에

는 상린관계에 기인한 일정한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497) 따라서

494) 강혁신,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사용방법과 ‘공동의 이익’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4집, 한국법학

회, 2006, 86면 이하 참조.

495) 稱本洋之助․鎌野邦樹, 「コメンタール マンション區分所有法」, 日本評論社, 1997, 43頁.

496) 이는 구분건물이 물리 일체성을 지니고 있는 당연한 결과이다.

49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가합6180 판결에서 “이와 같이.규정한 취지는 원칙적으로 집

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전면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고 할 것이나, 각 전유부분이 전부 동일건물의 일부분으로 일체성을 이루고 있는 집합건물의 특성상 구

분소유자가 구분소유권을 무제한적으로 주장할 경우,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여 집합

건물의 원만한 사용, 수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권을 인정하는 목적 자체에도 반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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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의 행사는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의무를 수반한

다.498) 한편, 구분소유권의 상린관계적 특성상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전유부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등에 대한 사용청구

권을 가진다.499)

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상호관계

전유부분에의 권리는 단독소유권이며,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일

본 구분소유법 제1조, 일본 민법 제206조; 집합건물법 제1조․제2조). 그러나 공용

부분에서의 권리는 공유권이므로 이에 대하여 ‘각 공 유자는 각각 한 개의 소유권

을 가지고, 각 소유권이 일정한 비율에 대해 서로 제한하여, 그 내용의 총합이 한

개의 소유권의 내용과 동일하게 성립되는 상태’로 인식되며, ‘한 개의 소유권이 양

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을 받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다.500) 또한, 대지에 하여도 그 법률계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 또

는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준공유이므로 공용부분의 권리의무와 동일시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구분소유권의 두 기둥은 일반적으로 ‘단독소유권’과 ‘공

유’(임차권 등의 공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두 요소

가 대등한 관계인가, 그지 않으면 어느 하나의 요소가 우위에 있는가의 문제인데,

일본에서는 공유가 단독소유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공유우위설’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공유’를 제도로서의 구분소유권의 기 에 놓는다는 의미인 것이

다.501) 한편, 구분소유권의 내용에 단독소유권과 공유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단독소

유권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각의 구분소유권은 1동의 집합건

물 안에 있는 다른 구분소유권과 물리적인 연속 상에 있어, 구분소유권의 상호간의

행사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돌의 해결 방안으로서 일본 구분소유법 제6조

(구분소유자의 내재적 의무, 집합건물법 제5조)가 존재하며, 이는 전유부분의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502)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498) 강혁신, “구분소유권의 소유권성 변질론”, 「민사법학」, 제40권, 한국민사법학회, 2008, 137-139면.

499) 곽윤직․김재형, 「물권법」, 박영사, 2019, 307면.

500) 川井 建, 「主席民法(7)」, 有斐閣, 2007, 306頁.

501) 丸山英氣, 「區分所有法」, 大成出版社, 2007, 40頁.



169

2) 집합건물법과 민법상 상린관계규정

생활방해의 문제는 일반건물, 집합건물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유자 사이에서는

공통적으로 생활방해가 금지되기 때문에 민법 제217조의 상린관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다.503) 공동주택은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단독주택보다

이웃 상호 간에 밀접한 근린관계에서 생활방해의 고통에 시달릴 염려가 보다 크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 된다.504)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사용방식은 구체적인 사정, 즉, 시설의

크기, 건물의 소음방지, 위치와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회 통

념에 따라 공동의 이익의 침해여부가 결정될 것이다.505) 공동의 이익 측면에서 구

분소유자 상호 간의 무제한적인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상호 간의 어느 정도를 수인

해야 하는지의 조절이 상린관계의 취지일 수 있다.

3) 관리자의 법적 지위

관리자는 공용부분을 보존하고 구분소유자의 집회결의를 실행하며, 규약으로 정

해진 관리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고 이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관리자는 스

스로의 판단으로 관리행위까지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관리자는 규약 또

는 집회결의에 의해 직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를 위해 원고 또는 피고로 될 수가

있다. 관리자는 구분소유자 총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또한, 구분소유자 총회의 결의를 집행

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자는 구분소유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

인도 관리자가 될 수 있다.506) 다만, 구분소유법상의 관리자는 관리단의 대표자가

502) 渡辺 晋, 「新區分所有法の解說」, 住新報社, 2003, 235頁.

503) 김준호, 「건물구분소유권법」, 대왕사, 1982, 84면.

504) 丸山英氣, 「區分所有法」, 大成出版社, 2007, 258頁.

505) 이홍렬, “공동주택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용에 관한 사법적 검토”, 「집합건물법학」, 제17집, 집합

건물법학회, 2016. 2, 125면.

506) 2012년 개정된 우리나라의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기관에 관한 여러 개정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그 내용으로 우선 관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고(동법 제26조의2, 제26조의3), 규약의 정함 이 있는

경우에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24조 제3항), 관리인의 보고 의무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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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구분소유자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자로 이해되며,507)

위임계약을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단체법리

를 도입하여 구분소유자 의사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특정

승계인에게도 위임계약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자제도를 도입한 것이

라고 한다.508)

Ⅱ. 집합건물법상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집합건물법은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대하여 2가지로 명

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이고, 두 번째는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다. ‘건물의 보

존에 해로운 행위’란 전유부분의 내력벽을 철거하는 등의 건물의 물리적 훼손행위

등을 말한다. 건물의 물리적 훼손행위는 건물전체의 안전성과 수명을 저하시킴으로

이는 건물의 보존에 대한 침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

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예를 들면, 관리비 체납

을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관리비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관리비가 구분되어 구

분소유자에게 통지되는데 특히 공용부분의 관리비의 체납은 단지전체의 관리운영

등에 막대한 불편과 영향을 초래하므로 당연히 관리비 체납행위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추상적인 개괄적 규정이기 때문에 일정의 기준이 필요하다.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가의 여부는 해당행위의 필요성의 정도, 이에 의해 다른 구분소유자가 입는 불이익

의 양태, 정도의 모든 사정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509) 또한, 단순히 재산

관리적 관점으로부터의 공동의 이익만이 아니고 공동 생활적 관점으로부터의 공동

의 이익도 당연히 포함된다.510)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추상적인 개념은 행위에 대

화하였으며(제26조), 정기관리단집회이 개최시점을 구체화하였으며(제32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제3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제42

조의2)하였다(김영두, 앞의 논문: 집합건물 관리단의 기관, 145면).

507) 丸山英氣, 「區分所有法」, 大成出版社, 2007, 152頁.

508) 丸山英氣, 「區分所有法」, 大成出版社, 2007, 152頁; 실무상 많은 경우 관리조합의 이사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으나, 관리조합과 관리회사가 관리자로 된 경우도 있다(稱本洋之助․鎌野邦樹, 「コンメンタ-ル

マンション 區分所有法」, 日本評論社, 2004, 138頁).

509) 동경고등재판소, 1978. 2. 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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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체적 유형으로 보존행위와 부당사용 등의 규약상의 기초적 사실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자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의 문제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1.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증․개축행위 등 

집합건물법 제5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용도로 분양된 전유부분의 내

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주거용도의 전유부분의 내부 벽의 철거와 파손을

통한 증축 및 개축행위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증․개축행위는 공동의 이익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집합건

물법은 전유부분의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증․개축 없는 단순한 전유부분의 내부 벽 외 철

거행위도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과 관

련된 용도변경이나 내부, 벽 철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부분

인 내부, 벽 등을 철거하여 그것을 전유부분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와 다

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도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가 된다. 주택법이 적용되

는 공동주택의 경우,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증․개축

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택법은 시장 등의 행위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주택법 제4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 따라서 전유부분의 용

도변경이나 내부 벽의 철거 등의 행위는 집합건물법 제5조 제2항과 주택법령의 규

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다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한 공

동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집합건물법 제5조 제2

항의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전유부분의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증․개축하

는 행위에 대하여 관리단 등의 허락을 받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그 위반행

위는 집합건물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고, 동시에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행

위가 된다.

510) 日本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編, 「新しいアンション法」, 商事法務硏究會, 1994, 27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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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간소음

소음, 진동은 악취, 과다한 빛 등과 함께 생활환경의 침해 요인으로서 환경 분쟁

의 주요한 원인이다. 현행법상 소음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의미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호).511)

일상적인 용어로서의 소음에 주관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

여지고 있지만 법적인 의미에서 소음 개념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객관화된 개념이다512)즉 소음은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상대방에게 불쾌

감을 야기하는 음질 또는 음량의 소리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513) 집합건물에서는

구조적, 면적, 두께 등의 소음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보완시공 및 법적 처벌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1) 공동주택의 건축에서의 층간소음 관련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514)에서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 층간 바닥 화장실의 바닥 등의 경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

준」515)에서도 주택법 제5조에 따라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 대상인 공동주

511) 변우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민사법이론과실무」, 제8권, 민사법의 이

론과 실무학회, 2015. 4, 35면.

512) 판례는 생활방해의 수인한도에서 이러한 객관성을 반영하여 해당 토지의 객관적인 상태와 평균인의

통상적인 감각을 기준으로 판단․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법관의 자의적인판단을 경

계하여 소음인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법규가 정하는 기준치의 측정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 막

연하게 함부로 판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650 판결).

513)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2호에 따르면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인공

조명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뜻한다. 즉, 악취 인공조명 진동등과 더불어 소음은 생활환

경에서 중요한 침해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7, 516-544면).

5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에서는 「주택법」제2조, 제35조 제38조 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

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대지 조성의 기

준, 공동주택 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등급인정, 공업화 주택의 인정, 절

차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 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515)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016 -824호 2016년12월6일 개정․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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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을 포함하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동법 제42조 제2항 제2호의 리모델링 추가로 증

가하는 세대만 적용에 대하여 바닥 구조 중 벽식 구조 무량판구조 혼합구조는 인

정기관으로부터 성능 확인을 위한 인정(이하 “성능인정”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고

동 규칙 제4조 제2항,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의 기준과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인정기관의 지정 등을 자세히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건설사나 분양회사의 하자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516) 향후 정부가 집합건물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확인제도가

중요하며 사전인정제도의 보완으로 시공 후 사후확인제도를 통해 미 조치에 대한

재재를 해야 한다.

2)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에

서의 관련 규정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에서는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

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

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

금 층간 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517)

516) 양형우, “아파트(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분양회사의 법적 책임”, 「재산법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14. 5, 98면.

517) 변우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법적문제에 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8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5. 4,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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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해결수단

(1)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제1항에 근거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이처럼 시ㆍ도지사

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는 것은 법률상의 기속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여기서 의

무의 귀속은 다른 한편으로 권한의 귀속을 의미한다. 즉, 「공동주택관리법」제18

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

을 시ㆍ도지사에게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ㆍ도 지사가 부여받은 관리규약 준칙의

제정 권한은 그 규율 형식 및 내용에 따라 법적 성격 을 파악할 수 있으며‘서울특

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표제명이 준칙으로 되어 있으며, 법조의 형식으로

예시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① ‘법조의 형식’은 행정입법과 관련된 문제로 논

의될 수 있고, ② ‘표제명이 준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입법의 한 유형으로서 준

칙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상위 논의에 해당 되는 법조의 형식과 관

련된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표제명이 준칙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논

의하기로 한다. ➂ 끝으로 이상을 종합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법적 성격을

도출하도록 한다.518)

(2)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

구분소유건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조합이 자주적으로 정하는 규칙인 ‘관리규

약’이 필요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정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주택법 제

44조). 집합건물법 제42조 제2항은 임차인 등 점유자에게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

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그런데 동조의 사용방법에 속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항의 의무와 집합건물법 제5조 제4항의

518) 정연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법적 성격과 효력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그를 중심

으로”,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8, 4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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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차이가 문제된다. 동법 제43조 이하의 제재조치의 적용은 동법 제5조 제4항

의 의무위반에 한정된다. 집합건물법 제5조 제4항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구분소유

자의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에 관한 것임에 대하여 동법 제42조 제2항

의 의무는 경미한 의무도 포함된다. 그 이유는 동항의 의무위반만을 이유로 동법

제43조 이하의 제재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위반행위가 동법 제5조의 의

무위반에 상당한 때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서의 제재조치가 인정된다.519)

(3) 정책적 대안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① 유치원⋅초

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생활예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늘리

고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거주자들 간의 상호이해와 배려하는 성숙한 생활문화

를 정착하도록 의식개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520).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있어서 1차적 생활수칙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

규약을 통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시급히 관련 법규에 부합

하도록 층간소음 관련 규약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아

파트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과 관리규약 위반자의 벌칙규정을 두어야

하고,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과 위약금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521) 층간소음으로

규정하는 사례는 지역 간 발생 빈도의 따라 여러 가지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공

동주택에서의 위, 아래층 간의 층간소음문제이며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및 뜨거운 바

람, 그리고 애완견 짖는 소리(층견소음)등의 여러 세대 간 요소 적 갈등이 대립하

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리주체로서 분쟁의 해결유형은 한정적이고 정책은 미

진하다고 볼 수 있다. 관리 주체는 화해조정지원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

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이에 정책적으로

519) 박경량,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존중의무”, 「사회과학연구」, 제5권, 순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272면.

520) 한국아파트신문, 층간소음으로 국민 88%가 스트레스 경험, 2013. 12. 12.

http://www.hapt.co.kr/ne ws/articleView.html?idxno=27558

521)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에 층간소

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조정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배포하여 공동주택

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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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지원하고 관리주체에게 분쟁해결을 위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오해와 갈등

을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화해지원회의를 설립해야 한다고 본다.

(4) 층간소음에 대한 수인한도

층간소음으로부터 평온한 생활이익의 보호는 필연적으로 소음발생자의 활동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평온한 생활의 유지와 일반 적 행동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의 보호라는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소음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대립되

는 이익의 조정 이 주된 과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평온한 생활 이

익의 침해는 손해배상 청구나 방해 배제 및 예방청구의 근거로 보지 않고 사회 통

념상 일정한 정도의 소음침해는 수인해야 한 다고 하는 “수인한도론”이 주장되고

있다.522) 특히 소음을 비롯한 상린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련된 법적 논점의

대부분은 ‘수인한도’를 중심으로 논해지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523)

이러한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다. 즉, 이러한 입증책임을 층간소음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부담하는지 아니면

수인한도의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는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있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침해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피

해자가 사회 공동생활상 이를 수인할 의무 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침해에 기한 손

해 배상청구권 발생사실의 예외 사실, 즉 권리 장애 사실에 해당 되므로,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524)

52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35 판결 등 참조.

523) 조홍식, “상린관계의 법정책”, 「법학」, 제50권 제3호, 서울대학교, 2009. 9, 291면.

524) 오석락, 「환경소송의 제문제」, 삼영사, 1996, 78면. 이에 대하여 건물의 신축 등의 일조침해 행위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이를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반대의 견해도

있다(손윤하, 「환경 침해와 민사소송」, 청림출판, 2005,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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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용사용권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이나 대지 등을 그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하다(동법 제13조, 제21조). 그런데 그 공용부분이나 대지 등의 일부는 일부를 특정

구분소유자는 제3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전용사용

권이라고 한다.525) 일본의 법원은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유물의 법리에 의한 사항이라고 단하고 있다.526)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

히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즉, 이것은 공유의 법리에

의해 설정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전용사용권은 매매계약 규약에 의해 매수인

전원의 동의로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이다.527)

Ⅳ. 공동의 이익 의무위반에 대한 해결방안

1. 공동의 이익에 관한 사법상의 조치 

입주자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사용에 관하여 공동주

택 입주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를 하거나 그러

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 이와 같은 정지청구는 재판

상․재판외의 청구도 가능하다. 재판외의 청구는 관리인이나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

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단체 집회 결의로 관리인이나

지정된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만이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을 위하여 제소할 수 있

다(집합건물법 제43조 제2항). 이같은 정지청구는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전세권자․

임차인 등과 같은 점유자에 대해서도 인정된다(집합건물법 제43조 제3항).

525) 일본의 표리규약 제2조 제8호에서도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대지 공용부분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526) 大阪高判 1977년 9월 12일 판결「判例タイムズ」, 제361호, 259頁.

527) 일본의 구 구분소유법에서는 포괄적 설정과 개별 설정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행 구

분소유법에서는 양자가 각각 분화되어 있는 동시에 후자의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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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단 집회의 제소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정지등의 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재

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통상결의사항으로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제소결의가 있어야 한다

(법 제43조 제2항, 법 제38조 제1항).

3. 사용금지의 청구

집합건물법 제44조 제1항은 “제43조 제1항의 경우에 제5조 제1 항에 규정된 행위

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이용 확보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

함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소(訴)로써 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

유부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동조 제2항은 그 결의요건으로써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동조 제4

항은 사용금지 청구를 위한 결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사용금지청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정지청구만으로는 공동생활관계의 파괴를 방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문제된 공동주택 소유자가 정지 판결에 따르지 않거나 정지 판결 자체가 실

효성을 거두기 어려 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528) 예컨대, 소음 및 악취를

발산하지 않도록 하는 판결에 의해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음에

도 계속해서 소음 및 악취를 발산하거나, 공용부분에 사적인 물건을 제거하라는 판

결에 의해서 대체집행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졌음에도 계속해서 사물을 방

치하는 경우가 그러하다.529)

528) 김용한, “구분소유자의 의무위반”, 「개정민사법해설」, 111면.

529) 강혁신,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사용방법과 ‘공동의 이익’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4집, 한국법학

회, 2006,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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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 청구

집합건물법 제45조는 “구분소유자가 동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규

약에서 정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해당 구분소유

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

정 한다. 이를 위한 청구요건은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집합건물법 제45조 제2항). 집합건물법

제43조, 제44조의 행위정지나, 사용금지청구 등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관리적 조치이며 원활한 건물관

리의 침해적 원인을 제거하고 공동생활을 위해서 최종적 경매청구까지 할 수 있다

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 구분소유권의 제한으로 인한 경매청

구에 대한 사례는 없었다. 향후 사례에 대한 의미 있는 관찰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

되어진다.

5.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임차인 행위 

점유자는 구분소유자와 달리 임의의 관리단 구성원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리단 업무에 대한 관심이나 관리 방식에 대하여 관여하려는 의지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적 생활을 우선하는 집합건물의 특성에서 공동

의 이익을 위한 단체법적 질서의 준수나 일정한 의무 분담은 필연적이라 할 수 가

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생활 규범적 행위는 구분소유

자는 아니지만 구분소유자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에 대해 의무사항 위반 시에는 다른 구분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그 행위의 정지를

청구 할수 있으며(집합건물법 제 43조 제3항), 그 위반으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

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될 경우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

분소유자는 계약의 해제 및 인도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집합건물법 제46조

제1항)

이에 따라 임차인도 집합건물의 관리 운영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개진으로

관리단 업무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집합건물법도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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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6. 손해배상청구권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이러한 손해에는 극, 소극인 재산상의 손해뿐 만 아니라 정신 손해530)도 포

함된다. 불법행로 인한 책임은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피해

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먼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

야 한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에서 가해자의 주 요건인 고의․과 실을 요하는지에

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구제

에 한 법률 제6조와 같은 특별 규정에 의해서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민사법상 구제에서 고의․과실을 부정할 경우에는 결과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게 되어 부당하다고 본다.531) 다만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과실책임의 원

칙을 엄격하게 용하면,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례나 학설은 과실개념의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인다.532) 마찬가

지로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의한 피해자의 입증을 완화533)함으로써 민사법 구제

를 용이하게 하려는 판례의 태도가 층간소음에도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530) 중앙환경분쟁조정원회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 손해배상액은 법원에 직 소송이 제기된 경우와 비교하면

상으로 낮게 책정되어 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법원에 직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약 99%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외 법원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져서 일본은 평균 292%, 미국은 60%∼

46,000%, 독일은 32%∼57% 정도 높은 배상수을 보인다고 한다(환경부 보도자료, “소음으로 인한 정신

피해배상액 실화…40% 인상”, 2016. 12. 8. 조간, 3면 참조).

531) 전경운, 「환경사법」, 집문당, 2009, 125면.

532) 구체적으로는 환경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과실 인정에 관련하여 방지의무 반설, 발견가능성설,

신수인한도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전경운, 「환경사법」, 집문당, 2009, 126면 이하).

533) 일반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

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기를 매개로 간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재

의 과학수단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모

두 자연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등에 비추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 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 하

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합하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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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재를 통한 해결 방안

환경부는 2012. 3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을 유

도하기 위한 ‘이웃사이센터’를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처리단계는

먼저 층간소음 민원에 대해 상담원과의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접수민원에 대하여는

2차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 진단결과 설명, 3자대면 조정(신청인, 관리소장, 가해자)

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해당 민원

은 광역지자체 산하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최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거주자의 환경이익에 대한 권리의식이 강화되면서 소음진동 피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사례 중에서 소음진동과 관련한 사건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

러한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3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이나 개

인 간의 협의, 관리자와 소유자 간의 갈등 대립이 만연해지고 있는 현실에 행정적

개입이나 중재를 통한 조정이 해결방안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8. 소  결

관리주체는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준수의무 위반자에게 해당 청구 취지의 맞

는 집회를 소집해야한다. 이때 집회에는 의무위반자에게도 참석토록 하고 집회의

결의를 통해 재재를 결정하고 있다.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실적

으로 위반행위가 명백하고 공동생활의 생황범위를 침해하는 장애가 현저하게 나타

났을 때 그 장애를 제거하고자 하는 소유자간의 결의 사항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체는 행위 위반자에 대한 그 사안의 변명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는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일정 기간 동안의 재재를 가하는 것으로 소유권의 제

약조건으로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사안으로 집합건물법에서는 공동의 이익의 의

무 위반자에게 재재를 가하기 전에 변명 할 수 있는 방어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

다.(집합건물법 제44조 제3항) 하지만 일방적으로 의무위반자의 방어적 수단으로

작용 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되고 추후 개선의 여지가 불분명한 사례를 많이

534)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 2012, 5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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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가 있다. 그러나 변명의 기회가 주어진 이상 변명은 들어주지만 그 행위 위반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적당한 기간 동안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집

합건물법 제44조 제1항)라고 명시하지만 적당한 기간의 시간적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집회의 권원으로 하여금 의무위한 행위의 정도, 시기, 물질

적인 피해 요소들을 파악하여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제재수단으로 변

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의 정도를 금전적 환산에 기초하여 적당한 기간의 범

위를 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위반행위에 대한 구분소유

자의 판단 근거는 자유롭고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기간의 산출의

기준은 모호해질 수 있다. 그러기에 위반행위로 발생된 피해 요소를 금전적으로 환

산하여 적당한 기간의 정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3절 집합건물의 체납관리비 

Ⅰ. 관리비의 개념

집합건물법은 관리비의 개념에 대한 규정을 따로 명확히 두고 있지 않지만, 공동

주택관리법 제4장 제23조 내지 28조에서 관리비 및 회계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다.535)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각 공유자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며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에서

는 “각 공유자의 지분은 각자가 가지는 전유면적의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관

리비에 대한 설정기준은 전유부분의 바닥면적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법

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집합건물법 제28조)

이 규정들을 근거로 관리비의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관리비란 규약 또는 집회결의에 의하여 관리단 등이 일정기간 동안 각 구분소유

자에게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비용을 위하여 청구

535) 주택법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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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금전채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536)

관리의 개념을 물건에 대한 보존․이용․개량이라고 할 때 공동주택 등 집합건

물의 관리비란 해당 건물의 물리적 형태, 기능을 유지하고 그것을 보존․이용․개

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집합건물의 관리비는 통상적

으로 공용부분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식된다.537)

Ⅱ. 관리비의 유형 및 납부의무

1. 관리비의 유형

관리비를 공용부분관리비와 전유부분관리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이용상․구조상 독립된 공간마다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인정되지만

물리적으로는 일체성을 이루고 있어서 공동비용 성격의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공

용․전유로 구분 짓기가 쉽지 않다. 판례도 공동비용 성격의 관리비를 염두에 두고

공용․전유로 구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례상 공용부분 관리비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관리비를 의미하고, 전유부분 관리비는 전

유부분에서 발생한 개별사용료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538)

2. 관리비 징수

관리비의 징수는 관리단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의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즉, 공

용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

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부여되어 있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2항).

536) 임정평, 「한국 부동산 민법과 통일후 법률정책」, 법률문화비교학회, 2003, 455-462면.

537) 한삼인․강용암, “공동주택 체납관리비의 채무승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41권, 한국법학회,

2011. 2, 137면.

538) 한삼인․강용암, “공동주택 체납관리비의 채무승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41권, 한국법학회,

2011. 2,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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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비 납부의무자

관리비 등의 납부의무는 집합건물의 양도에 의해 구분소유권이 발생하고 구분소

유권의 등기 등에 의해 집합건물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상태가 된 때부터

법령ㆍ관리규약ㆍ관리단의 집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한다고 한다.539) 집합건물

법상 관리비의 납부의무자는 집합건물의 각 공유자임을 밝히고 있으며(집합건물법

제17조),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

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23조).

관리비의 납부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입주자이지만, 승계인에 의하여 납부

될 수 있다. 일반승계인은 피승계인의 지위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자이며,

특정(특별)승계인은 피승계인의 지위를 일부 특정 부분을 승계하는 자를 말한다.

특정승계는 특정한 재산권의 양도를 받는 경우이고 여기에는 증여에 의한 수증자,

매매로 인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구분소유자 뿐만 아니라 경매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도 포함된다. 견해에 따라서는 경락인을 원시취득자라고 해석하여 관

리비 승계를 부정하는 견해도540) 있지만, 이에는 찬동할 수 없고 경매도 승계취득

으로 보아야 한다.541)

Ⅲ.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아파트를 비롯한 집합건물에서는 단독소유건물과 달리 필연적으로 건물의 공동

관리가 수반되며, 개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건물의 관리를 위한 관리비의 징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연체

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

다.542)

539) 東京高判, 平成2(1990). 10. 26. 判決, 判時 1393號 102頁.

540) 김영규, “아파트체납관리비의 승계여부와 집합건물법의 적용 – 대상판결 : 대판 2001. 9. 20.선고,

2001다8677”, 「JURIST」, 통권 377호, 청림인터렉티브, 2002. 2, 50면; 서울지방법원 1997. 12. 17. 선고

97나35510 판결; 창원지방법원 1997. 7. 25. 선고 97나3501 판결.

541) 김영규, ““아파트체납관리비의 승계여부와 집합건물법의 적용 – 대상판결 : 대판 2001. 9. 20.선고,

2001다8677”, 「JURIST」, 통권 377호, 청림인터렉티브, 2002. 2, 54면.

542) 최명순․이춘원, “특정승계인의 연체관리비에 대한 책임”, 「집합건물법학」, 제8집, 한국집합건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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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집합건물이 경매로 진행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낙찰을 받은 낙찰자(매수인)가 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승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

이 되어 왔다.543) 그러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544)에 의하여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중 공용관리비는 승계해야 하지만 전용관리비는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론을 요구

하는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545)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한 채 파산에 이르러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이 경락되는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체납관리비는 관리단이 가압류

후에 집행권원을 얻어 해당 건물의 경매를 통해서 추심하거나 이미 다른 건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체납관리비가 있는 집합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선순

위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단이 체납관리비를 배당받지 못하게 되

는546)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체납관리비의 납부를 둘러싸고 집합건

물의 관리단은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승계한 자에게 관리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에 대해 승계인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다.547)

그러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구분 기준의 필요성, 관

리비 항목별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해당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판결

하여야 한다는 견해에도548) 있지만 여전히 채무에 관한 법률관계는 문제되고 있다.

회, 2012. 6, 134면.

543) 이준현,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한 집합건물 특정승계인의 책임”, 「인권과정의」, 통권 제358

호, 대한변호사협회, 2006, 84면.

544)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545) 이준현,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한 집합건물 특정승계인의 책임”, 「인권과정의」, 통권 제358

호, 대한변호사협회, 2006, 84면에서 재인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8. 19. 선고 2004나1177 판결.

546) 이기영, “체납관리비 채무에 대한 집합건물 특정승계인의 책임과 그 범위”, 「법조」 제541호, 법조협

회, 2001. 10, 117면.

547) 윤철홍, “집합건물법상 관리비의 개정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통권 제51집, 전북대학교 법학연

구소, 2017. 2, 193면.

548)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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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부승계설

집합건물법 제42조 및 제28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후술하는 바

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과 같다. 이 견해에 따르면, 체납 관리

비가 특별승계인이 승계하지 않는다 하면 사실상 그 관리비 징수가 어려운 점 및

공용부분의 관리비와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상호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 등의 실제

적인 이유 외에도, 집합건물법 제28조 제3항의 구분소유자를 반드시 관리규약 제정

당시의 소유자로 한정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규약 상 체납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한다.549)

2. 승계부정설

관리규약에 규정을 두어 체납관리비채권을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

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유자로부터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특별

승계인은 자신의 참여 없이 성립된 관리규약에 의해 자신에게 불리한 법률효과를

일방으로 강요당하게 된다. 이러한 관리규약상의 승계규정에 하여 특별 승계인은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얻지 못하며, 관리규약이 그 제정에 있어서 사법부의 공정한

심사를 거치는 것도 아니다.550)

체납된 관리비는 이를 징수하지 못한 관리단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다만, 관리단

의 재산으로 변제불능의 결과가 야기될 때에 비로소 집합건물법 제27조의 규정에

549) 윤철홍, “집합건물법상 관리비의 개정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통권 제51집, 전북대학교 법학연

구소, 2017. 2, 198면.

550)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분양에 따른 관리규약은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자와

분양계약을 체결 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제정된

다. 즉, 사업 주체인 분양회사의 일방적 주도에 의해 관리규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분양회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준 것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대상 공동주택의 사정을 아직 잘 알지 못하고,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 관리규약의 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한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 하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입주예정자

가 분양회사가 제안하는 관리규약에 관하여 그 동의를 거절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동의의

거절은 현실적으로 분양계약 체결의 거부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는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 결과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 주체인 분양회사에게 유리한 내용이 되기 쉽다. 다만, 이

관리규약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187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이 관리단의 채무를 분할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한

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의 규정과 공동

주택의 입주자들의 공동주택의 관리·사용 등 사항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

용은 그것이 비록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의 관리규약에 따

른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러한 규정으로 인해 승계인이 전 입주

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고 본다.551)

또한,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대신 부담하게 된 특별승계인은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약사항에 대하여 승낙 여부를 문의 받

는 일조차 없다. 구분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

하게 된 경우조차도 그 위반행위를 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법적 배려 내지 보장을

잊지 않는 우리 집합건물법의 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전 소유자에 의해서 체납된

아파트 관리비 전부를 무조건 그 특별승계인이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심히 형평에

맞지 않으며, 소유자의 관리체납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특별승계인에게 일

방적인 금전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552)

3. 부분승계설 (공용부분 승계설)

부분승계설의 견해는 “집합건물은 다수인이 거주 또는 업무나 영업을 하는 생활

공간으로서 현실적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므로 간이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국

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 된다”553)

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등의 납부의무가 특정승계인에게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그 논거와 비판요소를 살펴보았다. 특정승계인에게는 체납관리비에 대

한 승계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이론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공용부분관리에

한하여 특정승계인에게 그 채무가 승계된다는 채무일부존재이론 또한 관리비에 대

551) 박성호, “아파트체납관리비에 대한 특정승계인의 책임,” 「21세기 사법의 전개」(송민최종영대법원장재

임기념문집), 박영사, 2005, 271면.

552) 이준현,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한 집합건물 특정승계인의 책임”, 「인권과정의」, 통권 제358

호, 대한변호사협회, 2006, 87면.

553) 강병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1-364, 2016. 8. 2, 검

토보고서,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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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장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채무부존재이론에 의하면, 공용부분, 전유부분 구분 없이 당해 구분건물

에 속하는 모든 관리비 등은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한다. 이는 공동주택의 관

리의 현실과 관리비가 의미하는 공익적 성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이론으로

서 타당하다.554)

4. 소 결 

집합건물법 관리운영의 제42조 1항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를

비롯한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집합건물은 다수가 공동으

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건물이므로 자치 규범의 제정으로 특별승계인에게도 납부책

임을 전가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특별승계인에게 공용부분 관리비 외에 전

유부분의 대한 관리비 납부를 제한한다면 결국 관리주체는 체납관리비에 대한 추

징의 불합리와 이에 대한 세대별 전체 관리비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구분 없이 관리비 납부가 특별승계인에게 적용되어야한다.

Ⅳ. 관리비 체납에 대한 조치

집합건물 관리에서 관리비 징수는 공용부분의 관리업무상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중에서도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 과정을 거치면

서 그동안 체납되어진 관리비에 대한 부담으로 논란의 여지는 여전할 것이다.

경제적 전후 사정을 보았을 때 관리비가 체납에 이르기까지 임대차계약상에서도

임대료 미납에 관한 선제적 문제점을 안고 관리비연체 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사용

자입장에서 관리비 연체 중에도 임대료부터 납부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닐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거의 지급불능의 상황에까지 내몰린 경우가 그 대부분이다 그러나 집

합건물관리에서의 체납 관리비는 심각한 공동의 이익에 관한 침해의 소지로 인해

554) 한삼인․강용암, “공동주택 체납관리비의 채무승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41권, 한국법학회,

2011. 2,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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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민감한 건물관리 사안 중 중요한 부분이다. 대부분 공동의 이익과 관리증진

을 위해서라도 단전, 단수 조치는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불법적인 단수,

단전조치는 오히려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기초적 생활영위의 목적으

로 소비되는 물과 전기는 그 의미에서 필수적 요소이며 단 하루도 소비 없이 생활

할 수 없을 정도의 기본적 생활요소이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사회적 문

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적법한 절차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물론 주거 형태의 생활에서의 단절은 기초 생활영위의 지탄의 대상이 되겠지만

장기 체납은 상업용 건물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다른 재산권의 영역에 속하므

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합당한 조치는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Ⅴ. 개선방향

특별승계인이 전유부분의 관리비까지 부담토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합

리적이라 판단되며, 수도, 전기등 사용료는 한국전력이나, 수도사업소에서 관리사무

소의 직접 의뢰를 받아 단전, 단수를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수령하지 못하는 금

액은 대손 처리하여 무고한 주민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특히 단지가 큰 경우 전체관리비 가운데 전유부분의 관

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수의견에 따르면 선의의 입주자등에

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고, 대부분 인력이 부족한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소송에까지 확대하지는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국가의 소송 경

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또는 경

락자의 경우는 최소한의 등기부 등본 정도는 열람을 하고 매매청약 또는 경매에

응하는 것이 보편적 불문의 관례인 것으로 체납관리비 내역을 알고자 한다면 실제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555)

일부의 견해는 체납관리비 채권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을 그 보완

책으로 제시하기도 한다.556)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 국민의 60%를 상회하

555) 강태균․박정철, “공동주택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파트 관리비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49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13. 6, 424면.

556) 이창림, 공동주택 특별승계인의 체납관리비 승계 여부, 「재판과 판례」, 제12집, 대구판례연구회,

2004, 5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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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문제는 공공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채권을 조세와 같은 공익적 성격의

채권으로 이해하여 동 채권의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

이다. 공동주택의 관리 관련 비용 등의 채권확보 및 회수를 위한 입법론으로서는

먼저 동 비용 등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의 인정을 들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최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소액임차보증금ㆍ체불임금 등의 권리를 해하거나

집합건물의 담보가치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없도록 적절한 조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557)

또한,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관리책임자로서 투명성 있는 체납관리비의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무를 명문화하고 그 절차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즉, 일정기간

관리비가 체납되면 우선 독촉장을 발송하도록 하고, 독촉장 발송 후에도 관리비의

지급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법원에 지급 명령을 구하거나 소

액재판절차를 밟도록 한다. 이 경우 입주자의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 아파트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경매진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 하

도록 하고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 등을 밟도

록 한다.558)

제4절 상가권리금

Ⅰ. 권리금에 관한 법적 문제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의 상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상가건물의 위치, 신용, 거래처, 영업 시설 비품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무형·유형의 재산적 시장가치의 양도 또는 시설의 이용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대,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의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가건

557) 이창림, “공동주택 특별승계인의 체납관리비 승계 여부,”「재판과 판례」, 제12집, 대구판례연구회,

2004, 530면.

558) 이준현,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한 집합건물 특정승계인의 책임”, 「인권과 정의」, 통권, 대

한변호사협회, 2006,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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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즉, 권리금은 상가 건물의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신

규 임차인과의 상호 체결되는 차임과 보증금과의 별도의 성향으로 지급되어지는

금전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권리금은 다소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권리금의

종류 또한 다양하게 나누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권리금 계약에서는 신

규의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

한다(동법 제10조의 3 제2항). 이와 같이 계약은 상가 임대차 계약과 비슷한 금전

적 지급을 수단으로 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다.559)

하지만, 법 개정 전 논의에서 권리금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의 도입이라는 법 개

정을 통해서 그 소임을 완성하였고, 개정 후에 논의의 전개를 추가로 예상되어지는

법률 규정을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정 법률에서 중요한

쟁점을 이해하고 입법 취지에 맞는 그 실효성을 알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이해

하며 경제 논리에 관하여 미래의 권리금 취득의 대한 손해배상 및 권리금 수수의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차별성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에 권리

금이 창설되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어 지면서 권리금 필요의 관한 논의와 그 상

가 권리금에 관하여 범위를 확대 적용 하여 살펴보고 그러한 규정에서 둘러보지

못했던 적용 범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논쟁의 쟁점

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한다.560)

Ⅱ. 권리금의 발생요인과 유형

1. 권리금의 발생요인

권리금의 발생요인에 대하여 대법원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행하

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

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

용대가”561)라고 하여 그 정의를 정립시키고 있었다. 학설은 권리금 개념을 상가건

559) 이재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법상 권리금 확보를 위한 법적 쟁점의 연구”, 「법학연구」, 제16권 제2

호, 한국법학회, 2016, 351면.

560) 이무선, “상가 권리금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35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8. 3, 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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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임차인의 영업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562)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간(임차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 임차인과 전차인 간에

장소, 시설 또는 계속된 영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기대감에서 임대차보증금 이

외에 지급되는 금전 기타 유가물,563)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및 임

차권의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또는 전차인으로부터 임

차인에게,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금전 기타 유가물564) 등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었다. 상가권리금은 ‘주

로 도시의 토지 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

소적 이익 내지 특수한 권리이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게, 임차권양수인이 임차권양도인에게 또는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565)

2. 권리금의 유형

1) 시설 권리금

임대차 임차권을 양도할 때 그 목적물의 개축이나 설비비용, 내, 외부에 설치한

인테리어시설, 냉난방 설비시설, 가전제품, 유무선의 전화, 등의 통신관련 시설, 수

도배관시설, 가스설비시설 등의 생활의 편의시설 등이 시설 권리금상 유형에 포함

이 되며 그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로서 수수되는 보상적 또는 매매 적 성질의 형태

를 가진 권리금을 말한다.566) 신규의 임차인은 기존의 영업장내 새로운 영업시설

561)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판결; 대법원 2002.

7.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다20394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 26326 판결 등.

562) 원상철, “상가권리금보호를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 검토”,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

회, 2011. 11, 300면.

563) 권오승,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한국공간환경학회」, 제24권 제4호, 2014. 12, 116면.

564) 배병일, “영업용 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관습법의 변경과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반환”, 「외법논집」,

제36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 178면.

56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7, 1475면; 곽윤직․김재형, 「물권법」, 박영사, 2019, 388면; 김형

배․김규완․김명숙,「민법학강의」, 신조사, 2015, 1424면; 이봉림, “상가건물 임대차에서의 권리금 보호

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제5권 제1호, 한국공공사회학회, 2015, 247면.

566) 임윤순․권영수, “상가건물 임대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집, 한국법학회, 2006.

5,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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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를 배치하고 각종 영업적 비품과 점포내 집기류 등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는 기존 설비를 인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대적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가 있으며 영업개시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도 대폭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

다.567)

상거래 적 관행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를 인수하여 운영하려 할 때에 내부

에 실시했던 시설 및 설비 관련 비용을 칭하며, 일반적으로 내부의 간판, 설비시설,

인테리어시설 등이 여기 포함된다.568) 내부인테리어, 간판 등의 기자재 등을 인수할

때 나 사용할 때 지불하는 시설 값을 시설 권리금이라 한다.

2) 영업 권리금

영업 권리금은 그 점포에 관한 상권의 형성,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영업자의 노

력을 무형재산화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임차인 간 상호 점포 거래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게 다루어지는 부분이기

도 하다. 영업 권리의 산출은 임차인의 노력과 영업이 무형재산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해 임차인에게 전환되어 지는 것이지만 임대차 계약상 종료로 인한 임차인이 가

지는 영업상의 매출 총 이익이 사라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영업

권리금에 관한 손해배상금액의 산정에는 다소 어려움이 발생한다. 임차인은 당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유사성 따르는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영업적 이익의 일부를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569).

567) 권오승,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7권 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117면 :

배병일, “영업용 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관습법의 변경과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반환”, 「외법논집」, 제

36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 118면.

568) 원상철,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 검토”,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재산법

학회, 2011. 11, 301면.

569) 이상용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바람직한 임차인 보호 방안- 존속 보장과 영업보상”, 「민사

법학」, 제73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12,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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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권리금

지역 권리금은 영업행위와 지리적 이점 등을 가지고 있으며 상권개발과 해당지

역의 토지가격 상승 등의 프리미엄이 타 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음으로 발생하는

권리금이다. 이런 지역 권리금은 일반적인 구성 형태의 권리금으로서 상권 내 유흥

업소, 백화점 주변 등 장소적, 지리적, 그 지역성의 특징과 매장의 면적 등의 구분

되는 범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당초 상가가 입점된 입지와 상권에 대한

가치적 프리미엄을 뜻하며, 상권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일수록 이러한 지역 권리금

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다.570)

지역 권리금은 다른 상가권리금과는 달리 신축되는 건물에 신규로 그 점포를 오

픈할 경우에만 거론 된다 볼 수가 있다.571)

Ⅲ. 권리금에 대한 손실보상

1. 손실보상과 권리금 손실보상의 의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손실보상은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공적인 부

담 앞의 모든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서 그 공권력의 주체가 손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이다.572)

손실보상의 법리적 행위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인의 재산성에 관하여 수용 등의 침해를 가하였을 때에 그로 인해서 사

인이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에 영업손실보상은 보

상 중 영업상에 관한 손실보상으로서, 그 공공사업시행을 위해 건물을 수용해야 하

는 경우에는 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던 영업인이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

으로써 발생 되는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영업손실보상에서 영업자는 그 공

공사업으로 인하여서 입게 되는 모든 손실이나 손해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영업

570) 원상철,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 검토”, 「재산법연구」, 28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

회, 2011. 11, 301면.

571) 송기영, “상가건물 임차 시 다툼이 많은 권리금 문제”, 「부동산 포커스」, 2011. 2, 35면.

572) 박균성,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7, 8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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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권리금에 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당연히 그 영업손실보상에 포함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업자의 권리금의 관한 손실보상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영업자가 향후 미래에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시 그 신규의 임차인으로부

터 권리금을 수수 할 수가 있었을 것이었으나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한 수용으로 인

해 임대차관계가 중도 해지 및 종료 되었을 때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기회

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영업손실보상의

하나이다.573)

우리 헌법 제23조 제2항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이나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 필요”에 부합하는 요건에 따른 “특별한 희생”을 정

당한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또한 도시환경의 미적 개선 및 그 기능

의 회복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

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모든 환경적 정비 사업에서 “공

공의 필요”라는 요건이 충족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시행에 대한 기존 사인들의 삶의

터전과 영업하는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특별

한 희생”이라는 상실 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있다고 볼 수 있다.574)

2. 손실보상과 권리금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재산권에 대한 헌법상의 규정은 여러 기본권 규정과는 별도로 그 내용적부분과 

한계는 그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기본권의 형성적 법률유보의 

형태로 볼 수가 있다.575) 

헌법이 보장 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내용과 그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

식적인 의미의 법률에 관하여 정하여지므로, 그 재산권성의 구체적인 모습은 당연

히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다. 또한,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재산권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필요라는 공익적인 부

573) 전극수, “권리금의 손실보상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제41권,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212면.

574) 최재용․고민구․서순탁, “도시정비 사업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실태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한국정

책연구」, 제12권 제4호, 경인행정학회, 2012. 12, 594면.

575) 헌법 제23조 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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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위해 수용․사용 또는 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76)

1) 헌법의 규정과 효력

헌법은 손실보상과 공용 침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은 공용의 침해 및 보

상에 관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법률로서 규정하도록 정

한 의미는 무엇이고, 또한 법률상에서 공용의 침해에 관련한 규정만 있고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헌법의 규정만으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577)

이때 법률에 따라서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가 있고, 그로 인해서 그 사

인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법률에서는 손실보상에 대한 그 규정이 없다 한다

면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손실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때 보상이

없는 공용 침해에 대한 규정은 위헌으로서 결과적으로 공용 침해가 불법적인 행위

가 되고, 그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는 손해배상으로 이를 해

결할 수 있다. 또한 손실을 입은 자는 보상입법 부작위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손실보상에 관련한 입법을 기다렸다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578)

한편 헌법에서는 손실보상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헌법 제23조 제3항), 그 정당한 보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절충설,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이 있다. 그 다수설 및 판례 입장인 완전보상설에 관한 정

당한 보상이란 수용이 되는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

으로서, 만약 부대적 손실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579)

576) 하창효, “토지 수용 시 정당한 보상으로서 권리금”, 「감정평가학논집」, 제12권 제2호, 한국감정평가

학회, 2013. 12, 85면.

577) 전극수, “권리금의 손실보상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제41권,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213면.

578)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7, 586면; 하창효, “토지 수용 시 정당한 보상으로서 권리금”, 「감

정평가학논집」, 제12권 제2호, 한국감정평가학회, 2013 12, 94면.

579) 자세한 것은 박균성,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7, 920면; 박성규, “공용수용의 정당보상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10집 제1호,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07. 3, 110-111면; 허강무, “정당보상

구현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32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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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는 생활보상, 사업지역 외의 손실에 대해서 간접보상까지 분리해서 포함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580)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

로는 피 수용 재산상의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정의로

완전 보상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581)

권리금이 재산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본다. 재산권은 사법상․공법상의 경제

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582) 또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형성된 모든 재산가치적 법

익이다.583)곧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로, 사적유

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를 말

하고, 재산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주주권은 주주의 자격과 분리하여 양도․질권

설정․압류할 수 없고 시효에 걸리지 않아 보통의 채권과는 상이한 성질을 갖지만,

다른 한편 주주의 자격과 함께 사용(결의)․수익(담보제공)․처분(양도․상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어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

다.584) 결국 권리금, 권리금을 받을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고,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된다.585)

2) 법률의 규정과 효력

위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법률로서 토지보상법이 일반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다

른 법률에서도 토지보상법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며 준용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은

공공사업성에 포함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으로 인한 토지의 소유자나 그 관

334-335면.

580) 주종천, “손실보상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리적 고찰-생활보상과 사업 손실보상을 중심으로-”, 「감

정평가학논집」, 제7권 제2호, 한국감정평가학회, 2008. 12, 136면.

58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 2131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바20 결정 등 참고.

58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743면.

58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510면.

584) 헌법재판소 2008. 12. 26. 2005헌바34 결정.

585) 허강무, “재개발사업 권리금 보상의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제46집 2009.

11, 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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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이 받게 되는 손실에 관해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하

여 손실보상법에서는 그 법률적 근거와 사업시행자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다(토지보상법 제61조). 또한 손실보상에서는 종류와 기준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보

상, 사용하게 되는 토지의 보상, 그리고 건축물 등의 물건에 관한 보상, 그 권리의

보상과 영업상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토지보상법 제70조, 제71조, 제

75조, 제76조, 제77조). 영업상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그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보상하

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하는 방법과 보상기준

을 국토 교통부령으로 하도록 위임하고 있다(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제4항). 이

와 같은 토지보상법에서는 권리금 보상에 관하여서 직접적으로는 규정 하지 않고

있는데, 영업상 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이익과 기존 시설의 이전비용 등’에 그 권

리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본다면, 영업이익은 보상금의 평가 당시 영업상의 이

익뿐만 아니라 장차 장래 얻을 수가 있었던 영업상 이익도 포함된다. 또한 임차인

이 임대차의 종료가 되었을 때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가 있는 그 권리

금도 이러한 영업이익에 포함된다. 이전비용으로도 시설을 이전할 수가 없는 경우

그 시설의 대한 이전대가도 포함되어야 하며 권리금 중에 이러한 시설 권리금이

포함될 수가 있다고 본다.586)

권리금은 실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이를 법적 개념으

로 파악되고 있다. 세법상 상가권리금은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권리금과 「법인

세법」상의 권리금으로 나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

조 제4항에서 상가점포를 임차하면 그 점포에 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

며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과세법상으로도

상가권리금의 개념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국세청의 따르면, 소득세법은 제94

조 제2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경우에 양도가액 산정은 그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에 권리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 된다,587)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

다.588)이에 법인세법상에 상가권리금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유권해석을 통하

586) 전극수, “권리금의 손실보상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제41권,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215면.

587) 국세청, 재산 46014-239, 20000. 2. 29.

588) 허강무, “재개발사업 권리금 보상의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46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11,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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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 인정하고 있으며 그 법인이 사업장으로 건물의 임차를 위해서 전임차인에게

로 지급하는 비 반환성성격의 권리금으로 그 임차보증금과의 구분 등이 증빙 서류

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사업상의 인접하는 지리적인 조건․위치 등 영업상의 이점

을 감안하면서 상관행상으로도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지급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으며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다고 본다.589) 

이는 공평성 원칙에 따라 그 임대인으로 하여금 권리금 반환을 인정하고 판례의

 취지나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 권리금을 “점포를 임차해서 그 임차인으로 서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차인의 생활 보상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상가권리금이라는 무형적인 가치가 공

공사업으로 인하여서 침해되었을 경우 그 손실 보상 대상으로 포함될수 있는 여지

는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진다.590)

Ⅳ. 권리금을 보호받을 권리

1.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

해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권리

금계약(권리금양도양수계약)상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591)

589) 국세청, 제도 46012-10473, 2001. 4. 6．

590) 허강무, “재개발사업 권리금 보상의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46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11, 169면.

591) 성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감

정평가학논집」, 제18권 제2호, 한국감정평가학회, 2019. 8,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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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의 방해금지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

서는 아니 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임차인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는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

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

하는 행위,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 금 임차인에게 권

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 는 자

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

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

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의 4가지이다. 592)

3. 소결

최근 특히 상가건물에 있어서, 경기 침체로 인한 냉기류 속에 창업은 물론이고

영업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직면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여

러 가지 전후 사정으로 폐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회수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보이지 않는 유, 무형

의 금전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금은 지극히 해소가 어려운 부분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권리금 회수의 기회는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며 일방적 계약의

해지 후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

도 그 경우 또한 임차인에게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 반대로, 임대인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의견 및 또는 대부분의 임대인이 세입자의 권리

금회수기회를 방해한다고 보는 것도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단지

어느 부분이 규제되어지는 방해 행위인지와 어디까지가 정당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592) 성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감

정평가학논집」, 제18권 제2호, 한국감정평가학회, 2019. 8, 45면.



201

는 구분할 필요는 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

다. 「구 상가임대차 보호법」 규정에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가능했으며,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선해야만 했다. 이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겠다는 의

사표시를 확정지으면서 나아가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하는 것 자

체가 강요로써 불법행위의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 행위의 표시로 임대차 계

약 종료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통관계나 사안에 대한 개별적 판단여부 각

자의 입장과 태도에서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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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가속화에 따라 건물의 종류도 다변화 하

고 있으며, 상업용 집합건물, 주거용 집합건물, 복합용도형 집합건물 등이 건물들이

도시 개발, 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하는 세분화, 대형화, 스마트화, 지능화 등이 이루

어지고 있다.

상업용 집합건축물, 주거용 집합건축물, 복합용도형 집합건축물 등의 빌딩 수요

가 급증한 것은 1970년대 후반에서 부터 경제발전프레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함이 크다. 이 시기에 대체적으로 광역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상가, 주상

복합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결과 집합

건물을 계층적으로 구분하여 소유하려는 형태, 즉, 공동주택이 일반화되면서 수요

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집합건물이 공급되었으나, 그 건물의 관리

제도나 운영방식 주거형태의 다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현재까지에도 관리운영상

의 법적인 분쟁 등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합건물법은 1984년 4월 15일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통해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다양한 사적 자치와 사법적 규율을 규정하였으며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관한 권리와 점유자와의 공유적 민원과 갈등을 합의하고 조

정하는 관리운영 제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주체는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업무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당연설립기관의 관리단 설립과 그 관리인을 선임 하여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관리방식의 적법한 절차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주체는 구분소유자 전원이고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

한 관리체제이며 소유 및 관리적 의결사항 집행을 일체로 하는 일원적 관리체계의

주체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실무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관리단의 순기능과

역할 그리고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관리인, 관리단집

회, 규약, 하자담보책임, 상가업종제한 및 단지관리단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관계

적 지위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가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관계적 집합건물은 관리당사자인 구분소유자가 우선적으로 직접 관리참

여 하여야 하지만 구분소유자 전원이 직접관리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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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따르며 그 단체가 규모가 큰 대형 집합건물일수록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단히

복잡하며 관련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쉽지 않다．

따라서, 결국, 소규모 또는 대규모 집합건물의 관리체제는 그 관리방법에서 차이

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복합용도형건물의 경우 상업용인 부분과 주거용의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관리하는 하부관리단 구성에 관한 개정위원회의 논의(강혁신

개정위원의 제안)에 동의하는 바가 크다. 복합용도형건물에 있어서 주거용 및 상업

용에서 각각 하부관리단을 구성하여 건물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 등의 건물 전체의

권리 양태를 변동시키는 결의를 제외하면서 공용부분의 관리 또는 변경에 이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부관리단의 결의로 가능하도록 하는 제안의 개정 성립여부에

따라 복합용도형건물에 있어서의 관리의 원활화 및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을

포함하는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집합건물의 관리적 측면에 있어서도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주장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법(私法)인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주

거용인 공동주택과 달리 상가건물이나 주상복합빌딩은 그 이용형태나 건축물구조

가 서로 상이하고 각자 업종별로 공간의 합병, 영업적인 구조적 분할이 자주 이루

어지고 있는 등 구조상 독립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영업공간의 형태에 대한 구분

소유의 공시와 법적인 규율이 필요하지만 현행관련 규율은 현실적으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 중, 5장에서는 집합건물에서 발생 하는 법적 갈등 및 분쟁, 그

리고 법률적 현황에 관하여 비교적 세심하게 고찰을 진행하였다.

1절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의 현실화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임차

인이 제한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유 형

태에 따라 종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필

요한 의사적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서 집합건물의 관

리가 점차 부실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근본적으로 임차인 등

점유자도 공용부분의 관리,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관리단집회에

참석으로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건물에 실

제로 거주하면서 점포를 운영하는 임차인 등의 권익과 권리 증진을 통해 집합건물

의 관리를 더욱더 건실하게 함으로써 통상적인 건물의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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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그 임차인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관리 사항에 있어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직접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

인이나 관리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구분소유자가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의사

를 대면으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 관리인과 관리위

원의 선임에 관한 관리적 참여를 대위적으로 표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집합

건물에서의 임차인의 의결권의 확장에 관한 법 개정의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으며, 이로 인한 실무적 견해를 밝히었다.

2절에서는 공동의 이익의 반하는 행위로써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는 서로 밀접하게 생활하는 집합건물에서의 공유는 그 거주로 인한 상린관

계의 밀접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집합건물에서의 공동의 이익과 소유권의 제

약에 관한 논리, 그리고 소유권이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전면적 지배권과 배타성

등의 충돌 등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의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관리비 체납에 따른 납부의무와 관리비 징수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체납관리비 승계문제에 관해서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성의 미치는 관계와 관리현실

에서 관리비의 공익적 의미에 대해 서술하고 관리비 체납의 따른 관례적 조치사항

에 대하여 절차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4절에서 다룬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적문제로 사회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

해 준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며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역별, 업종별

로 천차만별인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

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상가건물을 도시정비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할 경우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

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구분되고 있는 권리금의 유형 중 지역권

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립과 이들 세 유형을 기

준으로 권리금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권리금 자체의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관련된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확정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은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지만,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건물

에 하여 작용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질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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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도 할 수 있다. 아파트,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종류와 용도가 다른 모든 집

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적합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

고, 이러한 건물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개의 기준을 마련하여 집합건물법에 모두

담는 것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건물이 어떠한 목적과 용도이건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 모든 구분소유자가 필

연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공용부분이 존재하고 있음은 다름이 없다. 그 공용부분이

관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집합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관리방식에 차이가 있게 마련으로 소유와 관리

를 분리하는 체제와 용도와 규모에 맞는 차별화된 관리방법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해야만 한다. 현대사회는 도시형 사회로의 발전 및 전환은 용도가 서로 다른 대형

화되고 복합화된 건물의 등장하고 이에 맞추어져 새로운 집합건물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고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관리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집합건물의

안전성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구분소유

자들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건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

된 기틀이 집합건물법에 마련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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