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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동주택에 관하여 규율하는 대표적인 공법은 건축법과 주택법이

다. 그런데 건축법과 주택법은 공동주택을 달리 분류하고 있어 공

법체계 내에서 공동주택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공동주택의 개

념 요소를 모두 갖춘 다가구주택이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단독주택

으로 분류되어 체계상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사회생활상

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동주택이 등장하고 있으나, 건축

법과 주택법은 새로운 형태의 공동주택을 기존 공동주택 유형 분

류 체계 내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공법적 영역에서

공동주택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의 필수

적인 개념 요소를 추출하고, 특히 사법과 구별되는 공법 특유의

개념 요소로서 단지를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다. 공동주택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공법 일반에

범용성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 분류 체계를 제시한

다.

공동주택의 면적계산에 관한 공법적 규율내용은 건축법과 주택법

에 산재되어 있다.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규율하는데,

공급면적은 공동주택의 공급가격 산정기준으로 기능한다. 공동주

택의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으

로 구분된다.

주거전용면적 계산은 면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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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규격의 자재에 대한 적응력이 있는 외벽의 내부선 기준

으로 계산 기준을 일원화함이 옳다. 개별 세대의 배타적 주거공간

으로 사용되는 확장형 발코니 면적 또한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할

것이다.

개별 세대의 주거공용면적 계산은 면적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의 문제인데, 주택법에서 배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종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여러 가지 배분방식이 사용되어 왔고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 사법적 영역에서 공동주택을 규율하는 법

률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용부분과

주택법상 주거공용면적의 관계는, 공법적 규율이 선행하여 구분소

유자들에게 공급된 주거공용면적을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해석한다.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입법

론으로 주거공용면적에 관한 주택법 규정들은 삭제될 필요가 있

다.

주택법과 건축법이 정한 공동주택의 개념, 유형 분류나 면적에

관한 규율 내용과 관계없이, 세법은 독자적으로 공동주택의 개념

을 정하고 유형을 분류하고 면적을 규율한다.

주요어 : 공동주택, 단지형 공동주택, 개념, 유형, 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학 번 : 2015-22990



- iii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제 2 장 공동주택의 개념 및 유형 ·························· 4

제 1 절 주택의 개념 ····························································· 4

Ⅰ. 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의 ··················································· 4

Ⅱ. 주택 내부 공간 구조 ··························································· 5

Ⅲ. 주택의 부속토지 ··································································· 7

Ⅳ. 주택법상 주택과 준주택 ····················································· 10

Ⅴ. 소결 ························································································· 12

제 2 절 주택의 유형 ··························································· 13

Ⅰ. 주택 분류에 관한 입법례 ··················································· 14

Ⅱ. 우리나라의 주택 분류 체계 ··············································· 18

제 3 절 공동주택의 개념 ··················································· 24

Ⅰ. 한국에서 공동주택의 의의 ················································· 24

Ⅱ. 공동주택의 개념요소 ··························································· 25

Ⅲ. 새로운 개념 정의 ································································· 35

제 4 절 공동주택의 유형 ··················································· 37

Ⅰ.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유형 분류 ······································· 37

Ⅱ.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의 등장 ··········································· 38

Ⅲ. 단지 개념의 공동주택 ························································· 42

Ⅳ. 공동주택의 새로운 분류 ····················································· 43



- iv -

제 3 장 공동주택을 규율하는 법체계 ··················· 48

제 1 절 공동주택을 규율하는 공법 ·································· 48

제 2 절 공동주택에 관한 입법연혁 ·································· 50

제 3 절 주택법의 특성과 법적 지위 ································ 52

Ⅰ. 주택법의 의의와 연혁 ························································· 52

Ⅱ. 주택법의 체계 ······································································· 54

Ⅲ. 주택법의 내용 ······································································· 55

제 4 절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상호간의 관계 ··············· 57

Ⅰ. 주택법과 건축법의 관계 ····················································· 57

Ⅱ. 주택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 ············································· 58

Ⅱ.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관계 ············································· 60

제 4 장 공동주택의 면적계산 ·································· 65

제 1 절 면적계산의 의의 ····················································· 65

제 2 절 공동주택 면적에 관한 공법적 규율 일반 ······· 67

Ⅰ. 건축법상 건축물 면적에 관한 규율 ································· 67

Ⅱ. 주택법상 공동주택 면적에 관한 규율 ····························· 71

제 3 절 주택법상 공동주택 공급면적 산정기준 ········· 75

Ⅰ. 주거전용면적 산정기준 ······················································· 75

Ⅱ. 공용면적 산정기준 ······························································· 82

Ⅲ. 단지형 공동주택의 공급면적 산정-위례24단지를 중심으로

·································································································· 86

제 4 절 공급면적과 전유부분·공용부분의 관계 ········· 90

Ⅰ.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 90

Ⅱ.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입법례 ··············· 90

Ⅲ. 주거전용면적과 전유부분의 관계 ····································· 92

Ⅳ. 공용면적과 공용부분의 관계 ············································· 92

제 5 절 공동주택 면적의 공부상 기재 ·························· 94



- v -

Ⅰ. 건축물에 대하여 편성되는 공적 장부 ····························· 94

Ⅱ. 단지형 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상 기재 ··················· 95

Ⅲ. 단지형 공동주택의 등기부상 기재 ··································· 97

제 5 장 공동주택 면적에 관한 개별적 고찰 ······· 100

제 1 절 공동주택 공급가격 산정 기준면적 ··················· 100

Ⅰ. 공동주택의 공급가격 산정방법 ········································· 100

Ⅱ. 공급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공급면적의 의미 ··············· 101

Ⅲ. 소결 ························································································· 105

제 2 절 발코니 면적과 공급면적 ······································ 108

Ⅰ. 발코니의 의의 ······································································· 108

Ⅱ. 발코니 면적과 바닥면적 ····················································· 109

Ⅲ. 발코니 용도변경 합법화 ····················································· 110

Ⅳ. 발코니 면적의 법적 성격 ··················································· 111

제 6 장 과세관계에서 공동주택 ······························ 115

제 1 절 공동주택에 대한 세법의 규율 개관 ················· 115

Ⅰ. 양도소득세 비과세 ······························································· 115

Ⅱ. 월세소득공제 ········································································· 116

Ⅲ. 신축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 117

Ⅳ. 부가가치세 면제 ··································································· 117

Ⅴ. 종합부동산세 ········································································· 118

Ⅵ. 지방세 ····················································································· 119

제 2 절 공동주택에 관한 세법의 독자적 규율 ············· 123

Ⅰ. 세법상 공동주택 유형 분류와 면적산정 ························· 123

Ⅱ. 공동주택의 수급상황 조절을 담당하는 세법 ················· 125

제 7 장 결론 ································································· 126



- vi -

참고문헌 ········································································129

Abstract ········································································133



- vii -

표 목 차

[표 1] 일본의 건축기준법에 의한 주택 분류 ······················· 15

[표 2] 건축법과 주택법의 주택 분류 ····································· 21

[표 3] 건축법과 주택법의 공동주택 분류 ····························· 37

[표 4]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 ····························· 40

[표 5] 새로운 유형의 공동주택 분류의 예 ··························· 46

[표 6] 건설 근거법령에 따른 주택 분류 ······························· 58

[표 7] 적용기준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규모 비교 ··············· 77

[표 8] 주거용도 건축물의 적용면적 산정방식 비교 ··········· 79

[표 9] 위례24단지 단지 면적 ··················································· 87

[표 10] 위례24단지 2402동 면적 ············································· 88

[표 11] 위례24단지 2402동 103호 면적 ································· 88

[표 12] 위례24단지 입주자모집공고(면적부분) ···················· 89

[표 13] 위례24단지 2402동 103호 분양계약서(면적부분) ·· 89

[표 14] 등기기록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 ······················ 98

[표 15] 등기기록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99

[표 16] 주택시장에 사용되어 온 면적에 관한 용어 ··········· 101

[표 17] 래미안 이수역 로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 일부 ····· 102

[표 18] 힐스테이트 녹번 입주자모집공고 일부 ··················· 103



-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공법상 공동주택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공법 일

반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공동주택의 유형 분류 체계를 마련하

는 것이다.

주택은 인구구조나 사회생활상 변화, 정부정책 등 많은 요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2016년 11월 기준 대한민국 내 전체 주택 중 공

동주택의 비율이 75%에 달하고, 그 중 아파트의 비율이 60.1%를 차지할

정도로1), 공동주택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주거로 사용되고 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법과 사법이 각 규율하고 있으나 규율의 목적은

같지 않다. 공동주택에 대한 공법적 규율의 주된 목적은 한정된 국토에

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정부의 주택정책을 실현하는 것

인 반면, 사법적 규율의 주된 목적은 공동주택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의

범위, 공용부분의 관리 등을 규율하는 데 있다. 공법적 영역에서 공동주

택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건축법과 주택법인데, 건축법은 건축물

의 종류 중 하나로 공동주택을 다루고 있고, 주택법은 공동주택 중 특히

아파트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여 아파트의 건설과 공급에 관하여 특별

히 규율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규율하는 공법인 건축법과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개념을 정

의하고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공동주택의 개념 정의 및 유

1) 통계청 보도자료, 2016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2017,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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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분류가 현재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공

동주택에 관한 시대적 변화상을 완결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의 개념 정의와 유형 분류에 관한 공법적 규율 내용은 개정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아파트는 대다수의 국민이 평생에 걸쳐 마련하는 고가(高價)의 물건이

고, 아파트 가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대하다. 아파트가 사회적 이슈

가 될 때마다 면적의 문제가 논의의 전면에 떠오르게 되는데, 이는 아파

트 면적이 입주자가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규모로서 공급가격 산정의 기

준이 되고 중과세 기준으로 작용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점과, 한편으로 면적 산정에 관한 공법적 규율내용이 명확

하지 않다는 측면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 하에서 공법상 공동주택의 개

념 정의 및 유형 분류에 관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또한, 공동주택

의 면적과 관련된 구체적 법률관계와 공동주택에 대한 세법의 독자적 규

율내용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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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 방법과 범위를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상위개념인 주택의 개념 요소를 분설하여

고찰하고, 주택의 개념과 유형 분류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본다. 단독주택

과 구별되는 공동주택에 특유한 개념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

법상 공동주택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 정의를

기초로 하여 공법 일반에 범용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공동주택 유형 분

류 체계를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공동주택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개관하고 특히 공동주택에

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주택법의 내용을 살핀 다음, 건축법, 국토계

획법, 집합건물법과 주택법간 관계를 규명한다.

제4장에서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면적에 대한 규율 내용, 주택법상 공동

주택에 관한 규율 내용을 확인하고, 위례24단지를 예로 들어 단지형 공

동주택의 공급면적을 계산해 본다. 공동주택 면적이 공적 장부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공동주택의 면적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된 몇 가지

법률관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공급가격 산정 기준면적과 관

련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발코니의 법적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 입법례를 참조한다.

제6장에서는 공동주택의 개념, 유형 분류와 면적 산정에 관한 세법의

규율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례를 검토한다.

제7장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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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동주택의 개념 및 유형

제 1 절 주택의 개념

Ⅰ. 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의

국어사전에서 주택의 뜻은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게 지은 건물’이다2).

대한주택공사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주택문제연구회는 1962년 서울지

구의 주택 및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실태조사 당시 조사 대

상인 주택을 ‘한 가구 또는 수개의 가구가 독립하여 주거와 생계를 영위

할 목적으로 건축 또는 개조한 건물이나 혹은 그 일부분으로써 적어도

부엌과 침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그 기능이 거주의 단일 목적으

로만 사용되는 건물’로 정의한 바 있다3).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주택토지통계조사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이 완전히 구획되어진 건물의 일부로 가정생활을 꾸릴 수 있

게 건축 혹은 개조되어진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여기서, ‘완전히 구획

되어진’이란 콘크리트 벽이나 판벽 등 의 고정적인 구획으로 같은 건물

의 다른 부분과 완전히 절단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한 세대가 독립하여

가정생활을 꾸릴 수 있다’고 함은, ‘한 개 이상의 거주실, 전용의 취사용

배수구(부엌), 전용의 화장실과 전용의 출입구4)라는 4가지 설비요건을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
3) 대한주택공사, 서울대학교공과대학주택문제연구회, 「1962 전국주택실태조사:
제1차 서울지구 집계결과」, 1963, 9면.

4) 실외에 면해 있는 출입구, 혹은 거주자와 그 세대에 방문하는 사람이 언제든
지 지나다닐 수 있는 공용의 복도에 면한 출입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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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시키는 것’을 말한다5).

통계청은 주택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非)거주용

건물 내 주택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

이라고 정의하고, 주택의 요건으로 ① 영구 또는 준 영구 건물, ②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③ 독립된 출입구,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

위일 것을 들고 있다6).

이처럼 주택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주택을 규율하는 공법인 주택법

은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

고 있다(주택법 제2조 제1호).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7)에 따라 건축물

을 분류하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분류하고 있지만, 주택에 관한 정

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특정 건축물을 공법상 주택으로 정의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념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Ⅱ. 주택 내부 공간 구조

5) 이연숙, 전은정, 김민주, 안소미, 「일본의 보찌보찌나가야 다세대공동주택의
유형학적 특성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7. 4, 67면과 국토
해양부, (사)한국주거학회, 「미래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주택건설 방안
연구」, 2008. 12, 38, 46면.

6) 통계청 보도자료, 2016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2017,
95면.

7)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쓰임새’라는 일반적인 의미 외에 건축물의 구조
와 형태까지 포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건축법 제2조 제3호). 그러나
이하에서 ‘용도’라 함은 ‘건축법상 용도’의 의미임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의미인 ‘쓰임새’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 6 -

주택은 그 내부에서 개별 세대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여야 한다.

주택이 어떠한 내부 공간 구조를 갖추었을 때 이를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이라고 볼 것인지 문제된다.

건축법과 주택법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형태의 기준을 주택 내부

에 취사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

축법과 주택법상 ‘다중주택’의 개념 정의를 통해 추론해볼 수 있는데, 건

축법과 주택법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만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주택’을 다중주택이라고 명명하

고 이를 단독주택으로 분류하면서, ‘각 실별로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정하였다8).

대법원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이 장기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일상의 의 식 주에 필요한 화장실이나

세면장,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난방이 가능한지, 방실 구획이 어

떠한 재질의 물질로 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화장실, 세면장, 취사시설이 반드시 개별 공간 내에 설치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9).

주택 내부공간의 형태와 관련하여 한국 주택의 원형적 요소는 ‘방-부엌

-마루’이나, 1950년대 이후 독립된 주거로써 주택의 기본형은 ‘방-부엌-

거실-화장실’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10).

독립된 주거의 형태는 저출산 노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1인 가구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주택법 제2조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
조 제2호.

9)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10) 권용찬, 「원형과 기본형의 개념을 통해 본 1950년대 이후 한국 도시 주택
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4, 97-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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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 외식문화의 발달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

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의·

식·주가 필요조건이라고 할 때,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형태라고 보

기 위해서는 취사가 가능한 부엌공간이 주택의 내부공간으로 필수적이라

는 것은 일응 수긍할만하다.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인 방 또한 주

택에 있어서는 필수공간이다. 한편, 위생시설로 기능하는 화장실의 경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주택 외부에 위치하여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 화장실이 기본적인 형태였지만, 수세식 화장실이 주택 내부에 설치

되기 시작하면서 주택 내부에 화장실이 필수요소로 설치되고 있다. 거실

의 경우, 가족의 공용공간으로 방 이외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종

래 주택 내부공간으로 설치되었으나, 1인 가구의 주거공간인 원룸형 주

택 형태에 비추어볼 때, 향후 주택에 거실이 필수공간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건축물의 내부 공간에 최소한 1개의 방과 취사시설에 해당하는

부엌, 위생시설에 해당하는 화장실이 설치되었을 때, 이를 독립된 주거생

활이 가능한 형태를 갖춘 주택이라고 본다11).

Ⅲ.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법은 주택을 정의하면서 건축물 외에 그 부속토지까지 주택의 개념

에 포섭하고 있다(주택법 제2조 제1호).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

인에 따라 건설되는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특별히 이를 ‘주택단

지’라고 명명하고 있다(주택법 제2조 제12호).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외에 건축물의 부속토지까지 주택의 개념에 포섭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토지는 개별 필지 단위로 지번이 부여되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공간

11) 다만, 다중주택의 개념정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건축법과 주
택법은 현재까지 화장실은 독립된 주거형태의 필수 공간으로 삼고 있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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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 21, 22호). 건축물 역

시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가 생성되어 그 자체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 건축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고, 일물일권주의 하에서 양자를

묶어 1개 물건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사법관계에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대지를 1개의 법적규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

렵다. 다만,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구조물로써 토지는 건축물의 존립에

필수적인 것인 바12), 사법 또한 민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거나 집합건

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등13)으로 건축물의 존속을 보장하

기 위한 특별한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법상 일물일권주의 원칙은 공법적 영역에서는 수정된다. 건축

법상 대지는 건축허가를 위한 기본요소로서 사법상 소유권 또는 거래의

객체인 필지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건축법상 대지는 사법상 개

별 필지와는 분리되어 다른 형태를 띠기도 한다14).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정하

고 있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지가 되는 주택단지 또한 필지의 개

수에 불구하고 1개의 대지로 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

4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에서는 주택단지는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단지의 경우 지번을

달리 하는 수 개의 필지는 1개의 대지로 간주되며, 지상의 개별 동 건축

물, 부대시설, 복리시설과 결합하여 1개의 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법적규

12) 수상가옥 등 토지를 전제하지 않는 주택 형태는 논외로 한다.
13)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규약
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
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정하여(집합건물법 제20조 제1,2항),
대지와 지상 건물의 분리처분을 막고 있고,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
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다(집합건
물법 제8조).

14)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8,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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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받게 된다.

이처럼 사법과 달리 공법상 주택의 개념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주택의 개념으로 포섭

할 여지가 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에서는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공용

되는 건축물로서, 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

시한 바 있다. 또한, 2005. 1. 5. 재산세 개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전

에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구분하여, 건물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으

로,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으로 각 삼고 있었으나, 재산세 개

편 및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대법원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15).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도 취득세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

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다(지방세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의 한도에서 주택개발정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는 바(헌법 제35조, 제122조), 주택정책적 목적 하에 주택과

부속토지를 묶어 하나의 규율대상으로 삼는 것이 공법적 관점에서는 필

요할 수 있다. 공법적 규율이 문제되는 영역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 또

한 주택의 개념 요소를 이룬다고 하겠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는 주택단지라는

개념에 의해 공동주택에 부속된다16). 이 때 공동주택과 부속토지가 공법

15)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
두27896 판결. 대법원은 공법관계에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외에 부
속토지까지를 포함하여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 반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는 주택의 경우 토지가 주택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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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는 ‘주택’으로서 1개의 사업계획 승인의 규율을 받게 되지만, 사법

적으로는 여전히 별개의 물건이고, 주택법은 가능한 한 주택과 부속토지

의 소유권과 사용권 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건

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

하여야 하고(주택법 제21조 제1항)17),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

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다(주택법 제16조 제3항 제2호). 사업주체

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 방법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주택법 제

61조 제1항). 주택법은 주택(복리시설 포함)의 소유자들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

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

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법 제62조)18).

Ⅳ. 주택법상 주택과 준주택

주택법은 2010년 준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준주택을 ‘주택 외의

에 부속되지 않는다.
17)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사
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
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18)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이상인 경우로써 매도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객체인 필지와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인 주택단
지의 소유권 범위가 일치하지 않게 되고, 주택단지에 제공된 개별 필지 소
유자의 사용권이나 처분권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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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임에도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준주택의 종

류와 범위로 기숙사, 고시원19),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주

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기숙사에는 1개 동 내에 공동취사시설이 설치되고 각 실별로는 취사시

설이 설치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 「다중생활시

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97호)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중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에도 실별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나 공

동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인복지주택과 오피스텔의

경우 실별 취사시설이 설치된다. 앞서 살펴본 주택의 개념에 의할 때,

방, 화장실, 취사시설을 갖추었다면,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

스텔 또한 주택의 개념에 들어맞는 건축물로서 주택으로 볼 것이다. 특

히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거

등장하였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며 업무시

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고시원 또한 주거의 용도에 전속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20).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의 경우, 이미 주택

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 바21),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맞게 주택으로 포섭됨이 상당하다.

주택법이 준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취지는 주택으로서의 용도 외에

복합적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거목이 정한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고시원을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20) 대법원은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인 지하 1, 2층, 1 내지 5층 총 면적 670.36
㎡ 부분에 각 개별 칸막이와 화장실 및 세면대를 설치하고 1층에 공동취사
시설을 설치하여 73개의 방을 만든 고시원 건물에 관하여, 이 부분은 장기
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주택으로서 그 층수가 5층 이
상인 경우로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21) 대법원은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
는 행위 뿐만 아니라 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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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사시설이 설치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

복지주택과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복합

적인 용도(기숙사의 경우 학업의 용도,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공간의 용

도,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를 가진 건축물이라면 복

합적 용도를 고려하여 특별한 취급이 가능한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22).

Ⅴ. 소결

주택은 ‘주된 용도가 사람의 주거공간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내부에

최소한 1개의 방과 부엌, 화장실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공법관계 하에서는 ‘부속토지’ 또한 주택의 개념요소로 본다.

22) 주택법상 준주택에 대하여는 이질적인 유형이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명시되
어 있는 상태로 준주택이라는 유형으로 분류할 기준을 찾기 어렵고, 주택법
상 주택과 준주택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으며, 주택법상 준주택인 고시원과
건축법상 공동주택인 다중주택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아 주택체계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임미숙, 「지속가능한 주택정책을 위한 법제
적 주택정의 및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014.
1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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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택의 유형

주택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의

공법체계에서 주택의 유형은 최초의 대분류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각 유형이 다시 세분된다. 전통적으로 건축법과 주택법의 주택

분류는 주택의 층수, 규모 등 건축물의 물리적 구조, 사용관계, 용도지역

별 건축 제한에 대한 고려 외에도 건설과 공급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의 특별한 규율을 적용할 필요, 수 개의 소유권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하는 정책적 필요 등 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의 공법상 주택 분류 체계는, 우선, 건축법과 주택법이 각 분류하고

있는 주택 유형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과 공동주택의 개념 요소를 구비한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에서 체계상 혼란이 있고,

한편, 주택시장의 요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주택 유형을

기존 주택 분류 체계 내로 포섭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체계라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기존의 분류 체계 내에서 달리 분류되었던 주택 유형 간에도 그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다. 예컨대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의 경우 종래

개별 건축물 단위로 건설된 바, 수 개의 개별 동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이 일체로 단지를 이루어 조성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와는 형태상 차

이가 명백하게 구분되었는데, 최근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등장하는 등, 기

존 공동주택의 유형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간 경계가 모호해지

고 있다. 오히려 종래 별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

택은, 건축연면적의 차이 외에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의 측면에서

양자가 동일하게 취급되고, 양자 공히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이 설치되

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없어 보이는 반면, 입주민의

공동이용시설로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설치된다는 점에서 아파트와

150세대 규모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오히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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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처럼 종래의 주택 유형 분류 체계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적합성을 상실하여 종래와 같이 주택의 유형을 분류

할 실익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이하에서는 일본과 미국, 한국에서 강학상 주

택 분류 체계와 법률상 주택 분류 체계를 살펴본다.

Ⅰ. 주택 분류에 관한 입법례

1. 일본의 주택 분류 체계23)

일본의 주택 유형은 강학상 분류 체계, 건축기준법에 의한 분류 체계에

의할 때 각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1) 강학상 분류

일본에서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의 사용목적과 기능에 따라, 주거전용

목적으로 건설되고 사무용 공간이 없는 전용주택(專用住宅)과 점포·작업

장·사무소와 같이 사무용으로 설비된 부분이 있는 병용주택(倂用住宅)으

로 분류된다.

건축물의 적층(積層) 또는 층수에 따른 주택 유형 분류는 용도지역지구

체계와 일체화된 분류방식을 적용하고, 단독주택과 구분되는 집합주택을

저층, 중층, 고층 집합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집합주택은 나가야 주택

(단층연립주택)24), 공동주택(저층, 중층, 고층)으로 분류된다. 기숙사와

23) 이연숙, 전은정, 김민주, 안소미, 앞의 논문, 66, 67면과 국토해양부, (사)한국
주거학회, 앞의 보고서 36, 37면을 재구성하여 인용.

24) 일본의 나가야 주택은 여러 개의 주호를 연속적으로 배열하여 한 동으로
모아 배치한 형식의 주택을 말한다. 각 주호의 전면을 도로에 맞추어 건축
하고 개별 세대는 그 곳으로 출입한다. 이현희, ⌜일본 대문형 나가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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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숙집,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인주택과 신체장애복지주택 등

은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저층 집합주택은 1층 및 2층까지 허용하

여 타운하우스와 같은 주택유형도 모두 집합주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중층 집합주택과 고층 집합주택은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층수를 기

준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6층 이상을 고층으로, 승강기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3층 내지 5층을 중층으로 분류한다. 이 분류 체계는

우리나라 건축법과 주택법의 주택 분류체계와 유사하다.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자가, 차가(공공임대 및 민영임대), 급여

주택(사택, 공무원주택)으로 분류된다.

(2) 법률상 분류

1950년에 제정된 일본 건축기준법은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하여 건축부지, 설비, 구조, 용도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건축법에 해당한다.

건축기준법에 따른 분류체계에서는 주호와 주실의 개념이 사용되는데,

‘주호’는 주택의 독립성을 강조한 ‘unit’의 개념으로, 전용의 거주실, 부엌,

화장실 및 출입구(거주자나 방문자가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는 복도 등

에 면해 있는 출입구를 포함)를 가지는 것을 말하고, ‘주실’은 ‘room’의

개념으로 주호의 요건 중 부엌 또는 화장실의 어느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표 1] 일본의 건축기준법에 의한 주택 분류25)

의 변용과 그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08. 10,
73면.

25) 국토해양부, (사)한국주거학회, 앞의 보고서, 37면 <표 3- 6>을 수정 인용.

종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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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건축기준법은 위와 같이 주택의 종류를 매우 포괄적으로만 분류

하고 있고, 세부적인 주택의 분류는 각 자치단체별 조례로 다르게 규정

하고 있다26).

2. 미국의 주택 분류 체계27)

(1) 강학상 분류

26) 이은주, 이상호, 「1-2인 가구를 위한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규정에 관한 한
국·일본·영국의 건축법규 비교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5. 5, 108면.

27) 국토해양부, (사)한국주거학회, 앞의 보고서, 47 내지 53면과 법무부, 「건물
에 관한 민법과 건축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2014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2014. 9, 41, 45, 46면을 재구성하여 인용.

1호 단독주택 하나의 주호를 가지는 건축물이다.

나가야

둘 이상의 주호 또는 주실을 가지는 건축물로서 인접

하는 주호 또는 주실이 개구부가 없는 벽 또는 바닥을

공유한다. 다만, 복도, 계단 등의 공유부분을 가지지

않은 형식의 건축물이다.

공동주택
둘 이상의 주호 또는 주실을 가지는 건축물로서 나가

야 외의 것을 말한다.

겸용주택

주택과 비주택부분*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일체로 되어

있어 용도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어디까지나

주택을 주요 용도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비주택부분: 광역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당해 주택지에서의 근린주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것이고, 규모

나 용도의 조건(예컨대 주거전용지역에서의 겸용주택

은 주택부분의 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한다)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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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주택의 분류기준은 수립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

으로는 주택을 그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미국에서 주택은 형태에 따라

크게 단독주택과 집합주택으로 구분되는데, Northwest area foundation

(2008)에 의하면 주택유형은 단독주택(single family homes), 2세대용 주

택(Duplex)과 같은 두가구주택(structures with two housing units), 아

파트와 같은 3세대 이상의 집합주택(multiple units per structure), 이동

식 주택(mobile homes), 기타 유형으로 분류되고, 미네소타 대학의

Metropolitan Design Center(2005)에서는 주택을 형태에 따라 “Single

Detached, Duplex, Triplex, Multiplex, Side Attached, Stacked Row

house, Small Apartment, Mid-rise APT, APT over Commercial, High-

rise APT”의 11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2) 법률상 분류

미국법은 토지와 건물을 각기 독립된 부동산으로 파악하지 않는다28).

미국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경작되거나 또는 부착되거나 세

워진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농작물 뿐 아니라 건물도 포함되고, 미국

법상 건물은 별도의 독립된 부동산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토지에 부착된

것으로 별도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미국 연방법 및 주법에서 주택을 정의하거나 포괄적인 주택의 유형을

규정한 일반법은 없다. 다만, 특별한 주택 형태나 주택 수요자의 특수 상

황에 맞추어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판단될 경우 각 주정부에서 주택 공

급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정도이다. 다만, 건물의

신축/파괴/증축/개축/관리/보수 등과 관련하여, ICC(International Code

of Council)가 마련한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가 모델법으로

제시된 이후, 미국의 주 상당수가 이를 전면적으로 혹은 일부 수정 후

채택하는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다29).

28) 법무부, 앞의 보고서,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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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는 건축물 설계기준으로, IBC의 목적은 모든 빌딩 혹은 구조 혹은

연결된 건축물 혹은 부속물의 신축, 개축, 증축, 이축, 수선, 설비, 사용과

점유, 위치, 관리, 제거와 철거 등에 관해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IBC는

주거용 건축물을 R1에서 R4까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R1에

는 일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호텔 등 숙박시설이 포함되고, R2에는 공

동주택과 하숙집, 수녀원, 기숙사, 주거용 호텔 및 모텔 등이 포함되며,

R3에는 16인 이하의 소규모 집합생활시설 등이, R4에는 소규모 수용시

설이 포함된다.

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IRC)는 비영리단체인 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 Council에서 개발된 Code로서 역시 많은 주정부에서

수용하고 있다. IRC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거단위의 설계와 건설을 규

정한다. IRC의 목적은 1가구 혹은 2가구용 주택과 3층을 넘지 않는 타운

하우스 건물과 구조 또는 연결된 건축물 및 부속물의 신축, 개축, 증축,

이축, 수선, 설비, 사용과 점유, 위치, 관리, 제거와 철거 등에 관해 규정

하기 위한 것이다. IRC에서 1가구 혹은 2가구용 주택의 정의나 구분은

없지만 타운하우스를 ‘1가정 주거단위가 3이상 붙여진 것으로 각각의 주

거 단위는 기초에서 지붕까지 달하며, 적어도 두 면이 open space에 면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Ⅱ. 우리나라의 주택 분류 체계

1. 강학상 분류30)

우리나라의 경우 강학상 주택을 단위주호의 집합형식, 재료의 구조, 건

29) 2014년 기준 IBC를 채택하여 주 전체에 걸쳐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
는 36개주이고, 그 외의 주들은 일부 수정 또는 제한을 가하여 적용하고 있
다.

30) 국토해양부, (사)한국주거학회, 앞의 보고서, 25면.



- 19 -

물의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단위주호의 집합형식에 따라 단독주택과 집

합주택으로 분류하는데, 단독주택은 독립적인 출입구를 갖고 한 세대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외부공간을 갖춘 주택이고, 집합주택은 저층형, 중

층형, 고층형으로 분류된다. 재료와 구조에 따라 목조가구식, 벽돌·블록·

석조의 조적식,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식/벽식, 철골조, 공업화주택31)인

조립식주택32)과 플러그인주택33)으로 분류된다. 건물의 기능에 따라 주거

전용주택과 예컨대 주상복합건축물과 같은 복합기능형주택과 용도교환이

나 세대간 병합이 가능한 융통형 및 가변형 주택으로 분류된다.

2. 법률상 분류

(1) 건축법상 분류 - 건축물의 용도로서의 주택

최초로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건축주가 주목하는 것은 어떠한 용도의 건

축물을 지을 것인가 하는 점과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건축물을 어떠한

형태로 지을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축물의 용

도와 형태는 건축물의 정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 중에

서도 특히 건축물의 용도가 먼저 선택되고 그 이후 그 용도에 따른 형태

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정체를 결정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가 결정되면 그에

3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나 화장실, 욕조 등 일부로서 기능 가능한 세
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

32) 주택부품을 공장에서 규격화하여 대량생산 한 후에 건축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말한다. 프리패브리케이션(prefabrication) 구조 주택이라고 한다. 철
근콘크리트를 이용한 조립식 주택은 벽체, 바닥판, 기둥 등 구조체를 공장
에서 생산하므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rcast concrete) 구조, 약칭하여
PC구조라고 한다.

33) 조립식 주택 중 현장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단위주택 전체를 공
장에서 생산하여 구조체에 끼워넣는 형태의 주택이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 원리와 같다고 하여 플러그인 주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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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건축물이 갖춰야 할 건축법상 위험방지요건(피난계단 설치, 내화재

료 사용, 승강기설비기준, 배연설비 설치요건 등)과 국토계획법상 형태제

한 요건(건폐율, 용적률)이 결정된다34).

건축물의 용도는 개별 건축물 단위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개별 건축물 내에서 다시 구별되는 주차장, 거실, 베란다 등의 사용목적

은 건축물의 용도 개념과는 별개의 관념이고, 이러한 사용목적이 변경된

다고 하여 건축법상 용도변경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35).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라고 정의하면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을 구분하고 있고,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 또한 건축물의 용도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다36).

건축법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분류하고

있지만, 주택의 쓰임새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구

별할 수 없고, 건축법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확하

게는 건축물 구조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다. 건축법은 단독주택을 다

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각 세분한다.

(2) 주택법상 분류

주택법은 정의 규정(제2조)에서 주택을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우

선, 주택과 준주택을 분류하고, 주택을 그 구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건설주체와 규모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소유권 관

계에 따라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으로 각 분류하고 있다.

34) 김종보, 앞의 책, 47 내지 49면.
35) 김종보, 앞의 책, 49면.
36) 김종보, 앞의 책, 46, 47면.



- 21 -

주택법 시행령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데, 건축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과는 범위에 차이가 있

다(주택법 시행령 제2, 3조).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공관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기숙사 또한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다.

[표 2] 건축법과 주택법의 주택 분류

분류기준 종류 내용

구조 단독주택

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을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

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

추지 아니한 것으로, 1개 동의 주

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

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주택.

하숙 주택이 대표적.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

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

며, 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계가

19세대 이하인 주택.

공관

관공서의 장이 사용하는 관사 내

지 영사관, 대사관 등(건축법상 단

독주택이나 주택법상 단독주택에

서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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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

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이상인 것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나 주택법상

공동주택에서는 제외됨).

건설주체

및 규모

국민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

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규모가 주거전

용면적이 1호당 85㎡이하인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소 유 권

관계

임대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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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건축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

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

고, 건축물의 공용부분, 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

분양주택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

주택법상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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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동주택의 개념

Ⅰ. 한국에서 공동주택의 의의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토지의 집약적 활용에 적합한 형태이다. 산업

화에 따라 인구가 도시로 몰리면 도시 내 급증하는 주택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하게 되고, 도시지역의 한정된 토지 내에서 고밀도의 주거공간

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에 적합한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이 대

거 건설된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지향형 산업화에 입각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경제개

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였다.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은 도시 인구의 급격

한 증가를 가져왔고, 유례없는 경제성장에 따라 신흥 중산층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정부의 주택정책의 목표는 신흥 중산층을 위한 신규 분양주

택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62년

대한주택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한

편,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여 민간 주택건설업자를 통한 주택

건설과 공급 촉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37).

1973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시행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설되었다. 1970년대 말 서울 강남지역 개발이 본

격화됨에 따른 투기수요 발생과 함께 주택건설 붐이 일면서 아파트가 대

거 건설되었고 1970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의 주택 가운데 84.8%가 단독

주택이었으나, 1978년 서울시의 아파트 건설물량이 단독주택 건설물량을

추월하였다38). 2016년 11월 기준 대한민국 내 아파트는 1,003만호로 1천

37) 양희진, 「한국 아파트 단지화·대형화의 경제논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10, 8-10면.

38)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표로 본 서울 변천–주요 통계와 동향」, 2003. 10,
62,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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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를 넘어섰다. 아파트가 대한민국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60.1%로39), 대한민국 내 주택 10채 중 6채가 아파트인 셈이다.

대한민국은 아파트공화국40)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아파트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가 된 것은, 주택건설촉

진법을 제정하여 아파트 건설과 공급을 촉진하고자 한 정부의 주택정책

과 아파트 건설을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 주택건설업자, 그리고

단순히 주거공간으로써의 의미를 넘어 투자수단으로써 아파트에 대한 수

요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이처럼 한국에서 공동주택은 아파트로 대표되는데, 한편, 인구구조의 변

화, 세대 규모의 축소,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공

동주택도 등장하고 있다.

Ⅱ. 공동주택의 개념요소

1. 건축물 내부의 물리적 구조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고, 기둥과 지붕 또는 벽이 설치되는 구조를 가

지는데(건축법 제2조 제2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외벽으로 둘러싸인

1개의 건축물 내부 공간의 구조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공동주택은 1

개 건축물의 내부가 벽체로 분리되고 분리된 각 공간에서 개별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건축물이다. 반면 단독주택

은 원칙적으로 1개 건축물 내부에서 1개 세대의 독립된 주거생활을 염두

에 두고 지어진 건축물이다.

39) 통계청 보도자료, 2016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2017,
59면.

40) 발레리 줄레조가 2007년 명명한 이래, 아파트 위주의 대한민국의 주거형태
를 일컫는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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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개별 세대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 세대 간의 경계벽,

세대 내의 층간바닥구조, 승강기, 계단 등 공동주택의 구조에 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41).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

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

을 설치하여 하나의 세대가 내부 공간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할 때 구분된 공간의

수에 관계없이 통합가능한 세대 수를 1개 세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

다42). 구조적으로 언제라도 벽체를 허물거나 연결문을 통해 1개 세대의

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라면 이를 공동주택의 구조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주택법의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은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

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 건축물의 대수선

에 해당한다고 한다43). 단순히 경량재 칸막이 등으로 공간을 구획하였을

뿐이라거나 혹은 분리되지 않은 공간이라면, 이 같은 구조 하에서는 개

별 세대의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된다거나 방음 등의 측면에서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적어도 세대 간 경계벽을

쉽사리 허물지 못하고 해체하여야 하는 수준의 견고한 벽체로써 세대 간

주거생활공간이 완전히 분리된 건축물의 구조를 갖추었을 때, 이를 공동

주택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여기서 해체하여야 하는 수준의 견고한 벽체의 재질이나 두께를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지 문제되는데, 벽체의 재질이나 두께는 신소재 자재

사용 등 건축자재의 발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현행 주택건

41) 주택법 제35조,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
내지 제18조.

42) 주택법 제2조 제19호, 주택법 시행령 제9조.
43) 건축법 제2조 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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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벽체의 최소 두께를 콘크리트판 벽체 기준

12㎝, 철근콘크리트조 기준 15㎝, 벽돌조 또는 석조 기준 20㎝로 삼고 있

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건축물의 구조적 측면에서, 공동주택은 건축물 내 견고한 벽체를 통해

개별 세대의 주거공간이 분리되고, 분리 구획된 부분마다 독립된 주거생

활이 가능한 구조(최소한 1개의 방과 취사시설을 갖춘 부엌, 화장실)를

갖추어야 한다.

2. 공동사용성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별하는 또 다른 개념요소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물리적 일부분을 여러 가구가 사용한다’는 공동사용성에서 찾

을 수 있다. 단독주택의 원래 취지는 1개의 필지에 1가구만 거주하도록

한 주택으로, 대문과 담장이 있어 외부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개인별

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짓는다44). 이에 대하여 다수의 세대가 공동

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다.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에는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으로

구획된 방화구획을 설치하고,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건축법 시

행령 제46조) 강화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은 공동주택을 다수의 세대가

사용함에 따라 경찰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단독

주택과 달리 공동주택 건설시 단지 내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적

인 고려를 하는 것 역시 다수의 세대가 사용한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

다.

44) 민경호, 「일반단독주택지의 물리적 특성과 주택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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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성은 관리비용의 납부나 공동주택 관리관계에서 입주자등45)이

공동체 생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

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발생시킨다(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6)에 관하여 입주자등이 공동

주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을 결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8호, 제24조).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제23조).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모든 관리비는 실제 해당 공동주택을 사용

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47). 공동사용성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층

간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하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그 중단을 권고하거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0조의2).

3. 공동주택과 구분소유권

주택법과 건축법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으로 각 분류하고 있다48). 주택법과 건축법은 구분소유권 관계를 단독주

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요소로 삼고 있다.

45)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입주자로 정의하고, 입주자와 공동
주택의 임차인 등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합하여 ‘입주자등’으로 정
의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 6, 7호).

46)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채
택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령 제2조).

47) 주관수, 이의중, 조재성, 유원석,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관리모델 개발 연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6, 11면.

4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항 다목, 주택법 제2조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
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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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분소유권 관계를 공동주택의 필수적인 개념 요소로 볼 것인지

에 관하여는 아래의 점을 살펴볼 때 동의하기 어렵다.

(1) 정책적 이유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된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1개 건축물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660㎡이하이

고, 주택의 층수가 3층 이하로 건축되었다는 점에서, 건축물의 구조나 형

태의 점에서 다세대주택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양자의 차이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 구분등기 하였는지의 차이

뿐이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물리적 구조를 갖추어 공동주택의 개념

정의에 부합하는 주택임에도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된

것은 다분히 정책적인 이유에서이다. 1970년대 대도시에 주택수요가 급

증함에 따라 단독주택을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개조하여 임대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였는데, 1980년대 전세가격 파동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부가 다가구주택 건축기준을 수립49)하여 이

처럼 종래 불법 개조되어 이용된 단독주택들을 양성화하는 조치를 취한

다. 다가구주택을 양성화한 취지가 전세가격 파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고자 하였다. 여유자금이 있는 단독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추가보유에 따른 세금부담 없이 단독주택을 다가

구주택으로 구조 변경하여 임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가구주택은 정

책적으로 1주택인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었으며, 1999. 4. 30. 건축법 시행

령이 개정되면서 [별표1]에서 단독주택의 하나로 다가구주택을 규정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다가구주택의 경우 수 개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취급되고 있다. 동일한 주택이 건축물

49) 건설부지침[건설교통부 건축 30420-9321 199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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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별 호수를 구분등기하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 되고, 구분등기

를 하지 않으면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이 된다. 현행 건축법과 주택법

하에서 적어도 1개 건축물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660㎡이하이

고, 주택의 층수가 3층 이하 규모(이하 ‘다가구주택 규모’라 한다)의 주택

에 관한 한, 이를 공동주택으로 할지 단독주택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건

축물 소유자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오로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동일한 형태의 주택이 단독주택이 되기도 하고 공

동주택이 되기도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적 결정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다.

(2)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50)의 경우, 건축물의 내용연수 상한기간인 50년51) 동안 사

업주체가 건축물 전체를 소유하고 다수의 임대세대가 건축물의 물리적

일부분에서 주거생활을 하는 관계에 놓인다. 따라서 구분소유권 관계를

공동주택의 필수적 개념요소로 볼 경우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주택인 점에서 영구임대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다. 그러나 아파트인 영구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영구

임대주택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니지만 법률상 공동주택으로 취급됨이

타당하다.

(3) 미국의 공동주택과 구분소유권

한편, 구분소유권 관계가 공동주택의 개념요소인지에 관하여, 미국의 공

50)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을 50년으로 하는 주택을 말한다(공공주택 특
별법 제50조의2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5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건축물의 내용연수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철
근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의
내용연수 상한은 50년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건축물의 내구연수의 상한인 50
년동안 오로지 임대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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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택 소유방식52)을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공동주택은 소유관계에 따라 분양 공동주택과 임대 공동주택

으로 분류되는데, 분양 공동주택은 소유권이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형태

로 콘도미니엄(condominium)과 코압(cooperative) 등이 이에 해당되며,

임대 공동주택은 거주자가 소유권을 갖지 않는 형태로서, 미국 내 대부

분의 공동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2000년도 미국 통계청(U.S. Census

Bureau) 보고서에 의하면 임대 공동주택은 미국 내 전체 공동주택 중

90.3%를 차지하고 있고, 분양형 공동주택은 전체의 9.7%에 불과하다.

콘도미니엄의 경우 각 단위 세대의 소유주들은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

을 가지며, 건물의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토지, 정원, 주거용 통로나 복도,

외부 구조물, 엘리베이터, 계단과 지붕, 수영장, 테니스 코트 등 공간은

분할하여 소유한다.

코압의 경우는 한 기업체 또는 단체가 땅이나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거주권은 기업체나 단체의 주주인 주식 소유자들이 갖는 형태이다. 코압

의 주거 형태는 소유하는 기업체가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주식을 팔

아 소유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구입자는 주주가 되고 해당 공동주택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거주하게 되며, 부동산 자체를 소유하지

않는다. 향후 주식을 회사에 되파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한다.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방식은 미국의 콘도미니엄 소유방식

과 유사하다고 할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은 소유방식이

지만, 코압과 같은 식의 공동주택 소유 또한 가능하다. 구분소유권 관계

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별하는 필수적인 개념 요소가 아님은 실증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2) 김현주, 이복남, 차희성 「미국 공동주택 공급체계와 틈새시장 전망」, 한국
건설산업연구원, 2005. 4, 5 내지 9면을 재구성하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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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건축물 소유자의 구분소유 의사는 공

동주택의 필요적 개념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건축물

소유자의 구분소유 의사는 물리적 구조를 갖추어 다수 세대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것

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법적도구 개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4. 주택단지의 개념과 특성

(1)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단지

단지(團地)는 집단 주택지를 줄여 부르는 말로, 단독주택이 되었건 아파

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 되었건 가리지 않고 집단적으로 모여

무리를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53). 주택법은 ‘주택단지’를 ‘주택건설사업계

획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토지 뿐 아니라 단지 내 주동 및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부속토

지 등을 모두 일컫어 ‘단지’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54). 아파트가 단

지형 공동주택의 전형에 해당하나, 최근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

대주택도 건설되고 있다.

단지계획은 페리(C.A.Perry)의 근린주구(近隣住區) 이론에 따른 것이

다55). 근린주구 이론에 의해 계획된 한국의 첫번째 아파트 단지는 동부

53) 박철수, 「아파트」, 마티, 2005, 188면.
54) 이하 ‘단지’라 함은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 주동, 부대시설, 복리시설, 부속토
지 일체를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하겠다.

55) 근린주구 이론은 규모, 외곽, 공지, 편의시설, 상가, 단지 내 도로 체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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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동의 한강아파트 단지(1969-1971)로 얘기되는데, 한강아파트 단지는

주거시설과 초등학교, 근린공공시설(동사무소, 소방서, 파출소 등), 상가

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계획되어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근린주구 이론은 잠실의 주공아파트(1975-1977)를 통해 보다 구

체화 되었는데 잠실주공아파트는 간선도로와 구획된 블록 중앙에 학교와

상가시설을 배치하고 간선도로변은 담장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명확하

게 단지를 구분하는 계획방식을 채택하였다. 이후 근린주구 이론의 계획

개념은 한국 아파트 단지 건설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주거시설과 어린

이놀이터, 경로당, 생활편의시설 등 복리시설을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56).

(2) 단지의 필수적 요소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단지의 특징은,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개별 건축물 외에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설치된다는 점이다. 아

파트 단지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로 입주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의 모든 시설이 건설되는데, 단지 내에 설치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이 같은 시설들이 주거 동과 결합된 단지는 입주민들

가지 항목으로 요약되는데, ① 근린주구의 규모는 주거지 개발 규모와 단위
는 초등학교 1개교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하고, ② 근린
주구의 경계는 모두 자동차 통행이 자유로운 간선도로와 면해야 하며, 다른
지역과 자동차를 통해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너비여야 하고, ③ 공지로서 오
픈스페이스와 휴게공간을 가져야 하며, ④ 편의시설은 초등학교와 그 밖의
다른 주민공동시설들은 가급적 한 곳에 집중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
는 데 불편이 없도록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야 하며, ⑤ 단지 내
상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업용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근린주구에 거
주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한 규모로 조성되어야 하고, 근린주
구의 외부에 위치하되 교차로나 주변 근린주구와 이어지는 곳에 조성되어
야 하며, ⑥ 단지 내 도로는 외곽을 가로지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연결되어
야 하지만 근린주구 내부의 도로는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통과 교통은 허락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박철수, 앞의 책, 195-197면.

56) 양희진, 앞의 논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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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폐쇄적인 소규모 도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단지에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모두 주택가격으로 반영

되어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분담하게 되는데, 이는 단독주택의 경우 부

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 하에 설치한다는

점과 구별된다.

단지를 구성하는 비용을 공동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고 한편, 단

지를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만이 폐쇄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단지

형 공동주택은 결국 단지 전체를 공동주택의 개념요소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물리적 구조가 아닌 기능적 측면과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단지형

공동주택의 경우, 수 개의 건축물인 개별 동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부속

토지 등 단지 일체가 결합하여 공동주택이 된다.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

다고 정하였다(제18조 제1, 2항). 현행 주택법에 이르기까지 주택법상 사

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주택법 제15

조 제4항).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동 외에 부대시설

과 복리시설은 필수적인 개념 요소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주택 단지 안

에 건설된 주택 외의 시설이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당시의 주택건설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

복리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주택 외의 시설이라 함은 그것이 주택과 동일건축물로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57).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상 부대시설은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시설,

5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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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 기타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복리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시장, 의료시설, 공동욕장, 집회소, 오물 또는 진개58)의 수거시설,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기타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었는데(주택

건설촉진법 제2조 제5호, 제7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 4조), 1991

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

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한 규정은 이후

사회적 여건에 변화에 따라 추가 및 변경되고 있다59).

현행법상 부대시설로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

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오물처리 설비, 승강기, 우편함,

저수조,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대피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60), 전기자동차 전기충전시설 등 이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3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6조),

복리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

당,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소

매시장 및 상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금융업소, 주민공

동시설 등 이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Ⅲ. 새로운 개념 정의

앞에서 서술한 공동주택의 개념요소 등을 종합하면, 공동주택이 공동주

택으로서의 물리적 구조를 갖추어 다수 세대의 주택으로 사용된다는 점

은 공동주택의 필수적 개념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건축물 소유자의 구

58) 쓰레기를 말한다.
59) 196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
준의 변화상황에 관하여는 이남식, 서귀숙, 「1960~2007년 수도권 아파트단
지의 공동생활공간 변화 과정」,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08. 6, 98, 99면 참
조.

60) 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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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소유 의사는 공동주택의 필수적 개념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건축물 소유자의 구분소유 의사는 공동주택의 물리적 구조를 갖

추어 다수 세대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

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법적도구

개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옳다.

주택법은 단지로서의 아파트 개념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 규정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61).

공동주택의 개념은 물리적 구조와 사용관계만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

내에서 여러 세대가 건축물의 일부 구조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독립

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 또는 일단의 단지’로 정의하기

로 한다.

이 같은 개념 정의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 다가구주택 또한 공동주택에 해당되며, 건축법상 건축허

가를 받아 건축되고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역시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61) 김종보, 앞의 책, 749면.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
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되 복도, 계단 등 공동부분을 공유하는 구조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 등을 내용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로 정의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한다.



- 37 -

제 4 절 공동주택의 유형

Ⅰ.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유형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단독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공동주택으로 분

류하고 있다. 반면,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

택’을 단독주택으로(제2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으

로(제3조) 분류하고 있다.

[표 3] 건축법과 주택법의 공동주택 분류62)

주택법과 건축법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세부 유형

에는 차이가 있다. 건축법에서 주택으로 분류되는 공관과 기숙사는 주택

법상 주택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기숙사의 경우, 건축법상 분

62) 임미숙, 앞의 논문, 33면 표 인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주택법 시행령

1. 단독주택(가.단독주택, 나.다중주

택, 다.다가구주택, 라.공관)

2. 공동주택(가.아파트, 나.연립주택,

다.다세대주택, 라.기숙사)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 제2종 근린생활시설(파.고시원)

11. 노유자시설(나.노인복지시설)

14. 업무시설(나.일반업무시설: 오피

스텔)

15. 숙박시설(다.고시원)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제2조의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

룸형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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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로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 주택법상으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 외의 건축물인 준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어 아예 주택으로

포섭되지 않는다(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주거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이라는 점과 용도지역별 건설제한을 고려하여 기

숙사를 주택으로 분류한 건축법과 달리, 주택법은 기숙사가 무주택 서민

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그 건설과 공급에 관하여 주택법이 정한 특별한

규율을 받을 주택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보여진다. 건축법과

주택법의 규율 목적 차이가 각 법률의 주택 유형 분류에 영향을 주고 있

는 것이다.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주차대수 산정을 함에 있어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을 같이 취급하고 있고, 하수도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별표]’에서 정화조의 규모 산정을 위한

기준설정을 위하여 건축물을 용도별로 규정하면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

택, 아파트, 연립주택을 같이 분류하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외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

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인 주상복합건축

물을 공동주택에 포함시키고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처럼 개별 법령마다 공동주택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이는 공동주

택에 관한 공법적 규율을 복잡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법상 공동

주택의 유형 분류체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Ⅱ.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의 등장

저출산, 1인 가구의 증가 등 세대의 규모가 변화됨에 따라 셰어하우

스63), 부분임대형 아파트64), 타운하우스65), 듀플렉스 하우스(이른 바 땅

63) 셰어하우스는 입주자의 거주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한 형태의 주택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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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주택)66) 등 새로운 형태의 공동주택들이 주택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2009. 4. 21. 한국형 셰어하우스67)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2013.

12. 5. 부분임대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주택법에

도입되었으나68), 이외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들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법제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주택법에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법은 그 개념은 정의하고 있으나, 위 주택들이 기존 공동주택 유형 중

어디에 포섭되는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고, 기존 공동주택과 새로

사, 휴식 등의 생활이 공동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공간을 보다 효
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주택유형이다. 우리나라보다 1인가구가 먼저 증가
하여 소형주택이 발달된 일본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주택유형으로 주택에
관한 소유의식이 강한 한국에서는 낯선 주택 유형이다. 우소연, 남경숙, 「1
인 가구 특성을 반영한 도시형 생활주택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셰어하우
스 형태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2. 10, 67면.

64) 부분임대형 아파트는 아파트 주거 공간의 일부를 독립된 현관, 부엌, 화장
실, 방으로 건설하여 세입자에게 임대할 수 있게 한 아파트로서, 민간 건설
시장에서 수익형 아파트의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 한균, 권순정, 「세대구
분형 공동주택의 확대적용에 대한 기초연구-임차인과 임대인의 수요특성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015. 9, 12면.

65) 타운하우스는 1~2층짜리 단독주택이 10~100가구씩 모여 정원과 담을 공유
하는 단독주택군을 말한다. 출입문이 분리된 여러 가구의 주택을 한 개의
건물로 이어서 짓는 것으로 외관상 하나의 건물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여
러 채의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방
범, 방재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 주거형태이다. 허성훈, 이종국, 「타운하
우스의 국내외 사례분석 및 개발동향」,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
대회논문집, 2010. 12, 91면.

66) 한 개의 필지에 소형의 단독주택 두 채를 나란히 건설하여 두 가구가 거주
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두 가구가 토지비용을 분담하고 건설비용과 설
계비용이 절감되며 공사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윤지, 「땅콩주택의
평면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8, 8-9
면.

67) 주택법에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셰어하우스와 같은 입주민간 커뮤니티
주택 형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셰어하우스의 초보단계의 모습을 띠고 있
다고 평가된다. 우소연, 남경숙, 앞의 논문, 67면.

68)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법률 제9511호) 제2조 제4호로, 세대구분형 공동
주택은 주택법(법률 제11871호) 제2의2로 각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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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과의 체계적 관계가 어

떠한지에 관하여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아예 주택법에 도입

되지 못한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들의 경우에도 법적성격에 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기존의 공동주택 유형과 충돌하고 있다.

1.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69)에 해당하는 주택

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

대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20호,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세대별로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 단지형 연

립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원룸형 주

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을 각 의미한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건축법 제4조가 정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아파트가 아님에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

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주택법 제2조 제20호, 주택

법 시행령 제10조).

[표 4]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70)

69) 주거전용면적 1호당 85㎡이하를 국민주택규모라고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당 100㎡이하로 적용된다(주택법 제2조 제6호).

70)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유형 요건

원룸형 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50㎡ 이하, 세대별로 독립

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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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일응 주택법상 공동주택

의 유형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각 해당될 수 있어 보인다. 반면, 원

룸형 주택의 경우, 여러 세대의 공동 사용이라는 개념요소를 충족한 점

에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공동주택의 유형 분류 중 아파

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어떤 유형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개념에서 원룸형 주택을

제외하고 있는 점을 보면, 원룸형 주택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포섭할 의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원룸형 주택의 층수가 5층 미만인

경우라면 이를 아파트로 포섭할 수도 없다. 결국 5층 미만의 원룸형 주

택의 경우 현행 주택법 하에서 분류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된다.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

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

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9호). 건설기준으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여

야 하고,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것,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1개 공간

으로 구성할 것(다만, 주거전용면적 30㎡ 이상인

경우는 2개 공간으로 구성 가능), 지하층에는 세

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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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야 한다. 면적기준으로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

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

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관한 기

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기존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7. 12.)에서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과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고 현관은 공유하되 세대별로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

며, 세대구분을 통해 만들어진 구분세대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

이상 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아파트의 1개 세대를 부분임대 할 수 있게 한

부분임대형 아파트를 법제화한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하여 1

개 세대의 주거로 구조변경이 가능하게 함을 조건으로 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

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제2항). 실질적으로는 공동주택 내의 공

동주택으로 사용하면서도 언제라도 해체 가능한 경량재 벽체 구조를 설

치하여 법적으로는 공동주택 내의 공동주택으로 취급되지 않게 한 형태

이다.

Ⅲ. 단지 개념의 공동주택

주택법이 전제하는 공동주택은 단지 전체로서의 공동주택이다. 주택법

은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할 때,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

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에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

하도록 하고,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할 때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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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

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데(주택법 제15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8

조). 이 경우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주택법 시

행령 제8조 제2호). 따라서 단지는, 적어도 300세대 이상의 2개 공구를

최소한의 단위로 하여,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할 수 있다. 단지의 공구

별 분할 건설 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주택단지 분할 건설 공

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데, 단지를 공구별로 분

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부대 복리시설

의 설치 규모는 전체 단지의 세대수, 대지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하여야 한다(주택단지 분할 건설 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 또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전체 주택단지의 입주가 완

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공구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지만, 위 관리비 중 부대 복리시설과 관련된 관리비

는 전용면적 비율(전체 주택단지의 총 전용면적 대비 해당 입주자 등의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한다(위 기준 제10조 제2항).

Ⅳ. 공동주택의 새로운 분류

1. 새로운 분류의 필요성

현행 주택법과 건축법상 공동주택 유형 분류 체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이 분류하고 있고, 그에 따라 드러나는 법체계적 부정합성과 모

순은 그 때 그 때 법령개정을 통해 임시방편적으로 막는데 급급한 모양

새다. 그 결과 주택법과 건축법은 체계적 일관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미

봉책에 불과한 규정을 계속 추가하는 형태의 개정으로 기형적인 모습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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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의 체계부정합성

단독주택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하실 면적,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 전부가 주거전용

면적71)으로 산정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본문). 당초 주택법

은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형태는 상정한 바 없었기

때문에, 위 규정이 문제되는 상황은 없었다.

그런데 주택법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분류하면서,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

도, 계단, 현관 등 면적은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

으로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임에도, 위 면적이 주거전용면적으로 산

정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주택법은 위 문제를 2018. 4. 2. 국토교통부령 제504호로 주택법 시행규

칙 제2조 제1호 단서를 추가하여 다가구주택의 복도, 계단, 현관 등 공용

면적은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는데,

이 같은 형태의 해결은 체계상 부정합성을 교정함이 없이 일단 드러난

불합리한 상황에서만 벗어나겠다는 소극적인 조치이고, 미봉책에 불과하

다. 명백하게 공용면적을 갖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포섭하는 것으

로 공동주택 분류 체계를 새로이 설정하는 것이 이 같은 체계적 부정합

성을 바로잡는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3. 종전 주택 분류체계의 문제점

한편, 주택법에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기존

주택 유형 중 어디에 포섭되는지에 관한 체계적 혼란이 있고, 아예 법제

화 되지 않은 새로운 주택 유형 또한 기존 공동주택과 충돌하고 있다.

71) 개별 세대의 주거 용도에 전속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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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새로이 도입된 원룸형 주택은 종전 공동주택 분류체계에서 어

떤 유형에 포섭되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

호에 규정되어 있다. 5층 미만의 원룸형 주택의 경우, 단지형 연립주택이

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개념에 비추어보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으

로 포섭하기 어렵고, 한편 아파트의 개념에도 포섭되지 않아, 현행 주택

법 하에서 분류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한편, 5층 이상의 원룸형 주택의 경우 현행 주택법 분류

체계하에서 아파트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지만, 주택법이 5층 이상의 원

룸형 주택을 아파트로 포섭하고자 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건축법과 주택법의 공동주택 분류는 건축물의 용도, 구조, 이용관계 외

에도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의 특별한 규율로써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으

로 할 필요, 용도지역별 건설을 허용할 주택의 종류, 1개 소유권의 대상

으로 세제의 적용을 받게 할 정책적 필요 등 을 고려하여 분류된 것이

나, 새로이 도입되는 주택 유형을 기존 분류체계 내로 포섭하지 못한다

는 점에서 종전 공동주택 유형 분류체계의 실익은 퇴색되었다. 향후 새

로이 등장할 공동주택의 형태까지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

분류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4. 새로운 유형 분류의 방향

유형 분류는 유형에 따라 다른 법적규율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분

류하는 것이 상당하며, 공동주택의 형태에서 다른 법적규율의 필요는 대

규모성, 특히 단지형 공동주택인지 개별 건축물형 공동주택인지에서 구

별의 실익이 있다.

단지형 공동주택의 경우,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설치되어 개별 건축물

형 공동주택과 달리 ‘그 밖의 공용면적’이 발생하게 되며, ‘주거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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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분하는 방법’에서도 개별 건축물형 공동주택과 법적규율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단지형 공

동주택은 1개의 건축물 외부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에 대해서도 공동

사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1개의 건축물 내부에 대하여만 공동사용

관계가 성립하는 개별 건축물형 공동주택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다. 또

한, 단지형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 건축물형 공동주택에 대비하여 입주

인구수가 수백세대 나아가 수천세대에 달하는 바 단지형 공동주택의 공

동사용관계의 대규모성에서도 양자는 구별되어야 할 실익이 있다.

현행 주택법과 같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아닌, 개별 건축물형 공동주택과 단지형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을

이분하고, 각 유형 내에서 다시 세대 수 규모를 기준으로72) 공동주택의

유형을 세분하여 각 유형의 차이점을 법에서 달리 규율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유형 구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향후 새롭

게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공동주택을 포섭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할 것이

다.

구체적인 규모의 기준은 정부의 주택정책적 판단이나 시장의 수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현재의 주택법령하에서는 일응 아래와 같이

주택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표 5] 새로운 유형의 공동주택 분류의 예

72)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조항을 두고 있
다. 규모에 따른 주택 분류의 필요성은 현행 법령에서도 이미 실증되어 있
다 하겠다.

대분류 소분류 유형 구분 실익

개별 건축물

형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 주택법의 적용대상인지 건축법의 적

용대상인지 구별기준에 해당함(주택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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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 형

공 동주

택

소

규

모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 150세대 미만 규모는 공동주택관리

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

하지 않음(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

1항 제2호).

- 150세대부터 주민공동시설로 경로당

과 어린이놀이터가 필수시설로 설치

되어야 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

중

규

모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를 기준으로 규율내용이 다

소 달라짐.

- 300세대 이상 규모는 도시형 생활주

택으로 포섭될 수 없고, 이는 아파

트로 포섭되어야 할 규모에 해당하

며(주택법 제2조 제20호), 공동주택

관리법상 회계감사나 장기수선계획

에서도 달리 취급됨(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29조 참조).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대

규

모

600세대 이상

- 주택건설시 공구를 달리하여 건설할

수 있는 세대수의 기준임(주택법 시

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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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동주택을 규율하는 법체계

제 1 절 공동주택을 규율하는 공법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

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주택은 사인간 거래에 제공되는 사유

재산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주거생활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환경권에 근거한다(헌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헌법은 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

음을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35조 제3항). 주택에 대하여는 헌법에서 특

별히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바, 다른 건축물보다

강한 공법적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주택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히 사적자치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아닌

국가의 간섭과 규제의 대상이 된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의 제

한, 주택 공급가격 제한 등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되고, 공동주택 관리

에 있어서도 공동주택의 위험방지를 위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

선충당금 징수가 강제되는 등 사적자치 원칙이 수정된다. 이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법제도로 발현된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특징은, 자금 면에서 민간부문에 크게 의존하면서

도, 국가가 행정적 규제수단으로 시장을 통제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하거

나 억제하고 주택의 배분을 관리하는 체제로서, 민간이 주도하나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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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인 통제를 받는 주택공급체계를 갖는다는 점이다73).

공동주택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공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주택법이다. 공동주택은 건축물로서 건축

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위험방지요건에 관하여 건축법의 규율을 받

고,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 관계에서 국토계획법의 규율을 받는다.

이외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도시재개발법, 택

지개발촉진법 등 개발사업법들이 공동주택의 건설, 재건축 등에 관한 근

거법이 된다. 예컨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거나 도시개발사

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고(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3호,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16호),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조합 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도 소유권매도청구를 통해 소유권

처분을 강제하고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64조). 이외에

도, 임대주택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각종 개발사업법과 임

대주택에 관한 법률관계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73) 임서환, 「주택정책 반세기」, 기문당, 20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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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동주택에 관한 입법연혁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법령상 처음 등장한 것은 건축법(1962. 1. 20.

법률 제984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3호에서 특수건축물의 유형 중 하나

로 공동주택을 열거하면서부터이다.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공동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바, 주택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기보다는 주택을

그 공급주체에 따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의 규모를 규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74)(주택

건설촉진법 제2조 제1, 2호, 제14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9

조). 현행 주택법과 유사한 공동주택의 정의가 처음 규정된 것은 주택건

설촉진법(1987. 12. 4. 법률 제299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3호이다.

건축법은 건축법 시행령(1978. 10. 30. 대통령령 제91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6호로 ‘용도’에 관한 규정 및 [부표]75)가 신설되어 건축물

의 용도를 기준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별하였는데76), 하나의 건

축물에 원칙적으로 1가구가 거주하도록 된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정의하

고 단독주택과 공관, 학생 또는 직장인의 장기체류를 위한 하숙을 단독

주택으로 분류하였고, 하나의 건축물에 원칙적으로 2이상의 가구가 거주

하도록 된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연립주택, 아파트, 기숙사를 공

동주택으로 분류하였다.

주택건설촉진법(1978. 12. 5. 법률 제3137호로 일부개정된 것)은 제3조

제3호에서,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립주택과 아파

트를 말한다고 하면서도 시행령에서 공동주택의 규모에 관하여 아무런

74) 임미숙, 앞의 논문, 32면.
75) 현행 [별표]에 해당한다.
76) 건축법이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한 목적은 용도지역별 건축이 제한되는 건
축물의 종류를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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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을 두고 있지 않다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1981년 대통령령 제

10448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제2조 제2항에서 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아

파트로 구분되며, 연립주택은 3층 이하의, 아파트는 4층 이상의 공동주택

을 말한다고 하여, 공동주택 유형간 구체적인 규모 기준을 처음으로 정

하였다.

1988년 다세대주택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면서, 건축법 시행령(1988. 2.

24. 대통령령 제12043호로 일부개정된 것) [별표]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령(1988. 6. 16. 대통령령 제1246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에서, 3층 이

하의 공동주택 중 동당 건축연면적 330㎡를 기준으로 연립주택(연면적

330㎡ 초과)과 다세대주택(연면적 330㎡ 이하)을 구분하였고, 1990. 7.

16.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규모를 상향

하는 취지의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55호) [별표]와 주택건설촉진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56호)의 개정이 이루어져, 아파트는 5층 이상,

4층 이하의 공동주택 중 동당 건축연면적 660㎡를 기준으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는 것으로 층수 및 면적규모가 상향조정되었다. 현

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이르기까지 위 층수

와 면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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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택법의 특성과 법적 지위

Ⅰ. 주택법의 의의와 연혁

한국은 1960년대 이래 급속한 경제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단기간에 인구

가 도시로 집중되었고,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

정을 위하여 주택건설 물량이 절대적으로 늘어날 필요가 있었다. 1963년

공영주택법의 제정으로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에 참여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공공부문의 투자실적은 미비하였

고, 민간자본의 투자 유치를 통해 주택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

로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어 1973년부터 시행되었다77).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

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동법 제1조).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은 공

동주택 특히 아파트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었고,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

민영아파트 혹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건축법

상 건축 허가가 아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게 하

였다(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제18조, 제26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

조, 제19조).

주택건설촉진법은 1973년 강남에서 대량으로 공급된 택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특별법 또는 임시조치법의 성격을 갖는 것이

었으나, 30년 넘게 존속하면서 현재의 아파트시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였다. 주택건설촉진법의 기본구도는 민간건설사에게 아파트의 건설과

분양을 일임하고 국가는 건설사의 역할을 조력하는 형태를 띤다. 건설사

에게 지워진 유일한 의무는 국가의 조력을 받아 지어지는 아파트를 무주

택자에게만 공급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78).

77) 김종보, 「개발법제의 변천과정과 주택시장통제」, 중앙법학, 2003. 7, 204면.
78) 김종보, 「아파트시장에서 건설법의 역할과 향후 입법과제」, 행정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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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 건설

업체를 주택 시장에 동원하기 위한 지정업체 제도79)를 도입하였다. 지정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자격을 갖춘 기술

자, 연간 건설량 등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였는데, 지정

업체로 등록되면 세제의 혜택이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지정업체

가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비율은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대량 주택건설을 위한 인센티브로 선분양제도

를 도입하여 건설업체가 주택건설금융을 입주자가 선지급한 분양대금으

로 조달할 수 있게 하였고 공공이 독점적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조성원가

로 공급함으로써 민간 건설업체가 대규모 택지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

게 하였다. 이러한 인센티브 외에 정부는 신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가

격을 규제함으로써 주택보급률을 높이고자 하였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단위 주택당 부가가치가 제한됨에 따라 민간 주택건설업체는 대규

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라는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전

략을 취하게 된다. 아파트 단지는 동일한 평면을 동시에 대량으로 생산

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주택유형에 해당

하였다80).

주택건설촉진법은 2003년 주택법으로 전부개정81) 되었으나,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부분이 보강된 외에 주택건설촉진법의 조문들이 주택법에

그대로 승계되어 아파트 건설 및 공급에 관한 특별한 규율을 주된 내용

2012. 8, 150면.
79)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게 하고, 이렇게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에
서 자본·기술·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를 지정업자로 고시하여 주택건설사업
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도모한 것인데(「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및 제8조).
이렇게 도입된 주택건설업자의 등록제도와 지정업체 제도는 1999년 폐지되
었다.

80) 양희진, 앞의 논문, 10, 11면.
81)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법의 전신(前身)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개정 되면서 법률의 명칭이 주택법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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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는 점에서 규율의 대상 및 실질에 큰 변화가 없다.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

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주택법 제1조). 주택법은

형식상으로는 일정한 호수(30호), 또는 세대(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사업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지만(주택법 제15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사실상 단지형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법은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

서 사업승인의 대상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규율하고 있다82).

Ⅱ. 주택법의 체계

주택법은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대부분의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의 직접적인 건설 이외에도 건설을 위한 재원, 건설업자

의 자격, 주택조합, 공동주택의 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기

준 등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규율하고 있다.

주택법은 크게 공동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및 공동주택 건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자금(국민주택기금 및 국민주택채권 등)에 관하여 규

율하는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외에도, 공동주택의 ‘건설’에

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칙’을, 공동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각 두고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은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

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

82) 김종보, 앞의 책, 7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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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 및 복

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율한다83).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법상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도 건축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

물로 건축한 건축물(대표적으로 주상복합건축물) 또한 공동주택으로 포

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법보다 적용대상의 범위가 넓다(공동주택관

리법 제2조 제1호).

Ⅲ. 주택법의 내용

공동주택의 건설 단계에서 주택법은 개별 건축물 별로 건축허가를 받아

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계획승인만으로 주동, 부대시설, 복리시

설, 부속토지로 구성된 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하고, 사업계획승인으로

아파트 건설 부지가 속한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단지에 설치되는 시설 일

체에 대한 건축허용성을 부여한다.

공동주택의 공급 단계에서 주택법은 국민주택 공급 대상자를 무주택자

로 한정하는 등 공급대상을 한정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입주자격, 공급순위 등을 정한다(주택법 제54조 제2항).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하여 주택공급 가격

을 통제한다(주택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83) 주택건설촉진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
하고 그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리기준으로 1979년 공동주택관
리령이 제정되었는데,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위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 규정으로 포섭되었다가, 2016년 공동주택관리
법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독립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
주택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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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는 사법(私法)상 집합건물법

의 규율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84),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지형

공동주택, 즉,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수 개의 개별 건축물인 주동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부속토지 일체로 구

성된 단지가 기능적으로 공동주택을 이루는 것이어서 1동의 건축물을 예

정하여 입법된 집합건물법의 규율과 잘 맞지 않는다85).

단지형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공동주

택의 관리방법과 관리규약, 관리비,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하자

보수보증금 등 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86).

84) 민사적으로는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모두 모으면 주택단지의 관리권을 도출
할 수 있고 이러한 사고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구
분소유자들이 모여 집합건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입법되
어 있다(집합건물법 제16조). 김종보 앞의 책, 767면.

85) 비교하여 건축법은 하나의 대지에 독립한 건축된 1개의 건축물을 규율대상
으로 입법된 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나 관리에 관
하여는 집합건물법이 정한 소유나 관리의 법리가 적용되면 충분하다. 김종
보, 앞의 책, 768면.

86) 공동주택관리법은 일반적인 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를 정하는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고 평가된다. 김종보, 앞의 책. 7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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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상호간의 관계

Ⅰ. 주택법과 건축법의 관계

건축물에 관한 공법적 규율을 담당해오고 있는 전통적인 건축행정법으

로서 건축법은 그 규율대상을 원칙적으로 ‘건축행위’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행위의 목적인 건축물을 개별 가구 단위의 ‘단독주택’

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법을 주축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건축행

정법은 아파트로 대표되는 단지형 공동주택의 건축·공급·관리에 관한 제

반사항을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건설이 무주택자

들을 위하여 장려·촉진되어야 하는 경우,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 위주의

건축행정법은 공익과 갈등관계에 놓일 수 있다87).

주택법이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지형 공동주택의 허가절차를 정하고

그 허가요건을 정하고 있는 한도에서 주택법은 건축법의 특별법으로 기

능한다. 예컨대, 주택법은 주택단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광

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

2항), 공동주택의 배치와 관련하여 도로와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

또한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건축법이 정한 건축기준에 대한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의 규율은 완결적이지 않고, 주택법에서 규율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건축법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88). 주택단지

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하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동주택에 설치되

는 승강기의 구조 및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도 건축법이 준용된

87) 김종보, 앞의 논문(개발법제의 변천과정과 주택시장통제), 211면.
88) 김종보, 앞의 책, 751면, 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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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16조 제4항). 건축물의

형태를 규율하는 건폐율, 용적률, 바닥면적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 역시

공동주택에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법과의 관계에서 건축법이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건축허가에 의해

건축되는 건축물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전혀

다른 규율을 받게 된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안목치수

기준이 적용되지만,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 건

축되며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외벽의 중심선 기준에 의하게 된다. 상세히

는 후술한다.

[표 6] 건설의 근거법령에 따른 주택 분류

Ⅱ. 주택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

국토계획법은 도시지역에서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는 용도지역을 규

율하므로 공동주택 건설에 관하여 국토계획법은 주택법보다 시간적으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되는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30호 미만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준주택

- 3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

-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

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

상복합건축물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

- 30호 이상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3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

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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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하여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

정비법 등 과 같은 개발사업법에 의거하여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고 아파

트가 건설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위 각 개발사업법과 주택법이 국토계획

법을 대체하고, 국토계획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국면은 발생하지 않

는다.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지형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은 주택단지의 범

위에서 국토계획법을 대체하여 스스로 도시계획적 판단을 한다. 주택단

지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지구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89), 도시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한편, 주택단지에서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

면적으로 산입하지 않는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제8조 제2항), 해당

면적만큼이 건폐율 또는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서 축소되면 이

는 곧 주택단지 지상에 건축되는 주동의 면적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온

다. 위 규정은 주택단지 중 도로 광장 공원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

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는 경우 주택단지로 묶이는 일단의 토지들

에 대해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는데 이는 건축허용성이 부여된다는 의미

를 갖는다. 아파트 단지로 묶이는 일단의 토지 중 지목인 전, 답인 토지

가 있어도 당해 토지의 법적 성격이 별도의 토지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없이 개발가능지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은 도시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포함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는 아파트 단지와 주간선도로를 이어주는 진입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도 그 내용으로 하여, 공간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부사

89)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주택법 제2조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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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벗어난 국토계획법의 규율대상까지도 포함한다. 대법원이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이 재량행위라고 판단하는 주된 근거 또한 사업계획승인 속

에 존재하는 도시계획적 형량요소 및 의제되는 행위의 실질을 감안한 것

이다90).

Ⅲ.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관계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행정주체와 사인과의 관계는 사인 상호간의 관계

와는 다른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는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였는데, 오

토 마이어가 국가가 모든 힘과 주권을 펼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으로 국

가가 절대적 우위를 갖는 권력관계의 법으로서 사법으로부터 독립된 공

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91)한 이래,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관하

여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공공성 실현의 책무를 가진 행정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행정에게 특별한 제한과 통제를 가하는 데

공법의 임무가 있다92).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하여는 전통적으로 공익목적에 봉사하는

법률관계가 공법관계, 사익의 추구에 봉사하는 법률관계가 사법관계라는

이익설, 법률관계 주체를 기준으로 적어도 일방 당사자가 국가 기타 행

정주체인 경우는 공법관계, 당사자가 모두 사인인 경우는 사법관계라고

보는 구주체설,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해서만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은 공법, 모든 권리주체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법은

사법이라는 신주체설 등 이 있다93).

90) 김종보, 앞의 논문(개발법제의 변천과정과 주택시장통제), 213면.
91) 최계영, 「오토 마이어의 행정행위 이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 5-11면.

92) 박정훈, ‘공법과 사법의 구별-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의 체계
와 방법론」, 박영사, 2005, 223면.



- 61 -

어느 학설만으로 단독적으로 완결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인들의 이

해충돌이 문제되고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법 생활영역에서 당사자간 합의

와 사익의 합리적 조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함이 상당한 영역은 사법영역

으로 볼 것이나, 공동체의 질서가 문제되는 법 생활영역에서는 이익조정

과정에서 직접당사자의 이익에만 귀속될 수 없는 공동체의 이익이나 가

치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공법영역으로 볼 것이라는 이익설에 가까운 견

해94)와 견해를 같이한다. 단순히 개인간 이익조정에만 맡길 수 없는 영

역이라면 이는 공법적 영역이라 봄이 타당하다.

2. 규율영역을 달리하는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대상과 한계,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소유 및 이용관계), 구분건물 및 대지에 대한 권리관계의

간명한 공시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취지로 1984년 제정되었다95).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

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건물을 의미하는데(집합건물법

제1조),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적

93)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8, 74-76면.
94) 이원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 행정청」, 저스티스,

2002. 8, 164-165면.
95) 집합건물법 제정이유는 고층건물의 소유와 이용의 형태는 종래와는 달라서
한 채의 건물을 수십 내지는 수백의 구분소유와 공동이용이라는 새로운 형
태로 발전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러한 새로운 생활관계를 규율할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등 제 규정은 불비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과 한계,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구분소유권과 그 공동이용부분 및 그 대지에 대한 소유
이용관계가 불분명하고 구분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한 현행 등기방법도 매우
복잡하여 이를 개선하여 고층건물 기타 집합건물 내에서의 공동생활을 합
리적으로 규율하고 그 권리관계를 간명히 공시할 수 있도록 단행법을 제정
하여 일반국민에게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법제
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법 제·개정이유,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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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주택법과 달리,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집합건물96)에 적용된다.

집합건물법은 용도를 불문하는 일체의 집합건물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

고 공동주택 또한 집합건물법의 규율을 받는데,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

을 사용하는 입주민들 사이의 사법(私法)적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법이고, 반면,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와 관련된 공법(公法)적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양자는 그 규율의 영역을 달리한다. 예컨대 공동주택 구분소유자

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집합건물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고, 따라서 만약 주택법이 공동주택 구분소유자들간의 분쟁에 간섭하고

자 한다면, 이는 규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된다.

3. 규율영역이 교차하는 경우 양 법의 적용관계

다만, 양자의 규율영역이 교차하는 경우에 양 법의 적용관계가 문제된

다. 대표적으로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하는 법률관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다.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하는 단계에서 사업주체가 배분하지만 이

는 곧 구분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관계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공급관계에서 주택법에 따른 공급면적 배분이 선행하고, 이렇게 배분되

어 공급된 면적을 전제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즉, 공법관계에 따른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

96) 다만, 건물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고 그 건물이 당연히 집합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집합건물로
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의사(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
고 2010다71578 판결). 물리적 구조 및 구분의사를 갖춘 집합건물은 집합건
축물대장에 등록되고 등기부에 집합건물로 등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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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면적이 선행하여 정하여진 이후에 위 면적을 전제로 하여 각 해당 면

적이 집합건물법이 정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되어, 구분소유자들 사

이의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헌법이 주택정책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

고(헌법 제35조 제3항), 한편, 집합건물 일반을 규율하는 집합건물법에

대하여 주택법은 특별히 공동주택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주택법이 집합건

물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97)을 고려할 때,

적용의 선후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공법이 사법에 대해 선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며,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국민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

계를 정한 법률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하겠다(헌법 제23조 제1항).

사실관계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주택의 건설과 공급관계를 공법이 선행

하여 규율한 다음. 이렇게 공급된 주택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공법

과 사법이 중첩적으로 규율하는 관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동주택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관리하고, 공

동주택의 존립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재

건축 결의로서 공동주택의 존립을 결정한다고 볼 것이다(집합건물법 제

47조).

4. 집합건물법 제2조의2의 해석

집합건물법 제2조의2는 ‘집합주택98)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

에 관한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이 집합건물법에 저촉되

97) 김종보, 앞의 책, 768면.
98) 집합건물법 제2조의2에서는 ‘집합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위 용어
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은데,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내용에 비추어보면, 위 집합주택의 의미는 공동주택으
로 해석함이 상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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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

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주택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

여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면서 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오히려 다

른 집합건물보다 짧아지는 점과 관련하여 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2012년 12월 신설된 조항이다99).

다만, 위 규정은 그 같은 신설이유와 달리 조항의 문구로 인하여 입법

적으로 문제가 많은 규정이다. 집합건물법 제2조의2 규정이 문언 그대로

주택법령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냐에 관하여는, 주택법령의 규정이

특별법임에도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반하고, 이에 더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들어 주택법 규정을 무효

화할 수 있는 것인지의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집합건물법

은 공동주택의 규약을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

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집합건물법 제29조 제1

항),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입주

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이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대한 동의율의 완화가 구분소유자의 기

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것이어서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이 집합건물법 규정

에 의해 무효가 되는지의 문제이다100).

집합건물법 제2조의2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이 같은 해석은 집합건물법

제2조의2가 예정한 바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바, 집합건물법 제2조의2

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관계에 한하는 것으로 축소해석함이 상당하다.

집합건물법 제2조의2는 향후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된다.

99) 집합건물법(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개정이유. 법
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100) 법무부, 「행정규제의 법적 근거로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연구」, 2014. 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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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동주택의 면적계산

제 1 절 면적계산의 의의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고, 그에 비하여 아파

트 가격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빚을 지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의 가격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세세한 것 까지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발코니 내부화를 합법화하는 과정이 그러하였고, 주

택 공급가격 중 주거공용면적분의 배분방식이 문제되기도 한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손쉬운 수단으로 세제

를 활용하고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자금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공동주택의 면적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

고 있다.

공동주택은 입체적인 구분소유의 대상을 의미하지만 규율 또는 거래의

편의상 면적 단위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면적계산은 공동주택 설계

단계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필수항목이다. 건축물의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주택건설업자의 사업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면적계산은 건축물의 품질과 경제성에 직결되어

법적 분쟁에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 면적계산은 대지면적을 산정한 후 대지의 건폐

율을 기준으로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을 산정하고, 용적률을 기준으로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101).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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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택의 면적계산은 건축법에 따라 대지면적,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

한 후에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

는 평면계획 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나누

어 계산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면적은 건설단계에서는 건축물의 물리적 면적, 공급단계에

서는 공급면적, 관리단계에서는 사용면적, 재건축 단계에서는 대지권 면

적102)이 각 의미를 갖는다. 한편, 공동주택의 면적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에서 공급가격을 정하는 수량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과세처분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이 같은 중요성에 반해, 공동주택의 면적에 관한 규율은 건축법과 주택

법에 산재되어 있고 복잡하여 일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한편 정부

의 주택정책에 따라 체계정합적인 면이나 규정 간 모순이나 상충 여지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산발적, 개별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온 바, 해석

과 적용상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101) 김준규, 류정림, 추승연, ⌜국내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BIM 기반 면
적산정 방법의 실효성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3. 4, 46, 47면

102) 광주지방법원 2005. 1. 28. 선고 2004가합6698 판결은 ‘대지권의 비율이 소
유권으로 현실화되는 아파트의 재건축시에는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기준
으로 권리면적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으며, 위 판
결에 대한 항소(광주고등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나2423 판결) 및 상
고(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다4021 판결)는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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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동주택 면적에 관한 공법적 규율 일반

Ⅰ. 건축법상 건축물 면적에 관한 규율

건축물의 면적에 관하여는 건축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공급

면적 산정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규율내

용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1. 건축법상 건축물 면적에 관한 용어 및 면적 산정기준

1934년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는 건축면적의 산정방법만이 규정되

어 있었고(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제31조 제1호), 당시에는 현행 건

축법에서의 바닥면적, 연면적과 같은 개념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다.

1962년 제정된 건축법에 처음으로 건축면적 외에 바닥면적과 연면적 산

정방법이 규정되었다103).

건축물의 면적, 높이, 층수 등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물은 대지에 접한 평면상으로는 건폐율의

한도에서, 대지 지상의 입체적 공간 관계에서는 용적률의 한도에서, 건축

이 허용되는 바, 건축법이 건축물의 면적을 규율하는 주된 목적은 대지

위에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최대 면적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건폐율은 건축물이 대지의 몇 %를 덮을 수 있는가를 정하는 것으로 대

지면적과 건축면적의 비율로 산정된다. 건폐율을 제한하는 목적은, 각 대

지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여 충분한 일조, 채광, 통풍, 위생과 관련된

조건을 확보하고, 재해발생시 각 건축물간 연소를 방지하며, 소방, 피난

103) 함병철, 이한구, 이문섭, 「건축면적산정기준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
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000. 10, 3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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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용이하게 하는 데 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이 달리

규정되어 있고10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하향 조정될 수 있다105).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허가받은 대지면

적에서 몇 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가 라는 건축물의 층수를 결정

하는 기능을 한다106).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107)으로 산정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

조 제1항 제1호). 대지면적이 산정되어야 건폐율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건축면적은 건폐율 계산의 기준 면적이 된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

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

영면적으로 산정하는데, 처마나 차양 등으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

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일정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한다. 연면

적은 건축물대장, 등기부에 등재되며, 용적률 산정의 기준면적이 된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장(건축물의 부속용

도인 경우에만)으로 쓰는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종래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

104) 예컨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경우 100분의 70이하, 상업지
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90이하, 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로 정
해져 있다(국토계획법 제77조 제1항 제1호).

105) 김종보, 앞의 책, 257, 259면.
106) 김종보, 앞의 책. 260면.
107) 수평투영면적은 하늘에서 내려다 본 면적을 의미한다. 대지에 고저차가 있

는 경우, 표면적은 수평투영면적보다 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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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2년 12월 용적률 산정시 주민공동

시설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는 주민공동시설

면적이 용적률 산정시 바닥면적으로 포함된다.

2. 건축법상 바닥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을 말하고, 연면적을 기준으로 용

적률이 산정되는 바, 결국 용적률 산정의 기준면적으로 실질적으로 작용

하는 것은 바닥면적이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

영면적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최외곽에 위치한

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벽이나 기둥이 없는 경우

는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바닥면적은 경제성과 연관되어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을 공

급받는 자 모두에게 중요한 항목이다.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관한 규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면

적을 계속해서 추가하는 형태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바닥면적에서 제

외되는 면적은 용적률에 산입되는 면적이 아니어서, 바닥면적에서 제외

되는 면적이 늘어날수록 용적률이 사실상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

다. 예컨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설비덕트108)는 종래 바닥면적에 산

입되었고 주거의 실 가용면적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설비공간을 옹색하게 설계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 같은 궁색

한 배치를 피하고 설비덕트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 6. 27.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설비덕트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되는 면적에서 제외하였다109).

108) 덕트는 공기나 기타 유체가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을 말한다. 두산백과
‘덕트’. 덕트의 기능에 따라 환기덕트, 파이프덕트 등으로 나뉜다.

109) 윤혁경, 「도시건축엿보기」, 기문당, 200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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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서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되

는 면적을 열거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바닥

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

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즉, 발코니의 경우, 1.5m 폭까지만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5m 폭을 초

과하는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공동주택의 필로티110) 또한 바닥면

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111), 건

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112),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113)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

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

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0) 벽면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된 개방형 구조, 1층은 기둥만
세워두고 2층 이상부터 방을 만들 때 1층만을 일컫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111)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
만 해당한다.

112) 고층 건축물에서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쓰레기를 건축물 각 층의 투입구
(호퍼)에서 아래층 수집구까지 낙하시키는 쓰레기 투기용 설비. 건축용어
사전 ‘더스트슈트’.

113) 건설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
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건설교통부 건축과-1900. 200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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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면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

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이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등 은 공동주택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Ⅱ. 주택법상 공동주택 면적에 관한 규율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면적과 관련하여 크게 국민주택규모와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규정한다.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에 의한 특별한 취급을 정

당화할 수 있는 면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정하고 있다. 한편 아파트의

건설 및 공급을 촉진하는 특별법인 주택법은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공

급면적에 관하여도 규정을 두고 있다.

1. 국민주택규모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

거나 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

2조 제5호).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

이 1세대당 85㎡ 이하114)인 경우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6호).

우리나라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청약예금

액의 구분 기준인 전용면적 85㎡ 이하, 102㎡이하, 135㎡ 이하(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 [별표2] 참조)가 아파트 규모를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들 규모에 근접하는 전용면적으로 공급

되고 있다115). 주택법 시행령 제29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114)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세대당 주거전
용면적이 100㎡ 이하가 기준이다.

115) 박인석, 박노학, 천현숙, 「전용면적 산정기준 변화와 발코니 용도변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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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116)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 주

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117)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고 정하

였고, 설계도서 작성 편의에 기하여도 아파트 면적은 정형화되어 있다.

국민주택 공급대상자는 무주택자에 한정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

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이상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국민주택규모는 모든 특례적 주택정책의 기준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민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주체가 토지 수용권한 및 사용권한을 발동

할 수 있으며(주택법 제24조 제2항),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될 경우 국공

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주택법 제30조). 국민주택사업

을 시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

용할 의무를 지고.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부담금

외에도 정부의 보조금,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다

(주택법 제84조). 국민주택 건설 사업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

시기금118)의 출자 및 융자 대상이 되고(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각

종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

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등)의 대상주택 규

용이 아파트 단위주거 평면설계에 미친 영향–전용면적 60㎡와 85㎡ 평면
의 실별 규모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4. 4, 28면.

116)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를 제외하고
는, 연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주택법 제4조 제1항, 주택법 시행
령 제14조).

117) 표본설계도서에는 각 층(지하층을 포함) 평면도 및 단위평면도, 전후면 및
측면 입면도, 계단부분을 포함한 단면도, 기둥, 보, 슬라브 및 기초 구조도,
구조계산서, 급수, 위생, 전기 및 소방 설비도와 창호도가 첨부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

118)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복권수
익금 등으로 조성된다(주택도시기금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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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또한 국민주택규모에 의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 44, 45조).

이외에도 국민주택규모는 세제상 특별한 취급의 대상이 되는 바,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

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며(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

1호 참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국

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조세특

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규모는 세제상 각종 혜택조치

가 부여되는 주택 규모의 기준이 된다.

이처럼 주택 관련 법률, 정책, 세제 등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

리나라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는 국민주택이 정해진 1970년대 당시

1인당 최소 소요면적인 5평에 평균 가구원수 5인을 곱한 25평 수준으로

1973년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해진 것이다119). 그간 국민주택규모를 축

소하고자 하는 시도에도 불구하고120) 국민주택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 제

정 당시의 주거전용면적 85㎡ 기준 그대로 변동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

다. 국민주택규모 제정 당시의 평균 세대당 구성원 수는 5인이었으나 세

대당 구성원 수가 1~2인 규모로 축소되었고, 한편, 주택정책상 국민주택

규모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121), 본 연구는 공동주택

의 공급면적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은 바, 국민주택규모에 관하여는 차

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2. 공동주택 공급면적

119) 김재운, 「국민주택규모의 다양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
55집, 2011. 11, 105면.

120) 국민주택규모를 변경하고자 하였던 구체적인 시도의 내용에 관하여는 김
재운, 앞의 논문, 118, 119면 참조.

121) 김재운, 앞의 논문,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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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급면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개별 세대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의 면적을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서는 주택공급면

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

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고 정하였다.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면적 기준 외에, 공동주택의 면적은

다수의 세대가 개별 건축물의 각 일부씩을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나뉘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택법은 단

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의 기능에 따른 추가적인 면적 구분

을 하고 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은 ‘개별 세대의 독립적인 주거의 용도로

만 쓰이는 배타적 부분의 면적’인 ‘주거전용면적’과 ‘2세대 이상이 공동으

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인 ‘공용면적’으로 나뉘고, 공용면적은 다시 ‘계

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인 ‘주거공용면적’

과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인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나뉜다(주택법 제2조 제6호, 주택법 시행규칙 제

2조 제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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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주택법상 공동주택 공급면적 산정기준

Ⅰ. 주거전용면적 산정기준

1. 주거전용면적 산정기준의 변경

주거전용면적은 ‘개별 세대의 독립적인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배타적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6호). 개별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

거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 현관과 벽을 통해 외부와 단절된 배타적

공간의 면적을 의미한다.

전용공간과 외부를 단절하는 벽체의 면적이 전용공간의 면적으로 포함

되는지에 관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외

벽의 중심선까지를 전용공간의 면적으로 포함시키는 외벽의 중심선 기

준122)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한다.

1976년 9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되면서 주택법상 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건축법 시행

령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계산하도록 정하였다(주택건설촉진법 시행

규칙 제6조)123). 이후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건축

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는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하여 산정되어 왔다.

122) 외벽의 중심선 기준 산정방식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중심선으로부
터 외벽의 한 쪽 끝에 이르는 면적(외벽 두께의 1/2 면적)을 주거전용면적
에 산입하는 방식이다.

123) 제6조(전용면적의 계산) 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으로 계산하되,
복도·계단·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소 등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
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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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주택의 치수 및 기준척

도를 안목치수124)를 원칙으로 하도록 정하고, 설계기준으로 모듈정합

(Modular Coordination, MC)125) 설계기준이 도입되면서126), 1998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서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안목치수 기준

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주거전용면적 산정기준이 안목치수로 변경된 이유는 외벽의 두께에 따

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자재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127).

2. 주거전용면적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공동주택 실사용면적 증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외벽으로부터 벽체의 중심선까지

두께 상당의 공간이 전용면적에 포함되었던 바,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

되면서 주거전용면적이 증가하게 되었고, 입주자들이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된 주거전용면적 상당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가 되었다.

전용면적 60㎡이하와 85㎡이하 면적에 건축법을 적용하였을 때와 주택

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면적은 아래와 같이 달리 산정된다128).

124) 안목치수는 눈으로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
다. 즉, 외벽의 중심선 기준에서 외벽의 면적을 제외하고 외벽의 안쪽 눈
으로 보이는 면적만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는 방식이다. 외벽의 내부선
기준이라고도 한다.

125) 모듈정합은 건축설계 및 구성재의 치수체계를 모듈치수로 정합하는 것을
말한다. 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을 위한 수의 단위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모듈이라 함은 모듈정합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로서 1M으로 표시하며
그 치수는 100mm로 한다(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제3조 제8, 9호).

126) 성순택, 양승우, 「주거 전용면적의 산정기준 현황과 일원화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2010. 10, 139면.

127)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98.8.14.) 제·개정이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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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적용기준에 따른 주거전용면적 규모 비교129)

안목치수 기준으로 주거전용면적 84.98㎡일 경우에 비하여, 벽체 중심선

기준 84.98㎡인 경우의 해당 면적을 안목치수로 산정해보면 면적은 79.62

㎡가 된다. 실제 사용면적에서 5.36㎡(=84.98㎡ - 79.62㎡) 차이가 발생한

다. 안목치수 기준 주거전용면적 59.86㎡일 경우에 비하여,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주거전용면적 59.86㎡인 경우 안목치수로 산정되는 면적은

54.91㎡가 된다. 실제 사용면적에서 4.95㎡(=59.86㎡ - 54.91㎡) 차이가

발생한다.

이후 기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게 되는 경우 이 같은 차이는 더욱 커진

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용면적

의 30%이내(주거전용면적이 85㎡미만인 경우에는 40%이내)까지 증축이

허용되고 있는데(주택법 제2조 제25호 나목), 85㎡이하(84.34㎡)의 주택

을 리모델링할 경우 109.64㎡까지 전용면적의 증축이 가능하다. 이 때

1998년 8월 이전 사용승인 받아 외벽의 중심선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등기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주거전용면적 산정기준 개정 이후

리모델링을 하여 안목치수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안목치수로 산정

한 면적으로 109.64㎡까지 증축하는 경우 해당 면적은 벽체 중심선 기준

128) 성순택, 양승우, 앞의 논문, 142, 143면.
129) 성순택, 양승우, 앞의 논문, 142면, 표4. 인용.

구분

전용 60㎡ 이하 전용 85㎡ 이하

벽체 중심선

기준

안목치수

기준

벽체 중심선

기준

안목치수

기준

건축법

적용시
59.86㎡ 54.91㎡ 84.98㎡ 79.62㎡

주택법

적용시
64.98㎡ 59.86㎡ 90.53㎡ 84.98㎡



- 78 -

면적으로는 116.49㎡이 된다130). 동일한 면적 기준인 벽체 중심선 기준으

로 비교한다면, 종전 외벽 중심선 기준 84.34㎡ 주택이 외벽 중심선 기준

116.49㎡까지 전용면적이 증가되는 것이다. 사실상 전용면적의 38%까지

증축이 허용되는 결과이다.

주택법은 주거전용면적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제

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입법자들이

사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 같은 문제점에까지는 법개정 당시 미처

관심을 두지 못한 까닭일 것이다. 주택법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전용면

적의 일정 비율 이하로 증축을 제한한 것은, 새로이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닌 기존 뼈대를 유지하여야 하는 리모델링에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어서131), 위

제한 비율(30%)을 초과하여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 하여도 전용면적 산정 기준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위와 같이

38%까지 증축이 허용된 결과가 위법한 것이냐고 한다면, 위법하다고 말

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테두리 내에서 발생된 결

과이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주거전용면적 산정기준 변경 당시 입법

자들이 미처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사후적으

로 발견되는 이 같은 문제들에 관하여는 발견되는 대로 적절한 해결방안

을 찾을 것이지만, 가능하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3. 주거전용면적 산정기준의 일원화 필요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에는 이

처럼 안목치수 기준이 적용되지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는

130) 성순택, 양승우, 앞의 논문, 143면.
131) 법제처 보도자료, 공동주택을 증축할 경우 리모델링 한계에 대한 법령해석,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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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경우에는 여전히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외벽의 중심선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30세대 미만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 1998년 8월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전 건축(설계)된 대부분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같

은 준주택, 3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주거전용면적 산정기준이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 기준으로 되어 있고, 3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이상 주

상복합건축물 등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주거전용면적 산정시 안목치수

로 산정한다.

[표 8] 주거용도 건축물의 전용면적 산정방식 비교132)

132) 성순택, 양승우, 앞의 논문, 141면, 표2. 수정 인용.

구분

전용면적산정기준(적용법규)

벽체 중심선

(건축법)

안목치수

(주택법)

단독주택 단독/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기존주택(‘98.8. 이전) ◯

리모델링 후 ◯

다세대 /연

립/아파트

30호 미만 ◯

30호 이상 ◯

준주택 오피스텔, 원룸형 고시원 등 ◯

도 시 형

생활주택

원룸형, 다

세대형, 기

숙사형 등

30세대 미만 ◯

30세대 이상 ◯

주상복합

건축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

과 주택 외의 시설물로 건

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주상복합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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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면적의 건축물임에도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대상인지, 주택법상

사용계획승인의 대상인지가 실사용면적의 차이를 가져올만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향후 주거전용면적 산정 기준은 거주자의 실사용

면적을 늘리고 표준화된 규격의 자재에 대한 적응력이 있는 안목치수 기

준으로 일원화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4. 건축법상 바닥면적과의 관계

주택법상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과 외벽면적, 지

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한다133).

2002년 12월 이전에는 세대 내부에 존재하는 설비덕트 등 주거의 용도

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부분이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134)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2002. 12.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위 나목이 삭제

되었다. 주택법이 위 나목을 삭제한 것은, 일응 설비덕트의 면적을 주거

전용면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어 보인다.

그런데, 설비덕트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2000. 6. 27. 바닥면적

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고, 2000. 6월부터 건축법이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설비덕트 면적은 아예 바닥면

133)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전용면적에서 제
외한다.

134) 2002. 12. 5. 건설교통부령 제3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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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산입되지 않는 면적이다.

위 건축법 시행령과 사이에서 체계적 해석을 한다면,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은 건축법이 정한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는데, 설비덕트 면적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설비덕트 면적은 주택법상 주

거전용면적으로도 산입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논리에 맞다. 그러나

주택법이 종래 설비덕트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던 주택건설촉

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을 2002년 12월까지 유지하다가

2002년 12월에 이르러서 삭제한 취지는 설비덕트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주택법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주택법이 건축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같은 해석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양자는 양립

할 수 없는 결론이다135).

설비덕트 면적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지만,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이 건

축법상 바닥면적에 의해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주택법이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과, 주택의 공급면적은 공급가격 산정 기준 면적으로

기능하는 것이어서 용적률 산정을 위한 건축법상 바닥면적과는 그 기능

이 다르다는 점에 근거한다. 설비덕트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여 용

적률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까닭은 주거전용면적 내에서 실사용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이고, 설비덕트가 전속적 주거공간에 설치된 이상,

이를 해당 개별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공급가격 산정 기준으

로 삼을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

135) 다만, 공동주택의 설비덕트는 주로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설치되는데, 지하
층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설비덕트의 면적이 주거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경우는 실제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설비덕트
가 공동주택 지상층의 외벽으로 구분된 개별 세대 내부에 전속적으로 설
치되는 경우라면, 이를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할지의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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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리필연적 관련은 없다.

주택법상 공급면적은 기본적으로는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의하여 산정하

되, 건축법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이라도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는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어디까지나 공동주택의 수급

상황, 공급 촉진의 필요, 투기적 수요의 억제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공급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주택법에서 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Ⅱ. 공용면적 산정기준

1. 공동주택 공용면적의 의의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은, 복도, 계단, 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인 주거공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인 그 밖의 공용면적, 그리고 공동주택의

외벽면적으로 구성된다.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외벽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

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을 의미하는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을 대표

하는 시설로(주택법 제2조 제13호), 노인정은 복리시설을 대표하는 시설

로(주택법 제2조 제14호) 주택법에 명시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지하층 면적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면적의 합계

로 산정할 수 있다.

공용면적 역시 주거전용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의하여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은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기계실과 전기실의 면적을 주택면

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기계실과 전기실은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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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포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단지형 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 배분방법

단지형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바, 필연적으로 공

동주택을 사용하는 세대간 공동사용면적 배분의 문제가 대두된다. 공동

주택의 면적은 건설, 공급에서부터 세제, 금융, 매매, 재건축에 이르기까

지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관계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세대별

면적배분은 합리적이고 수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때 배분의 문제를 면적 측정의 문제로 볼지 평가의 문제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단계마다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설계 단계에서 측정된 면적을

공급 단계에서 배분함에 있어서는 평가적 배분이 가능할 수 있다.

단지형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인 주거공용면적의 경우, 전체 단지의 주거공용면적을 산정하는 방

법은 어렵지 않다. 전체 단지의 개별 주동의 연면적의 합에서 전체 세대

주거전용면적과 외벽면적의 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한

편, 단지 내 개별 주동의 주거공용면적을 산정하는 것 또한 개별 주동의

연면적에서 주동 내에 위치한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과 외벽면적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산정된 단지형 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을 개별 세대에

배분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주택법은 침묵하고 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관한 규율이 없는 상황에서, 종래 사업주체들은

아파트의 설계적 특성(1동 내에 주거전용면적 혼합배치 여부, 필로티 설

치 여부, 1동 내에서 라인별 층수의 차등 여부, 편측복도의 발생 여부, 1

동 내에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는지 여부 등)과 수분양자들간 형평한 취

급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방식으로 주거공용면적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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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에 배분하여 아파트를 공급해 왔다.

각 세대에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하는 방식은 ① 각 동별로 주거공용면적

을 배분하는 동별 배분방식, ② 한 동안에서도 층별로 나누어 층별로 배

분하는 층별 배분방식, ③ 단지 내의 모든 동의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하

여 이를 배분하는 단지별 배분방식, ④ 전용면적이 같은 동들만의 주거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이를 해당 전용면적들에만 배분하는 전용면적별 배

분방식 ⑤ 혼합형 배분방식 등으로 다양하다136).

동별 배분방식은, 거주자의 사용성이 잘 투영된 면적배분방식이나, 동일

단지 내 같은 전용면적세대가 다른 동에 혼재되어 건설되는 경우 동일한

주거전용면적을 갖는 형임에도 평형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입주자들간에

분란의 대상이 되었고137), 사업주체로서는 같은 주거전용면적세대간 분

양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자 같은 주거전용면적을 같은 동에 일률적

으로 배치하게 되는 바, 공동주택단지 전체 단위로서 단지 내 개별 세대

배치를 융통성 있게 계획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한편, 입

주자간 재산계층구조(예컨대, 못사는 동으로 비하하는 등)를 발생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층별 배분방식은, 거주자의 사용성을 가장 세밀히 고려하여 면적을 배

분하는 방식이나, 필로티가 있는 경우 면적을 배분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고, 1층 세대에게 불리하며, 동일한 전용면적을 가진 세대인데도 해당

세대가 측면세대이거나 최상층 다락세대이거나 혹은 한 동 내에서 층수

가 다르게 지어짐에 따라 편측 공용부분이 생기는 경우 해당 층의 공용

면적이 증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136)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건축면적 배분방법 사례조사 연구⌟, 1998. 8,
105-107면.

137) 이는 실제 거래계의 관행에서 입주자들이 매매계약시 주거전용면적으로
매매하지 않고, 몇 평형 아파트라고 매매하는 관행에 따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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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별 배분방식은, 거주자가 사실상 이용하지 않는 주거공용면적까지

배부받는 단점이 있으나, 대신 단지가 획일화됨이 없이, 층수 배분이나

전용면적 세대의 위치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인 단지 구성이 가능한 장점

이 있고, 같은 주거전용면적세대에 대한 형평을 기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배분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전용면적별 배분방식은, 전용면적간 형평을 기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

별 배분방식에서의 단지 내 동별 건축계획을 융통성 있게 설계할 수 없

는 단점과 단지별 배분방식이 갖는 실사용면적과의 불일치의 문제점을

모두 갖고 있다.

층별과 동별 배분방식의 경우, 단지별 배분방식에 비하여 입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용면적에 보다 가까운 주거공용면적을 배분받게 되는

측면이 있으나, 이 역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예컨대, 최근 건설되는

단지형 공동주택에는 주민공동시설이 개별 주동의 지상층에 설치되는 경

우가 종종 있는데, 101동 주민이 103동 3층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을 이

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103동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역시 101동 입주민의

주거공용면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어떤 방식을 택하든 모든 방식이 장단점이 있고 합리성이 있다.

어떤 방식은 옳고 어떤 방식은 그르다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개별 주

동에서 라인당 층 수를 달리하여 설계할 것인지(이 경우 편측 코어가 발

생한다), 개별 주동 내에 주거전용면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주민공

동시설을 개별 주동 내에 설치할 것인지 등 단지를 어떠한 형태로 계획

할 것인가는 사업주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영역이고, 주거공용면적은

전체로서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과 관련된 것이어서, 주택법이 세대별 주

거공용면적을 배분하는 방식에 관하여 특정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하는 방식 또한 사업주체가 재량을 갖는 영

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86 -

주거공용면적은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어서 개별 세대가

일정 크기를 배분받는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예컨대 101동 701호

가 주거공용면적으로 20㎡를 배분받았다 하더라도, 101동 701호가 공급

받은 주거공용면적 부분이 어디인지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차피 모든 세대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대로 주거공용면적 전

체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주거공용면적을 개별 세대에 배분하는 것은 어

디까지나 평가의 문제일 뿐이며 측정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주거공용면

적이 종래 공급가격 산정의 기준 면적으로 사용되면서, 개별 세대가 배

분받은, 숫자로 특정되는 주거공용면적이 몇 ㎡이냐는 건설사와 입주민

모두에게 지대한 관심사였다. 이 부분 문제는 제5장 제1절에서 후술한다.

Ⅲ. 단지형 공동주택의 공급면적 산정–위례24단지를 중심으로

1. 위례24단지 개관

위례24단지(LH꿈에그린)(이하 ‘위례24단지’)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원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A1-11BL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로, 사업주

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이고, 단지는 2401동부터 2422동까지

22개동의 아파트 주동 건물과 1개동의 상가건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이 설치된 15개동 부속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다. 15개 부속건축물은 지

하주차장과 주민복지관 1 내지 4138), 보육시설, 경비실, 전기실, 열교환실

로, 15개동 부속 건축물 연면적은 합계 66.366.22㎡(그 중 지하주차장 연

면적이 63,452.66㎡)이다. 위 단지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국민주

택규모 이하로 건설된 보금자리주택139)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단지형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모집공고는 2011. 11. 30. 이루

138) 멀티프로그램실, 비즈니스센타,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골프연습장, 피트니
스센타, 스파, 경로당, 관리사무실, 방재실, MDF실이 설치되어 있다.

139)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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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표 9] 위례24단지 단지 면적

2. 위례24단지 2402동 103호의 공급면적 산정

위례24단지는 10개 동에 필로티가 설계되어 있고, 1동 내에 여러 개의

다른 전용면적이 배치되어 있으며, 1동 내의 라인별로도 층수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고, 한편,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단지가 공동체로서 기

능할 수 있게 단지계획을 설계한 바(주민공동시설 일부는 개별 동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별

배분방식으로 배분되었다.

위례24단지 2402동의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는 설비배관공간이 설치되

어 있고, 지상 1층부터 지상 20층까지 개별 세대가 배치되어 있다. 2402

동의 연면적은 9,133.91㎡(= 지하 1, 2층 각 116.80㎡ + 1층 375.26㎡ + 2

층 358.27㎡ + 3층 내지 20층 각 453.71㎡)이고, 2402동 103호의 주거전

용면적은 75.97㎡이다.

명칭 크기(㎡) 비고

대지면적 82,398
건폐율 17.62%

건축면적 14,518.13

연면적 229,723.73

용적률 194.05%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연면적

에서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 주

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면적을 제외한 면적)

159,892.28

15개 부속건축물 연면적 66,366.22
위례24단지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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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위례24단지 2402동 면적

[표 11] 위례24단지 2402동 103호 면적

2402동 103호의 주거공용면적 28.0293㎡는 위례24단지 아파트 22개동의

지상층에 위치하는 전체 계단실, 승강기, 홀 등 전체 주거공용면적을 개

별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배분한 것으로, 주거공용면적 배분

방식 중 단지별 배분방식을 취한 것이다.

명칭 산정부분 크기(㎡)

주거전용면적 75.97

주거공용면적 계단실, 승강기. 홀 등 28.0293

그 밖의 공용

면적

지하층 설비배관공간 2.5357

부대시설, 복리시설

전기실, 발전기실, 열

교환실
0.5321

주민복지관 1 내지 4 1.1498

지하주차장 41.4929

보육시설 0.167

경비실 0.0563

합계 45.9338

대지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53

명칭 크기(㎡) 비고

연면적 9,133.91

지하 1, 2층 각 116.80㎡ + 1층

375.26㎡ + 2층 358.27㎡ + 3층

내지 20층 각 453.71㎡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8,900.31

연면적(9,133.91㎡) – 지하층 설

비배관공간 면적(지하1, 2층 각

116.8㎡ 합계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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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동 103호의 그 밖의 공용면적은 위례24단지의 부대시설과 복리시

설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 비례하여 103호에 배분한 면적 1.9052㎡(= 전

기실, 발전기실, 열교환실 0.5321㎡ + 주민복지관 면적 1.1498㎡ + 보육

시설 면적 0.167㎡ + 경비실 면적 0.0563㎡)과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비례

하여 2402동 103호에 할당된 지하주차장 면적 41.4929㎡, 2402동 지하에

설치된 설비배관공간 면적을 103호에 할당한 설비배관공간 면적 2.5357

㎡ 합계 45.9338㎡이다.

위례24단지 2402동 103호의 대지면적은 위례24단지 전체 대지면적을

2402동 103호의 주거전용면적에 비례배분한 면적이다.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상 2402동 103호의 공급면적은 아래와 같

이 표시된다.

[표 12] 위례24단지 입주자모집공고(면적부분)

[표 13] 위례24단지 2402동 103호 분양계약서(면적부분)

세대당 주택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면적)
75.97 28.0293 45.9338(41.4929) 149.9331 53

지구
타

입

세대당 주택면적(㎡) 세 대

별

대 지

지 분

(㎡)

주거

전용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위례

A-11
75A 75.97 28.0293 4.4409 41.4929 149.933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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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공급면적과 전유부분·공용부분의 관계

공동주택 공급면적인 주거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집합건물법이 정한 전

유부분, 공용부분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문제된다.

Ⅰ.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집합건물

법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간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를 표시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이 마련하고 있는 용어이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고, 공용부분은 전유

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규

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

3, 4호). ‘공용부분’은 건물의 기본적 구조부가 되는 외벽, 지붕, 옥상, 계

단 등과 복도, 현관 등 ‘구조상 공용부분’과 ‘건물의 부속물인 공용부분’

으로 구분되고, ‘규약에 의한 공용부분’(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이 있다.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하는데(집

합건물법 제12조 제1항),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단서).

Ⅱ.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입법례140)

1. 일본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용부분이 당연공용부분(법정공

용부분)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구분된다. 당연공용부분은 등기가 이루

140) 김영두,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의 요건과 공시」,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8. 2, 5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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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고(일본 구분소유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반면 규약공용

부분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공용부분임을 주장할 수 없다. 규약

공용부분의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일본 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1항 제6

호). 그리고 규약공용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어느 전유부분을 위한

공용부분인지 기재해야 한다(일본 부동산등기사무취급수속준칙 제103조

제1항).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부분을 일부공

용부분이라고 규정하고(제3조), 일부공용부분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

자의 공유에 속하며(제11조), 공용부분의 지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부공

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산입

한다(제14조 제2항). 우리나라의 집합건물법과 규율내용이 동일하다.

2. 프랑스

프랑스의 ‘건물부동산의 공동소유의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Loi

n°65-557 du 10 juillet 1965 fixant le statut de la copropriètè des

immeubles bàtis, 이하 ‘프랑스 집합건물법’) 제3조는 공용부분(parties

communes)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용부분은 전체 또는 일부 구분

소유자의 사용 또는 효용에 관계된 건물부분을 말한다. 공용부분의 지분

(la quote-part)은 전유부분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제5조). 공용부분

과 전유부분의 구별은 규약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다(제3조 제1

항). 다만 규약의 정함이 없다면 프랑스 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과 제3

항에 의해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구분된다. 규약은 부동산 색인카드

(fichier immobilier)로 공시되어야 특정승계인에게 규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제13조). 1995년 1월 4일 데크레(Dècret n°55-22 du 4 janvier

1995 portant rèforme de la publicitè foncière) 제7조는 건물의 구분현황

을 표시하는 구분현황표(l’etat descriptif de division)의 작성을 강제하고

있다. 구분현황표는 토지공시제도의 관점에서 집합건물의 구분(lot: 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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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과 공용부분의 결합)을 명확히 하고, 공용부분의 지분을 확정하는

문서이며 등기부의 기재를 위해 작성되는 문서이다.

Ⅲ. 주거전용면적과 전유부분의 관계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과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이 일치하는 개념인지

문제되는데, 주택법 제2조 제25호에서는 ‘리모델링’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공동주택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

법상 주거전용면적과 집합건물법이 정한 전유부분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

용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는 주거

전용면적이 배타적인 공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어

서 양자의 범위가 일치하므로, 양 개념은 동일하게 보아도 무방하겠다.

Ⅵ. 공용면적과 공용부분의 관계

집합건물법의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응하는 것은 주택법상 주거공용면적

이다. 주택법상 ‘그 밖의 공용면적’은 집합건물법의 구조상 공용부분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집합건물법은 주택법상 ‘그 밖의 공용면적’을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로 칭하고 그 관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집합

건물법 제51조).

집합건물법은 1개의 건축물을 전제로 입법된 법으로, 집합건물법의 구

조상 공용부분은 1개 동 건축물을 단위로 한다. 개별건축물형 공동주택

이라면 개별 세대의 집합건물법상 구조상 공용부분과 주택법상 주거공용

면적의 범위가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형 공동주택의 경우, 주동 전

체의 주거공용면적과 주동 전체의 집합건물법상 구조상 공용부분의 범위

는 일치할 것이나, 개별 세대의 경우, 주택법상 주거공용면적의 배분방식

에 따라 양자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별 세대의 주거공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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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동별 배분방식으로 배분된 경우라면 양자가 일치할 것이나, 단지별

배분방식으로 배분된 경우에는, 개별 세대의 주거공용면적과 집합건물법

상 구조상 공용부분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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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공동주택 면적의 공부상 기재

Ⅰ. 건축물에 대하여 편성되는 공적 장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재지·구조·용도·형태·건평·대지의 면적·허가

연월일·준공연월일 등 건축물에 관한 일반사항과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건축물의 준공 후 변경사항 등을 기록하여 확인

하여 주는 공부로서, 조세의 부과 기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보관되는 것이다141).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대상 등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

을 미치고, 건축 감독권 행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건축법 제38조 제

1항). 한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려면 건축물대장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건축물의 실체적 권

리관계에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142).

건축물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특별

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는 사용승

인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

지, 감리완료보고서 등 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어 준다(건

축법 제22조 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사용승인서를 내어

준 경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한다{건

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

장규칙’) 제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1호}.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이 건

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살피고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데(건축물대장규칙 제12조 제3

14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5556 판결, 법무부, 앞의 보고서(건물에 관한
민법과 건축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12면.

14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226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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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대부분의 경우, 사용승인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대상으로 이른 바 형

식에 대한 실질판단이 이루어진다.

건축주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등기소에 가서 새로운 건

축물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때의 등기가 보존등기이며, 보

존등기를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구청에서 발급한 사용승인서와

건축물대장 등본이 포함되므로 등기소는 이들 서류를 통해 새로운 건축

물이 적법하게 완공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

물을 특정해서 소유자와 권리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

성되는 장부가 등기부이다.

건축물대장의 소관청은 국토교통부이고,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이

주관한다.

통상 등기부에 기재되는 건물의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정해지지

만,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사후적인 매매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시 건축물의 면적을 계산하는 목적은 용적률이나 건

폐율과 같은 공법적 허가요건을 따져보기 위해서이다. 건축물대장에 올

라 있는 건축물의 면적을 등기부에 그대로 옮겨 적는데, 이 같은 제도는

매매의 범위를 정해주어야 하는 등기의 기능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143).

Ⅱ. 단지형 공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상 기재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집합건축물이라 하고, 집합건축물

에 대하여는 집합건축물대장을 작성한다(건축물대장규칙 제2조 제2호,

제5조).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누어 작성하고, 하나의

대지에 부속건축물을 제외하고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

143) 김종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도시개발신문(www.ud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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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건축물대장규칙 제5조 제3항).

단지형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수 개의 주동이 있기 때문에 총

괄표제부가 작성되고, 개별 주동에 대하여 표제부와 전유부가 작성된다.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1동의 건물에 대하

여는 각 1용지를 사용하고 전유부분의 건물에 대하여는 구분한 건물마다

1용지를 사용한다(집합건물법 제53조). 총괄표제부에는 건축물 명칭, 대

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로서 건축물의 위치를 특정하고, 면적과 관련하

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이

표시되며, 주동과 부속건축물이 표시된다.

개별 동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가

생성되는데,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에는 1동의 건물의 소재지와 지번,

건물번호, 건물의 구조와 면적, 전유부분144)의 번호 기타 건축물현황과

변동사항을 기재한다.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는 목적은 건축물에 대한 경

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감독권 행사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것인

바, 건축감독권의 행사는 개별 건축물 1개동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1개동의 건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1개 동에 대한

표제부가 생성된다.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는 전유부분의 번호,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번호, 전유부분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을 때에는 부

속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소유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다(집합건물법 제

54조). 해당 세대의 전용면적과 주동 내의 공용면적에 대한 해당 세대의

주거공용면적지분 그리고 그 밖의 공용면적에 대한 해당 세대의 지분이

구분되어 기재된다.

144) 집합건물의 권리관계를 간명하게 공시하는 것이 집합건물법 제정이유 중
하나였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대하여는 건축법 외에 집합건물법이 규율하고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상 면적에 관한 용어로 집합건물법상 용어인 전유부
분과 공용부분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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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에 기재된 1동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1개동

의 주거공용면적이 기재된 것이고,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에 기재된 주

거공용면적은 1동 내에 위치하는 개별 세대가 배분받은 주거공용면적이

기재되어 있다.

단지형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이 동별 배분방식으로 배분되

지 않은 모든 경우에 1동 내에 위치하는 개별 세대 전체의 집합건축물대

장(전유부)에 기재된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집합건축물대장(표

제부)에 기재된 1동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문제

가 발생한다. 이는 주택법상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합리성

을 추구하는 목적과 1동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가 생성되는 목

적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체계부정합성의 문제인데, 양 제도가 추구하

는 목적이 다른 바, 이 같은 체계부정합성의 문제를 들어 주택법상 개별

세대의 주거공용면적 배분방식으로 동별 배분방식 외의 다른 것을 사용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Ⅲ. 단지형 공동주택의 등기부상 기재

등기기록은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하고, 등기부는 등기

정보자료를 편성한 공적 장부이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1,3호). 등기부

는 1개 건축물을 단위로 작성되며, 표제부와 갑구, 을구145)로 구성된다.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건물내역(구조, 면적) 등이 기재되는데,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표제부가 1동의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와 전

유부분 표제부로 나뉘어지고, 1동의 건물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소재 지

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는 건물

145)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
항이 각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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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표 14] 등기기록 표제부(1동의 건물의 표시)

[표제부] (1동의 건물의 표시)

표

시

번

호

접수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1
2013년12

월3일

서울특별시 송

파구 장지동

901 위례24단지

제2402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

철골경사지붕 20층 공동

주택(아파트)

1층 375.26㎡

2층 358.27㎡

3층 453.71㎡

4층 453.71㎡

5층 453.71㎡

6층 453.71㎡

7층 453.71㎡

8층 453.71㎡

9층 453.71㎡

10층 453.71㎡

11층 453.71㎡

12층 453.71㎡

13층 453.71㎡

14층 453.71㎡

15층 453.71㎡

16층 453.71㎡

17층 453.71㎡

18층 453.71㎡

19층 4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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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등기기록 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등기부에는 각 세대의 전용면적만을 표시하고 공용면적은 표시되지 않

는다. 공용부분은 등기능력이 없다146).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에 대한 공

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되, 물권의 득실변경에 등기가 필

요하지 않고, 공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유부분 지분을 분리 처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집합건물법 제13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물권의 변동사항을 공시하기 위한 공적 장부로서, 공용면적에 관한 내용

은 공시의 대상이 아니다.

146)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1244 판결.

20층 453.71㎡

지2 116.80㎡

지1 116.80㎡

[표제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

시

번

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1
2013년12

월3일
제1층 제103호 철근콘크리트조 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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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공동주택 면적에 관한 개별적 고찰

제 1 절 공동주택 공급가격 산정 기준면적

Ⅰ. 공동주택의 공급가격 산정방법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건설에 든 비용과 일부 이윤을 공동주

택 공급가격으로 반영하여 회수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공동주

택 중 공공택지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분

양가격 상한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고(주택법 제57조), 분

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은 택지비와 건

축비, 간접비, 가산비용으로 한정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건축비 산

정방법에 관하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147)에서 정하고 있다. 위 고시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전체 주택 분양가 상한가격이 책정되면, 위 금액을 한도로 사업주체가

개별 세대의 공급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의 경우, 건설비용이 상한가격 이상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상한금액을 초

과하는 비용을 주택가격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이든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

지 않는 공동주택이든 간에, 전체 공동주택의 건설에 투입된 비용을 개

별 세대에 공급가격으로 배분하게 되는데, 사업주체는 기본적으로 전체

투입비용(이윤 포함)을 전체 세대 면적에 배분하여 산정된 단위당 단가

147) 위 고시에서는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주택공급면적에 단위
당 단가를 곱하여 지상층 건축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
체가 건축물의 지상층 전체 면적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건축비 상당은 분
양가격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여진다. 단위당 단가는 공동주
택의 층수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달리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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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출하고, 위 단가를 개별 세대의 면적에 곱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

의 공급가격을 산정한다.

Ⅱ. 공급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공급면적의 의미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관하여, 법령상 용어는 아니지만, 건설업계와 주

택시장에서 아래와 같은 면적에 관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표 16] 주택시장에 사용되어 온 면적에 관한 용어148)

2009년 4월 이전에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세대별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 이하로 표시하여야 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7항).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의

거하여 공급계약의 내용이 된150)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의 합)을 수량으로 하여, 위 공급면적에 단위당 단가(평당 단가)를 곱하

여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을 산정하였다. 주택시장에서 사용되어 온 면적

에 관한 용어 중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이라는

148)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앞의 보고서. 6면.
149) 서비스 면적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면적으로, 발코니 면적

과 설비덕트 면적, 더스트슈트 면적이 서비스 면적에 포함된다.
150) 대법원은 사업주체와 청약당첨자 간에 공급계약 체결시 특단의 사정이 없

는 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입주자모집공
고의 내용이 공급계약의 내용으로 흡수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99다58136 판결).

-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승강기, 계단, 복도 등)

- 분양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복리시설)

- 계약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 지하주차장

면적

- 총 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 지하주차장

면적 + 서비스면적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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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 종래 사용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2009년 4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7항이 개정되어, 사

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시 세대별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주거전용면

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151),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어 공급면적 산정의 기준면적이 되는 공급면적

을 이처럼 종전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에서 ‘주거전용면적’

만으로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개정된 이유는, 전용면적이 같은

주택임에도 사업주체에 따라 다르게 표기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대한 혼란

과 표준계량단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던 상황 때문으로152), 위 개정

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종전 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써 이루어

진 개정이라 하겠다.

2009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사업주체들은 주거전용면적을

공급가격 산정 기준면적으로 삼고 있다.

[표 17] 래미안 이수역 로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153) 일부

151)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
할 수는 있게 하였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7조 단서).

15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9. 4. 1. 국토해양부령 제111호로 일부개정된 것)
개정이유 참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153) 사업주체는 삼성물산 주식회사,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 11. 26.이다.

1. 공급면적

주택형

(전용면

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

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타공용

(지하주차

장 포함)

합계

84B 84.98 25.17 110.15 75.17 185.32 36.57

84C 84.98 27.02 112.00 75.17 187.17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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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이수역 로이파크 아파트 84B형과 84C형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이 84.98㎡로 동일하고, 기타공용면적 역시 75.17㎡로 동일하나, 주거공용

면적은 84B형이 25.17㎡, 84C형이 27.02㎡로, 1.85㎡의 차이가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위 84B형과 84C형의 공급가격이 동일하다. 공급가격이

주거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18] 힐스테이트 녹번 입주자모집공고154) 일부

154) 사업주체는 현대건설 주식회사,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 2. 25.이다.

2. 공급가격

주택

형(전

용면

적기

준)

동구분

(라인)

층구분 분양가격(원)

대지비 건축비 계

84B 101동(5) 10층

이상

332,620,200 373,579,800 706,200,000

5-9층 327,957,300 368,342,700 696,300,000
4층 321,269,100 360,830,900 682,100,000
3층 314,628,000 353,372,000 668,000,000
2층 307,657,200 345,542,800 653,200,000

84C 102동(3)

103동(2)

104동(2)

105동(2)

10층

이상

332,620,200 373,579,800 706,200,000

5-9층 327,957,300 368,342,700 696,300,000
4층 321,269,100 360,830,900 682,100,000
3층 314,628,000 353,372,000 668,000,000
2층 307,657,200 345,542,800 653,200,000
1층 299,320,500 336,179,500 635,500,000

1. 공급면적



- 104 -

힐스테이트 녹번 아파트의 경우, 59A형의 주거전용면적이 59B형의 주

거전용면적보다 0.038㎡ 크고, 기타공용면적 역시 59A형이 59B형보다

0.027㎡ 더 크지만, 주거공용면적이 59B형이 59A형보다 0.666㎡ 더 큰

관계로, 59B형 계약면적이 59A형보다 오히려 0.601㎡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9A형 5층이상 세대의 분양가격은 424,800,000원이고, 59B형 5

층이상 세대의 분양가격은 420,900,000원으로, 주거공용면적이 더 큰 59B

형의 공급가격이 오히려 더 낮게 책정되어 있다. 힐스테이트 녹번 아파

트의 공급가격 역시 ‘주거전용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된 것이라고 추론할

2. 공급가격

주
택
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
장 등)(㎡)

합계
(㎡)

세대별
대지지분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계

59A 59.938 19.948 79.886 42.633 122.519 32.260
59B 59.900 20.614 80.514 42.606 123.120 32.510

주
택
형

동별
(라인)

층구분 공급금액(원)
대지비 건축비 계

59
A

104
(1,2호)
105
(1,2호)

5층이상 199,656,000 225,144,000 424,800,000
4층 199,695,000 221,805,000 418,500,000
3층 192,700,000 217,300,000 410,000,000
2층 187,671,000 211,629,000 399,300,000
1층 181,702,000 204,898,000 386,600,000

104
(4호)
105
(5,6호)

5층이상 201,677,000 227,423,000 429,100,000
4층 198,669,000 224,031,000 422,700,000
3층 194,627,000 219,473,000 414,100,000
2층 189,598,000 213,802,000 403,400,000
1층 183,535,000 206,965,000 390,500,000

59B 104
(3호)

5층이상 197,823,000 223,077,000 420,900,000
4층 194,862,000 219,738,000 414,600,000
3층 190,914,000 215,286,000 406,200,000
2층 185,979,000 209,721,000 395,700,000
1층 180,057,000 203,043,000 383,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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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처럼 다수의 사업주체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주거전용

면적을 공급가격 산정의 기준면적으로 삼고 있으나, 사업주체 일부 및

입주자들 일부는 여전히 공급면적의 의미를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

적의 합’의 의미로 사용하고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기준

으로 평당 단가를 계산하는 종전 계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공급면적의 의미가 주택시장에 살아남

아 분쟁의 소지를 만들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Ⅲ. 소결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이 되는 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이 포함된다고 할 경

우,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하는 방식은 곧 공급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거공용면적은 타 세대와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인

데, 이를 개별 세대가 주택대금으로 부담하게 된다면, 주거공용면적의 과

소가 부딪치게 되는 저항의 정도는 크지 않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이 주

거공용면적을 개별 세대에 배분함에 있어 여러 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

는 관계에서는 개별 세대의 공급가격은 주거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

함이 상당하다.

등기부에는 이미 종전에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만 표시되고 주거공

용면적은 표시되지 않았다. 거래관계에서 공시될 수 없는 주거공용면적

을 주택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편, 대지권 권리면적 또한 개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비례하

여 배분되는 것이고, 개별세대의 주거공용면적의 과소와는 아무런 관련

이 없다. 향후 아파트가 재건축 되는 경우, 권리면적은 등기부상 공유지

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155), 등기부에 전혀 공시되지 않는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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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의 과소가 공급가격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요인도 찾아보기 어

렵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 또한 종전의 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개별 세대의 공급면적을 특정하는 면적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주거전

용면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면적은 주거전

용면적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입주자들은 본인들이 독립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거

전용면적의 크기에 주된 관심이 있을 뿐, 지분비율에 따라 타 세대와 공

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인 주거공용면적이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크기로

할당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큰 관심이 없다. 다만, 현재 주거공용면적의 배

분방식이나 면적 크기를 문제 삼는 것은 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면적으로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사용되었던 과거 제도의

여파가 아직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면적’의 의미가 법개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의미로 변경된 것을

명확히 하고, 종전 관행이 속히 거래계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입법

론으로는,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에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외에도 사업주체

가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을 표시할 수 있게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7조 단서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를 한 후 세대당 공용면적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을 증감하는 내용

155) 각주 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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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계획 변경은 입주예정자 80%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승인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역시 세대당 주거공용면적이 입주

자모집공고에 표시되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위 규정 역시 삭제되어야

하겠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에서 주

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한 공급면적에 단위당 단가를 곱하도

록 하여 개별 세대의 주거공용면적 크기를 특정하여야 할 필요를 제공하

고 있는데, 위 고시 또한 단위당 단가를 곱하는 면적을 주거전용면적만

을 기준으로 하고 단위당 단가를 상향조정하는 형태로 개정됨이 상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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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발코니 면적과 공급면적

Ⅰ. 발코니의 의의

‘발코니(balcony)’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

는 공간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비교하여 베란다

(veranda)는 건물의 1, 2층의 면적차로 생긴 바닥 중의 일부 공간을 활

용하여 생긴 공간을 말한다. 베란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건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계단식 구조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베란다는 다가

구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주로 발견된다156).

우리나라에서는 1959년 지어진 개명아파트에서 거실전면에 창대를 바닥

까지 내리지 않고 문을 통해 출입하는 독립공간으로서 조망과 휴식을 위

한 공간으로 발코니가 최초로 등장하였고, 1960년 마포아파트를 시작으

로 발코니가 부착된 아파트가 건설되었다157).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건물의 처마 역할을 하면서 직사광선이 곧바로 실

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실내공간이 직접 외기와 접하지 않게 하

여 겨울철 실내 습도와 차가운 외기의 온도차에 의한 결로현상을 방지하

며,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염으로 인하여 현관 쪽으로는 피난

할 수 없을 때 발코니로 대피하여 소방 사다리나 옆의 동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간이벽)의 역할을 하고, 화재시 화염차단기능으로 아래

층에서 불이 위층으로 연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평 방화벽 역할을

하며, 세대 내부 연소에 따른 화염과 유독가스가 상층부로 전이되는 것

을 지연시키는 완충공간이자 층간 방화구획으로 기능한다158).

156) 문지웅,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부동산 절대지식」, 한스미디
어, 2017, 305면.

157) 최세미, 이지순, 윤정숙, 「아파트 규모별 발코니공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01. 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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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코니 면적과 바닥면적

본래 노대(露臺)란 이슬을 맞고 건축물의 외부를 관망하는 장소로서, 건

축물의 외부로 돌출된 것 또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개방형 구조로 된 ‘바

닥형태의 구조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노대의 개념은 베란다,

발코니 등의 범위를 넘어 옥상광장, 2층 이상에 개방된 바닥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159).

건축법 시행령은 노대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

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건

축물의 바닥면적의 개념은 구획의 내부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노대는 구

획의 외부에 설치된다는 특성 때문에 바닥면적에서 제외된 것이다160).

노대의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이 1973년

전부개정 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최초 도입된 규정161)은 건축법상 노

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의 바닥은 이를 둘러싼 난간벽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의 면적이 바닥의 외곽선으로부터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이

르는 수직면의 면적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

도록 정하고 있었다. 1986년 12월, 공동주택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부

분에 한해 ‘외벽으로부터 1.2m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바닥면적에 산

입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1988년 2월에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발코니의 면적에서 발코니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158) 성병민, 김원필, 「공동주택 발코니공간 전용에 따른 문제점 및 설계개선방
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010. 12, 243면.

159) 김종보,「노대의 구조변경과 증축의 개념」, 행정법연구, 2003. 5, 253, 254
면.

160) 김종보, 앞의 논문(노대의 구조변경과 증축의 개념), 254면.
161)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 110 -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 등’)의 바닥은 노대 등

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기 때문에 위 공제되는 면적(1.5m 폭)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용적률 산정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었고,

이러한 까닭으로 사업주체들은 공동주택 외벽에 공동주택 건축면적 외의

면적으로 1.5m 폭 상당의 발코니를 설치하고 이를 개별세대에 이른 바

서비스 면적으로 공급하였다. 1990년대 들어 외벽 전체를 따라 1.5m 깊

이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이 설계관행으로 자리잡게 된다.

2000년 7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간이화단 설치시 아파트 발코니

의 너비를 2m까지 허용하게 되었다. 이후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이

발코니 구조변경을 합법화 하면서 발코니의 너비를 다시 1.5m로 제한하

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Ⅲ. 발코니 용도변경 합법화

발코니는 종래 주거에 대한 부속용도로 사용되어 온 공간으로 공동주택

의 외벽에 설치되었고, 발코니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 면

적으로 개별 세대에 제공되었다.

그런데 발코니를 사용하는 개별 세대들이 발코니까지 주거전용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섀시를 설치하는 불법개조가 횡행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은 2005년 12월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발코니를 주거전용면적으로 사용

하는 것을 합법화하기에 이른다(이른바 발코니 확장 합법화). 다만 발코

니를 거실로 확장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하고, 1.2m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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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발코니 면적의 법적 성격

1. 확장형 발코니의 법적 성격

(1)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

발코니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노대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및 인동간격162) 산정시 발코니와 노대를 같은 개념

으로 취급하여 왔다163). 발코니 면적은 노대의 면적으로 건축법상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데, 건축법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면적이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인지 문제된다. 현재 발코니 면

적을 서비스 면적으로 공급하는 거래관행은 발코니 면적이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있는 것이다.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을 말하고, 주

택의 바닥면적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을 말한다고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를 고려하면 건축법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 공급면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논리에 맞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의

바닥면적이 반드시 건축법상 바닥면적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

니다.

확장형 발코니의 면적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이라도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는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별

세대의 전속적이고 독립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개별 세대의 거실이나 침실

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의 기능을 하고 있는 면적임이

162)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말한다. 채광창과 인동간격으로서 건축물의 일조를
확보한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

163) 권혁삼, 전우현, 박준영, 「공동주택 발코니 공간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
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006. 10, 82,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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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다. 주거전용면적으로 기능하는 확장형 발코니 면적을 공동주택

전체 세대가 그 일부씩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이라 봄은 개념논

리상 모순이다. 침실이나 거실의 용도로 사용되는 확장형 발코니의 경우

이는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으로 볼 것이다.

(2)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

한편, 준공 전 설치된 확장형 발코니의 경우,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으

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를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164). 준공 전 이미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된 확장형 발코니의 경우165)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으로

설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준공 후 확장형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는 규약에 의하여 공용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집합건물법은 전

유부분을 규약에 의거하여 공용부분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

고 있으나(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반대의 경우인, 공용부분을 규약에

의하여 전유부분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나 규약으로 달리 정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집합건물법 제10조, 제12조), 규약으로써 발코

니에 대한 전체 공유자의 지분을 특정 개별 세대에 귀속시키는 형태로

발코니를 개별 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164) 대법원은 준공 당시 이미 공용부분인 공동주택의 건물부분을 주거용 방실
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부분이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6151 판결).

165)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0조에서는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하기 전에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의 소
유자(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입주예정자를 포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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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확장형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2조에서는 준

공 후 변경이 허가권자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한 것처럼 규정되어 있는

데, 위 조항과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2조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구분소유권이 성립되어 관리단이 설립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규

약의 설정이란 생각할 수 없고,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후 사

용검사를 받고 대장과 등기부에 등재한 대로의 면적을 가진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166). 당초 준공 전 확장형

발코니와 비확장형 발코니의 선택이 가능한 공동주택이었다면 건축주가

발코니 확장을 유보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이후 관리단 규약으로 특별히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준공 후에도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규정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한다.

2. 비확장형 발코니의 법적 성격

일본의 경우, 공동주택의 피난시설로 설치되는 발코니를 집합건물법상

확실한 공용부분으로 취급하고 있다. 일본의 발코니의 경우, 도시방재시

피난의 용이성을 위하여 샷시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일본 건축기준령

121조에 의하면 ‘발코니의 칸막이벽은 피난의 용이성을 위하여 간단하게

파괴할 수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도시재해에 대비

하여 일정이상 층수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

고, 건축기준령 122조에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 하는 경

우의 규정을 두고 있다167). 구체적인 피난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서 발코니가 설치된 개별 세대가 발코니를 주로 이용하지만, 일본에서

발코니는 명백하게 공용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확장형 발코니의 성격은 일본과 다르지 않을 것

166)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누1156 판결.
167) 김한수, ⌜일본의 공동주택 외부공간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

문집, 2001. 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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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기본적으로 발코니는 타 세대의 피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고 있고 이 경우 발코니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포섭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확장형 발코니 설치 합법화는 비확장형 발코니의 법적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비확장형 발코니는 구분소유자간 규약에 따라

언제든지 주거전용면적으로 용도변경될 여지가 있게 되었고, 한편, 공동

주택 내에 확장형 발코니와 비확장형 발코니가 혼합 설치됨에 따라, 공

동주택 연접 세대의 발코니 확장형이 다른 경우라면 이 경우 비확장형

발코니가 타 세대의 대피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공동주택 내에 확장형 발코니와 비확장형 발코니가 혼합

설치됨에 따라 비확장형 발코니에 대하여도 발코니의 성격이 공용공간으

로부터 단절되고 개별 세대에 전속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강해졌다. 개

별 세대에 전속하는 공간이라면 이는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개별 세대에

전속하는 공간이라는 점 외에 추가적으로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부

분이라는 표지가 필요하고, 주거전용면적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비확

장형 발코니를 주거전용면적으로 포섭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비확장형 발코니의 경우,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에 포함되나, 주택법상

으로는 주거공용면적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이 경우 비확장형 발코니

의 보존이나 관리 관계는 전유부분으로서 개별 세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공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

는다고 볼 것이다. 비확장형 발코니를 공동주택 공급가격 산정 기준면적

으로 포섭하지 않는 이 같은 취급은, 대피공간으로서 발코니의 원래적

기능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에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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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과세관계에서 공동주택

제 1 절 공동주택에 대한 세법의 규율 개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세법은 일정한 주택에는 세

제 혜택을 주고, 일정한 주택에는 중과세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대표적

인 세제혜택으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취득세 감

면 등이 있고, 세제상 불이익의 예로는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고액의 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

한 세제혜택이나 세제상 불이익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공동

주택의 면적과 가격이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Ⅰ.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대법원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

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한다168).

2003년 1월 1일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고급주택이라 하고, 고급주택의 범위는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결정되

168)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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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소득세법 시행령169) 제156조)170). 2003년 1월 1일 양도소득세 비과

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현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 여부는 양도가액 9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171).

2003년 개정 이후에도 소득세법은 고가주택 중에서도 기준면적미만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

고 있었는데(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2005년 12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져 위 규정

은 삭제되었다.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개별 가구를 각

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다만,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

도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고가주

택 여부를 판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제156조 제3항).

Ⅱ. 월세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

169)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0) 고급주택의 면적 요건은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264㎡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기준 149㎡이상이었다.
17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
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
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
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
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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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172)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

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173)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Ⅲ. 신축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은,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일부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오피스텔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5

년 이내(2018. 12. 31.까지)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100%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특례를 두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위 특례

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

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

Ⅳ.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국민주택의 공급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

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2호). 이 때 주택의 연면적(지하층 면적, 지

172)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다가구주택의 경
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73)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금액(주택법
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과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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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함)과 건

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 10배)를 곱하여 산

정한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까지만 면제되고, 위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

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1조 제1항).

관리주체174),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

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3호), 관리주체,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인 경비업자,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의 경우 1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

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하여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는 부

가가치세가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문, 제4의2호).

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하는 자에 대해서 전국에

소유한 부동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매년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이다.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사원용 주택, 사업주체가 건축하여 소유

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

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는다(종합부동산세법 제8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

무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174) 관리업무 인계전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나목 내지 마목이 정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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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를 진다(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제7조).

종합부동산세법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합산세액에서 배제되는 임대주택으

로 신고한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Ⅵ. 지방세

1. 취득세 중과세

부동산 매매에 대한 취득세는 농지 이외의 것은 1천분의 40(4%)의 세

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그러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

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

득하는 경우에는 2%,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의 세율

을 각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취득세법은 종래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이라 정의하고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500%로

중과하였다(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의 연

면적이 331㎡를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물의 시가표

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67㎡이상의

풀장의 어느 한 개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되었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245㎡(복층형

의 경우 274㎡)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

되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 120 -

2010년 3월 지방세법이 전부개정 되면서(법률 제10221호, 2011.1.1.시행)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위 조항은 제13조로 이동하여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서는, 공동주택 1

구의 건축물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를 초과하고 취득 당시 시

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 1구의 공

동주택에는 다가구 주택이 포함되고, 다가구 주택의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 1구의 공동주택으로 본다.

2. 재산세

재산세는 주택을 토지, 건축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류하

고 있다(지방세법 제104, 105조). 일반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을 별도로 각

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하여 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고 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 소유자에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06조).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개별 가구를 1구의 주택으로 본다(지방세

법 시행령 제112조).

아파트에 부과되는 세금은 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건축부분에 부과

되는 재산세로 나눌 수 있다. 종합토지세는 각 세대의 대지지분에 해당

하는 면적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재산세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해서 부과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주택

에 대한 정의에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하여 전용면적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의 주택에 대한 세

율(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공용면적은 제4목의 일반 건축물의 세율(그 가

액의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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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법상 ‘1구의 공동주택’의 의미

지방세법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단위를 ‘1구의 건

물’, ‘1구의 공동주택’, ‘1구의 주택’이라고 표시한다(지방세법 제106조 제

2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112조). 위 1구의 의미가 무

엇인지 문제된다.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은 제1 내지 3호에서는 ‘1구의 건축물’, 제4호에

서는 ‘1구의 공동주택’으로 특정하고 있어 ‘1구’라 함은 일응 1개 동의 건

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조상 서로 독립되어 있고, 별도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도, 하나의 주거

생활단위에 제공된다면 1구의 건물’이라고 판시하는 바175), 대법원은 ‘1

구의 건물’을 ‘1개의 주거생활 단위’인 ‘1개 세대’ 나 ‘1개 호’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1구의 건물 단위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보

면, ‘1구의 건물’이나 ‘1구의 공동주택’은 대법원과 같이 ‘1개의 주거생활

단위’인 ‘1개 세대’ 나 ‘1개 호’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만약 단지형 공동주택 전체 혹은 1개 동을 ‘1구의 공동주택’으로 해석한

175) 대법원은, ‘1구의 건물은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으로 결정된다’는
전제 하에, ‘1구의 건물에는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고, ‘수동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개개의 건물의 용
도가 지하차고로 쓰여지고 독립된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는 일괄하
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인 용도나 외형
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도 현실적으로 본 건물과 일
체를 이루어 사회경제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 이를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1구의
건물’이라고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2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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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단지형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를 분양받은 자는 곧 고급주택을 취

득한 것이 된다 할 것인데, 이러한 해석은 채택하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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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동주택에 대한 세법의 독자적 규율

Ⅰ. 세법상 공동주택 유형 분류와 면적산정

세법은 공동주택의 유형 분류나 면적산정에 관하여 주택법이나 건축법

에서 정한 바와 관계없이 이를 독자적으로 해석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

법과 주택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나 세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규율된

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

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4)목176) 소정의

주거용 공동주택177)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주거용 공동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

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고,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

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

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

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178).

176)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한다.
177)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고급자동차·고급선박은 다음 각 호
의 것을 말한다.    

2. 고급주택.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거이외의 용도
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

178) 이에 대해 반대의견은, ‘①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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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방세법 시행령은 1993.12.31. 개정되면서 주거용 공동주택에 다

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현행 지방세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이르고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의 견해가 입법된 것으로, 세법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구속됨이 없이

독자적 기준으로 공동주택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입법자가 명시한 것

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나아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4)목 소정

의 주거용 공동주택의 연면적 산정기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는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 설사 건축 관계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

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

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

라 판단할 것이지, 위 건축 관계법령을 바로 그대로 적용하여 고급주택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락 45.60㎡

는 원고의 취득 당시 이미 방과 화장실과 침실 등 주거시설로 되어 있음

을 알 수 있고, 위 면적을 공부상의 면적 260.51㎡에 포함시키면 합계

306.11m가 되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4)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시하여, 실제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해당 면적은 세법상 공동

주택 연면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179).

어 보면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의 공동주택을 끌어 쓰고 있
는 것이고, ② 다가구주택을 구분 분양하고자 한다면 이는 단독주택을 공
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고 허가
없이 한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되며, ③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단
독주택으로 건축한 다수의 선량한 자들을 가벼이 보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을 공동주택으로 분양하고자 하는 악의의 자들의 탈법행위를 도와주는 것
이 된다 는 등의 논거를 들어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상 단독주택인 다
가구용 주택을 세법상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179)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89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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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동주택의 수급상황 조절을 담당하는 세법

이처럼 세법은 공동주택의 유형 분류와 연면적을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

에서 해석하고 있는데, 건축법이나 주택법상 유형 분류나 공부상 연면적

기재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 정한 바에 구속됨이 없이 세법상 원칙인 현황부

과 원칙만을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정책의 수단으로 세법은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할 수단이

다. 주택법이 공동주택 건설과 공급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

면, 공동주택의 수급상황의 조절은 과세관계에서 혜택을 제공하거나 중

과세를 하는 등으로 세법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세법의 역할을 고려하면, 세법은 건축법이나 주택법과 달리 공

동주택을 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에 대하여 그 독자적 입장에서 판

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독자적인 판단은 세법상 원칙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겠다. 주택법이나 건축법이 정한 공동주택의 유형 분류나 면

적 산정 방법이 세법에 그대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

고 생각한다.



- 126 -

제 7 장 결론

공동주택이 물리적으로 개별 세대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여러 세대의 공동사용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동주택의 개

념요소라 할 것이나, 구분소유권 관계는 공동주택의 필수적 개념요소로

보기 어렵다. 한편,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에 특유한 개념요소로

서 단지를 공동주택 개념에 포섭함이 상당하다.

이에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념을 ‘건축물 내에서 여러 세대가 건축물

의 일부 구조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

록 구획된 주택 또는 일단의 단지’로 정의한다.

이 같은 개념 정의 하에서 현행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으로 분

류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며,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역시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아울러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주택 유형인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

택, 타운하우스, 땅콩주택 등 또한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이 같은 공동주택 개념정의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형 또한 새로이 분류

될 필요가 있는데, 크게 개별 건축물형 공동주택과 단지형 공동주택으로

이분하고, 각 유형 내에서 세대 수 규모를 기준으로 공동주택을 세분하

여 각 유형의 차이점을 법에서 달리 규율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유형 분

류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유형 분류는 향후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공동

주택을 주택법의 분류 체계 내로 포섭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공동주택의 면적계산 기준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흩어져 있어 일의적으

로 파악하기 어렵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는 공동주택인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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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면적 산정기준은 표준화된 자재에 대한 적응력을 갖는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일원화함이 옳다.

한편 공동주택 공급면적은 건축법상 바닥면적,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

공용부분과도 관계되는데, 이들간 관계규명이 필요하다.

주택법은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의하도

록 하고 있으나,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반드시 건축법상

바닥면적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는 주택법이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과, 주택의 공급면적은 공급가격 산정

의 기준으로 기능하여, 용적률 산정을 위한 건축법상 바닥면적과는 그

기능이 다르다는 점에 근거한다.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과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 주택법상 주거공용면

적과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각 대응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단지형 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이 단지별 배분방식으로 배분되는 경우

라면, 개별 세대의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과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는 공법적 규율이 선행

하여 주택법상 주거공용면적이 구분소유자들에게 공급되고, 공급된 주거

공용면적을 구분소유자들이 사법상 공용부분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라

고 해석한다.

공동주택 개별 세대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공급면적은 주거전용

면적이다. 입법론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사업주체가 개별 세대의 주

거공용면적을 표시할 수 있게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7조 단

서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다.

발코니의 경우 확장형 발코니가 등장함에 따라 발코니의 법적 성격을

일의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졌는데, 확장형 발코니의 경우, 집합건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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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임과 동시에 주택법상 주거전용면적에 해당한다. 비확장형 발코

니의 경우,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이나, 주택법상 주거공용면적의 성격을

띤다 하겠다.

주택법과 건축법이 정한 공동주택의 유형 분류나 연면적에 관한 규율

내용은 과세관계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세법은 현황부과 원칙

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과세대상인 공동주택의 유형 분류나 면적 산정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택법이 공동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인데 반해, 세법은 과세라는 입법수단을 통

해 공동주택의 수급상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법률의 기능적 측면

을 고려할 때, 세법은 주택법과 건축법과 무관하게 공동주택에 관하여

독자적인 규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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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ncept and Area

calculation of Collective housing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Yun Hae Won

School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ypical public laws that regulate collective housing are the

Building Act and the Housing Act. However, these laws have

different classifications on collective housing, and thus the range of

collective housing is not identical within the public laws.

Both the Building Act and the Housing Act classify multi-unit

houses that meet all the conceptual elements of collective housing

into detached housing, which becomes the cause of inconsistency in

the legal system and confusion in the leg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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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although new types of collective housing are

emerging in reflection of changes in the lifestyles of people in

society, the Building Act and the Housing Act have failed to

integrate these new types of collective housing into the existing

concept and classification scheme of collective housing, and these new

types have only been listed in the Housing Act.

As a fundamental solution for these problems, the concept of

collective housing should be newly defined in the domain of public

laws. The new concept of collective housing should be established by

extracting the essential conceptual elements of collective housing.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complex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ceptual elements of collective housing as a conceptual element

specific to the public laws. Based on the definition of a new concept

about collective housing, a new classification scheme on the types of

collective housing should be suggested to ensure generality across the

public laws.

Public law-based regulations on the calculation of the areas of

collective housing are scattered across the Building Act and the

Housing Act. The Housing Act regulates the areas of collective

housing that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owners supply to each

household, and these supplied areas of collective housing function as

standards for calculating the prices of collective housing. The areas

of collective housing are divided into the area of each househol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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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use only which each household exclusively uses for their

own residence, the common use area for residence which is the

ground-floor area of collective housing including corridors, stairway

and multiple households commonly use, and the remaining common

use area that refers to the area of basement floors, subsidiary

facilities, and welfare facilities in apartment complexes.

The key issue in the calculation of the area of each household

for residential use only is how to measure the area. It is valid to

unify the measurement standards to be based on the inner lines of

exterior walls that are adaptable to standard-sized materials. The

area of expanded balconies for exclusive residential use should also

be calculated as the area of each household for residential use only.

The key issue in the calculation of the common use area for

residence in each household is how to allocate the area. Since the

Housing Act does not stipulate any standards for allocation, various

allocation methods have been used based on the conventional rational

standards, and their effectiveness may be approved.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regulates collective housing in the domain of private law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ction for common use defined

by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common use areas for residence defined under the Housing Act,



- 136 -

the public law-based rules precede the private law-based ones.

Accordingly, the proper legal interpretation is that common use areas

for residence, which are supplied to sectional owners, should be

managed by sectional owners as section for common use.

Considering that the supplied areas of collective housing

function as standards for setting the prices of collective housing, as a

legislative proposal, the Housing Act should be amended to have the

supplied areas of collective housing mean only the area of each

household for residential use only.

The concept of collective housing and the details of regulations

on the types and areas of collective housing which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Housing Act and the Building Act are

independently regulated under the tax law.

Keywords: collective housing, complex type collective housing,

concept, type, area, the area of each household for residential

use only, the common use area for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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