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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건물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되어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부합물인지 여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n addition to a building which constitutes a top floor can be adhered.

라. 초록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 중 7층 부분을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원고가, 7층 부분

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복층으로 사용되는 8층 부분은 7층 부분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8층 부분의 점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안이다.

경매법원이 경매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고, 감정평가도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낙찰자(매수

인)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의문이 들지만,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지하 1층, 지상 7층인 주상복합건물의 옥상 위에 무허가로 건축되어 독립된 출입구가

없이 7층과 내부로 연결되어 복층으로 사용되는 8층 부분이 7층 부분의 구성부분에 불과한지 여

부, 즉 8층 부분이 부합물인지 아니면 독립된 별개의 건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부합물이나 종물을 경매목적물로 평가하지 아니한 채 경매를 진행한 경우 이는 매각(낙찰)허

가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사유가 되는 것이지만,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은 매수인(낙찰자)은 부합

물이나 종물을 함께 취득하므로, 매수인이 부합물이나 종물을 취득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

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초록의 결론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불법으로 위 건물 중 주택부분인 7층의



복층으로 같은 면적의 상층을 건축하였고, 그 상층은 독립된 외부 통로가 없이 하층 내부에 설

치된 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주방시설도 없이 방과 거실로만 이루어져 있으

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상․하층 전체가 단일한 목적물로 임대되어 사용된 경우 그 상층 부분

은 하층에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검색 주제어

무허가 증축건물, 부합, 부합물, 증축부분, 기존건물, 별개의 독립물, 구성부분, 평가의 대

상, 경매절차, 매각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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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되어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부합물인지 여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槪要

1. 對象判決의 要旨

[1]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

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

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불법으로 위 건물 중 주택부분인 7층의

복층으로 같은 면적의 상층을 건축하였고, 그 상층은 독립된 외부 통로가 없이 하층 내부에 설치

된 계단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주방시설도 없이 방과 거실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상․하층 전체가 단일한 목적물로 임대되어 사용된 경우 그 상층 부분은 하

층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3]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된 증축부분

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

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事案의 槪要

가. 事案의 要旨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 중 7층 부분을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원고는, 7층 부분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복층으로 사용되는 8층 부분은 7층 부분의 構成部分에 불과하므로 그 부

분의 所有權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8층 부분의 점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하고



있다.

나. 事案의 內容

① 소외 甲은 군포시 당동 270의 7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不法으로 위 건물 중 주택부분인 7층(이 사건 건물의 하층)의 복층으로 이 사건 건물의 上層을

건축하였다.

② 소외 망 乙은 1992. 11.경 甲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건물 7층 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1994. 1. 24.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건물 7층 부분

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 7층 부분을 낙찰받아 같은 해 6.

16.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乙이 1995. 8. 2. 사망하자 그의 처인 원고가 협의

분할에 의하여 위 건물 7층 부분을 單獨으로 상속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

다.

③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상․하층 複層 구조로서 上層은 獨立된 外部 通路가 없이 하층 내부

에 설치된 階段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주방시설도 없이 방과 거실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상․하층 전체가 單一한 목적물로 賃貸되어 사용되던 중, 甲은 乙이

위 건물의 7층 부분을 落札받은 이후인 1994. 6.경 이 사건 건물의 상층부분의 출입을 위해 사용

하던 그 하층 내부 계단설치부분을 임의로 막고,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 외벽 쪽으로 철제통로

및 상층 부분의 독립된 출입문을 축조하였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상층부분 중 일부를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3. 原審法院의 判斷

이 사건 건물 중 상층의 築造經緯, 構造 및 使用關係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상층

은 축조 당시 이 사건 건물 下層의 構成部分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 하층과 분리하여서는 경

제상 獨立物로서의 效用을 갖지 못하여 독립하여 소유권의 客體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위 근저

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위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하층과 일체로 乙에게 소

유권이 귀속된 후 원고에게 단독 상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상

층부분 중 피고들이 점유하는 각 부분을 明渡할 의무가 있다.

II. 이 事件의 爭點



지하 1층, 지상 7층인 주상복합건물의 屋上 위에 無許可로 건축되어 독립된 출입구가 없이 7

층과 내부로 연결되어 복층으로 사용되는 8층 부분이 7층 부분의 構成部分에 불과한지 여부, 즉

8층 부분이 附合物인지 아니면 獨立된 別個의 建物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核心 爭點이다.

III. 不動産 競賣에서의 鑑定評價의 對象

1. 鑑定評價의 對象

평가의 대상은 매각부동산 및 매수인(낙찰자)이 그 부동산과 함께 취득할 모든 물건 및 권리

에 미친다. 買受人이 취득할 物的 範圍는 押留의 效力이 미치는 물적 범위와 一致한다. 따라서

매각부동산의 構成部分, 천연과실, 從物 등도 評價의 對象이 된다. 매각부동산은 평가명령에 特定

하여 표시되어야 한다.1)

가. 附合物

부동산의 附合物이란 본래는 부동산과는 소유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물건이지만 부동산에 結合

하여 거래관념상 부동산과 하나의 물건이 됨으로써 부동산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물건을

말한다. “附合”이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사회경제적으로 보아 過多한 費用과 훼손

없이는 分離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합하는 경우에 동일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려는 것이지만, 동

일인에 속하는 수개의 물건도 위와 같은 정도로 결합되면 이제는 사회경제적으로 하나의 소유권

의 대상이 되는 1개의 물건이 되는 것으로서 이것도 “부합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염

전용지에 염전시설을 한 경우와 같이 토지에 부착한 시설이 완전히 독립성을 상실하여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화체되어 토지소유권에 흡수되어 버린 경우를 “강한 부합”이라고 하고, 부합된 물

건이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한 채 있는 경우를 “약한 부합”이라고 한다.

(1) 附合物의 要件

(가) 附合物

부합되는 물건, 즉 부합의 主物은 不動産이어야 한다.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

도 포함한다.

(나) 附合의 정도

부합이 인정되는 결합의 정도에 관하여 “① 毁損하지 아니하면 分離할 수 없거나 ② 분리에

過多한 費用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③ 분리하게 되면 經濟的 價値를 심히 減損하는 경우”라고

1) 法院實務提要(임시판) 民事執行(上) 法院行政處 編(2002) 506쪽.



함이 多數說2)이고 判例3)이다. 즉 민법 제256조의 부동산에의 부합의 경우도 민법 제257조의 동

산간의 부합에서 규정한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

을 요할 경우“와 달리 보고 있지 않다.

(다) 附合權原의 不存在

위 2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부합이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256조 단서)

(2) 附合의 效果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原始取得한다.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합되는 부동산의 소유

자가 부합하는 물건을 취득한다.4)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2821 판결도 增築部分이 旣存建

物 면적의 2배이고, 그 평당 가격이 훨씬 높음에도 기존건물에 대한 부합을 인정하고 있다.

나. 從 物

(1) 從物의 要件

종물의 요건은 ① 주물의 常用에 이바지할 것, ② 주물에 附屬되었을 것, ③ 독립한 물건일

것, ④ 주물과 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이다.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물이 아닌 경우에도 평가의 대상이 되고, 設定行爲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는 종물이라도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358조 단서).

(가) 주물의 常用에 이바지할 것

종물의 요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물의 상용에 공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관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고 그 판단은 부속시킨 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客觀的으로 社會觀念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5) 일시적 용도에 이바지되

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용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效用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 즉 식기, 침구, 책상 등은 가옥의 종물이 아니다.6)

2) 郭潤直 編, 民法註解[Ⅱ] 總則(2) 博英社(1992) 493-494쪽.

3) 대법원 1962.1.31.선고 4294민상445 판결.

4) 편집대표 郭潤直, 民法注解[V] 物權(2), 博英社(1992) 499쪽.

5) 民法註解[Ⅱ] 總則(2) 博英社(1992) 67-68쪽.

6)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 2000. 11. 2.자

2000마3530 결정.



(나) 主物에 附屬되었을 것

주물과 종물 사이에 경제적 효용에 있어서 주종의 관계가 인정되려면 장소적으로도 密接

한 위치, 즉 주물에 부속시킨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도의 場所的 關係가 있어야 한다.7)

건물이 경매목적건물과 동일지번상에 있다는 사실이나 가옥대장상에 경매목적건물의 부속

건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써는 그것이 곧 종물인 부속건물이라 단정할 수 없

다.8)

(다) 獨立한 物件일 것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어야 한다. 기존건물을 物理的으로 延長 또는 擴大한

부분은 법률상 독립한 물건이 아니므로 주물인 기존건물의 일부분(구성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라) 主物과 從物이 同一한 所有者에 속할 것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 사이에 주물과 종물의 관계를 인정하면 종물이 주물과 運命

을 같이 하게 되는 결과 주물의 처분으로 제3자의 권리가 侵害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2) 從物의 效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민법 제100조 제2항), 주물에 대한 처분의 효과는 원칙으로 종

무에 미치므로,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므로(민

법 제358조), 저당권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이고, 설정후의 종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 從物과 附合物의 差異點

종물이 주물에 부속되지만 독립한 별개의 물건으로서 존재함에 반하여, 부합의 경우에는 부합

되는 물건이 독립성을 잃고 완전히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강부합) 어느 정도 독립성이

남아 있는 경우(약부합)도 있다. 즉, 주물과 종물 사이에 경제적 효용에 있어서 주종관계가 인정

되려면 장소적으로 밀접한 위치에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부합의 경우 그 결합의 정도가 분

리하면 훼손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物理的 構造, 용도와 기능면

에서의 독립적 경제적 효용 유무 등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다.9)

결국 물건으로서의 獨立性 또는 附合의 정도가 종물과 부합물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의 밀착의 정도로 보나 이를 토지로부터

7) 民法註解[Ⅱ] 總則(2) 博英社(1992) 68쪽.

8) 대법원 1966. 10. 5.자 66마222 결정.

9) 대법원 1992. 10. 27.선고 92다33541 판결.



제거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들고 또 물건이 크게 훼손되어 그 효용이 현저히 저감될 것이라는 점

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에 비추어 부함의 정도가 심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종물이라기보다는 토지의 부합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競賣節次에서 附合物이나 從物 등의 評價 여부

① 부합물의 평가 여부 : 부동산의 부합물은 당연히 경매절차에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말한다)에 의하여 부속(부합된 물건이 어느 정도의 독

립성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된 것은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256조 단서). 저당권의 설

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합물이라도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358조 단

서).

② 종물의 평가 여부 :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므로 종물도 경매절차에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 압류 후나 저당권설정등기후의 종물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10) 다만 제3자의 소유인 종물에

는 종물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종물이 평가의 대상으로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매각부동산과 별도로 평가액을 산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고가의 종물은 독립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③ 판례도, 경매절차에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서는 부합된 물건이나 종물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고,11) 부합된 물건이나 종물을 제외한 경매

부동산의 가격만을 평가하여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였다면,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職權에 의한 賣却(落札)不許可事由가 된다고 한다.12)

4. 競賣節次에서 附合物이나 從物 등의 公示 여부

현황조사의 대상인 토지․건물에 부합물, 從物, 構成部分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그로 인하

여 경매․입찰 목적물의 감정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예컨대 고가의

정원석, 상당한 규모의 제시외 건물, 지하굴착공사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 건축 중인 건물 등)

에는 이를 現況調査報告書에 적어야 한다.13)

10) 대법원 1971.12.10.자 71마757 결정.

11) 대법원 1999. 8. 9.자 99마504 결정 등.

12)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527 결정.

13) 부동산 경매·입찰 절차에서 현황조사시 유의사항(송민 97-8) 개정 2002. 6. 26. 송무예규

제866-10호.



감정평가서가 도착하면 집행법원은 먼저 평가서상의 부동산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는지 여부

를 살피고 공부상 면적과 사정면적이 상이한 경우 이를 매각공고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제시외

미등기건물은 목적물과 별도로 건립되어 있거나 다소 면적이 많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 당시

표시된 부동산의 구성부분, 부합물, 종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매각목적물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

부를 결정한다.14)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것이 경매 대상 부

동산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이라면 매각물건에 포함시켜야 한다.15) 실무에서는 통상 부동산 목록

아래 여백에 “제시외 건물”이라고 별도의 기재를 함으로써 미등기 건물이 부함물이나 종물로서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106조 제1호(구법 제618조 제1호)에 의한 매각기일의 공고를 함에 있어 등기부

상의 표시와 실제의 면적이나 구조 등이 상이한 때에는 등기부상의 표시뿐만 아니라 현황조사보

고서 등의 내용에 의한 실제의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물, 부가물 등도 표시하여야 한다. 예컨

대 증축에 의하여 실제 건평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실측평수도 적어야 하고 또 등기부에 표시되

지 아니한 附屬建物, 從物 등도 표시한다.16)

5. 買受人(競落人)의 賣却不動産에 대한 取得 範圍

가. 賣却不動産의 取得 範圍

(1) 從物이나 附合物임에도 從物이나 附合物이 아닌 것으로 보아 競賣를 進行한 경우

종물이나 부합물임에도 집행법원이 종물이나 부합물임을 看過한 채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

니한 채 경매를 진행한 경우에도 경락인은 종물이나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례도,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

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7)

부합물이나 종물을 경매목적물로 평가하지 아니한 채 경매를 진행한 경우 이는 매각(낙찰)허

가결정에 대한 이의나 항고사유가 되는 것이지만, 경매목적물을 낙찰받은 매수인(낙찰자)은 부합

물이나 종물을 함께 취득하므로, 매수인이 부합물이나 종물을 취득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

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18)

14) 法院實務提要(임시판) 民事執行(上) 法院行政處 編(2002) 515쪽.

15) 대법원 1999. 8. 9.자 99마504 결정.

16) 法院實務提要(임시판) 民事執行(上) 法院行政處 編(2002) 556쪽.

17)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772,92다26789 판결, 2002. 5. 10. 선고 99다24256 판결.

18)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參照.



(2) 別個의 獨立된 建物을 從物이나 附合物로 보아 競賣를 進行한 경우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종물이나 부합물로 보아 경매를 진행한 경우 매수인은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판례도, ‘토지에 대한 매각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

를 진행하여 매각허가되었다 하여도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19)고 하

거나, ‘독립된 건물을 경매신청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오인하여 경락받은 경우 매수인은

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20)

나. 이 事件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 8층 부분이 7층의 구성부분에 해당한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8층도 감정평가

를 하여야 하나, 그러한 감정평가를 누락한 채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하여도 매수인(낙찰자)은 8

층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原始取得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8층 부분이 7층의 구성부분인가 하는 것이다. 이 점은 아래에서 별도로 살

펴보기로 한다.

IV. 이 사건의 8층 부분이 7층의 구성부분인지 여부

1. 8층 부분이 7층의 구성 부분인지 여부

가. 이 사건 8층의 築造經緯, 構造, 使用關係 및 分離時點 

(1) 築造經緯

○ 甲이 7층 허가를 받은 후 무허가로 8층을 더 增築하였다.

○ 7층은 701호 내지 705호의 합계 면적 290.75㎡은 8층 801호 내지 805호 합계 면적 290.75㎡

과 동일하다.

(2) 構 造

○ 8층의 801호 내지 805호는 7층 중 대응 호수의 복층으로 건립되었다(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거물 중 7층만 복층 구조임).

1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314 판결.

20)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600 판결, 1990. 10. 12. 선고 90다카27969 판결.



○ 주방시설은 7층에만 있고, 8층에는 없다. 가령 704호의 경우 하층에는 방 2개, 거실, 주방시

설이 있고, 상층에는 방 2개와 거실이 있을 뿐이다.

○ 7층 각호의 내부에는 각 8층 각호의 내부로 연결되어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위 계단만이

8층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출입구이다. 8층에는 별도로 외부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없다.

○ 8층은 별도의 전기배선 없이 7층의 전기배선을 사용하도록 전기설치공사를 하였다.

○ 승강기(엘리베이터)는 7층까지만 설치되어 있다.

○ 7층의 임차인들은 상층과 하층을 임차목적물로 사용하였고, 8층은 별도의 호수가 없었다.

(3) 分離時點

○ 피고 측은 1993. 11.경에 8층을 7층으로부터 분리하는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704호와

705호를 복층으로 사용하던 임차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분리공사를 한 시점은 경락 이후인 1994.

6.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分離 後의 構造

○ 7층과 8층을 연결하던 내부계단을 시멘콘크리트로 막았다.

○ 8층의 건물 외벽에 베란다(견고하게 지어진 7층 통로와 같은 넓이의 철골 등을 이용한 통

로)를 만들어 이를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베란다의 한쪽 끝은 8층에서 7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과 연결되어 있다. 계단과 베란다 사이는 난간으로 막혀 있던 흔적이 있다.

○ 8층의 각 주택 벽면을 뚫어 베란다로 통하는 출입문을 새로 만들었다.

○ 전기계량기는 8층을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하였다.

(5) 使用 및 占有關係

○피고들은 7층과 8층 모두를 복층으로 사용하다가, 두개의 층으로 분리되자 8층으로 올라가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 8층 부분 중 피고 A가 801호, 피고 B가 802호, 피고 C가 804호, 피고 D가 805호를 각 점

유․사용하고 있다. 피고 C, D는 7층 부분의 前所有者이자 8층 부분을 增築한 甲의 아들이다. 피

고 B는 502호에거주하다가 5층이 경락되자 802호에 입주한 자이다. 피고 A는 702호에서 801호로

이사한 자이다.

(6) 8층 部分도 鑑定評價되어 競賣目的物에 包含되었는지 여부

○ 경매기록이 폐기되어 그 점은 알 수 없다.

나. 增築建物의 附合  



(1) 一般論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거래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기존건

물에 부합한다.21) 1동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과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필요하다.22)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한 것은 잘못이다.23)

(2) 增築建物의 附合 여부에 대한 判斷基準

판례는,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의 기존건물에의 부합 여부는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

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

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24)

(3) 附合의 判斷時點

①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 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本建物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25) 즉 증축 당시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되지만, 적어도 부합 여부를 다투는 紛爭이 발생한 以後에

增築 부분을 다시 施工하거나 改造하여 變更한 사정은 부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26)

② 이 사건에서는 競賣의 押留 時點을 基準으로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압류는 채무자

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구법 제603조 제4항)

압류 당시 압류의 효력은 기존 건물에 부합된 부분에 미치므로, 이미 압류의 효력이 미친 후

(경매신청기입등기 후)에 부합된 물건을 분리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1994. 1. 24.경 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시경 경매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

력이 발생하였고, 7층과 8층의 분리작업은 7층 부분의 낙찰 이후인 1994. 6.경 이루어졌다.

21)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643,80다2644 판결.

22)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2540 판결.

23) 대법원 1981. 6. 15자 81마151 결정.

24)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2002. 5. 10.

선고 99다24256 판결.

25)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519 판결.

26)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460,88다카8477 판결 참조.



다. 判例의 態度27)

(1) 附合이 認定된 事例

①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43 판결 : 증축부분은 실질에 있어 기설 제지공장인 철근콘

크리트 스라브즙 및 스레트즙 2층 연건평 1,396평 건물의 확장으로서 기설공장의 일부로 사용하

기 위하여 증설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이외에 사무실, 수위실, 보이라실, 배전실, 창고 등 부속

건물과 일체가 되어 일단의 제지공장을 이루고 있는 경우

②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643, 80다2644 판결 :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21평

8홉에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부엌 3개와 방 4개 합계 건평 18평 9홉을 위 기존건물의 외곽에 덧

붙여 증축한 경우

③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57, 80다2758 판결 : 은행에 공장저당을 설정한 후 그 은

행의 동의하에 부속건물인 대피소 1동을 지하 1층으로 하여 축조한 증축건물로서, 이는 기존건물

과 연결되어 있고, 지상 2, 3층은 건물 전면 중앙에 출입계단을 만들어 출입문도 따로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기존건물 등의 공장과 한 울타리 속에 상호 인접하여 있고, 벽, 2

층 스라브, 계단, 난간 등이 횡적으로 기존건물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와 연결되어 있으며,

증축건물의 기지는 수출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장 이

외의 용도에는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설된 피혁제품 제조공장인 기존건물의 확장

으로서 기설공장의 일부로 이용하기 위하여 증축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외에도 변전실, 보이

라실, 수위실, 대피소 등 부속건물등과 일체가 되어 일단의 피혁제조공장을 이루고 있는 경우

④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2821 판결 : 증축건물은 이미 등기된 기존건물에 바로 접속하

여 도로 쪽으로 향하여 지어진 건물로서 그 건평은 58평 9홉이나 도로에 면한 7평 정도 외에는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벽면이 세멘브록크로 세워지고 아연으로 지붕만 덮여 있을 뿐이어서 건

물로서는 별 가치가 없으며, 그 좌우에는 같은 모양의 점포들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증축

건물을 통하지 않고는 기존건물로 출입할 수 없는 경우

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11 판결 : 임차인이 임차한 기존건물에 덧붙여 기존건물의

반 정도의 규모로 방 한 칸과 부엌 일부를 증축하여 기존건물과 일체로서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

⑥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1967판결 : 기존공장건물에 덧붙여 중축되어 있으며 그 자체

27) 아래 부분은 曺源徹, “기존건물 및 이에 접한 신축건물 사이의 경계벽체를 철거하고 전체

를 하나의 상가건물로 사용한 경우 신축건물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對象判決: 대법원 2002. 5. 10. 선고 99다24256 판결, 대법원 판례해설 2002년 상반기

에서 拔萃함.



로서는 별다른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못하고 공장건물의 일부로서만 가치가 있는 경우

⑦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772, 92다26789 판결 : 바닥면적이 64.65㎡인 벽돌조 슬라브

지붕 기존 2층 주택 위에 건평 27.4㎡가 3층으로 증축되어 방 1개, 거실 1개 및 욕실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 증축부분에는 화장실과 부엌의 하수관이 없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건물 2층

으로 내려오는 옥내계단을 통하는 외의 다른 출입방법이 없는 경우

⑧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 기존 피혁가공 공장건물의 북쪽벽과 남쪽벽을

이용하여 그에 덧붙여 경량철골조의 가건물 형식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거기에 피혁가공원단의

생산공정의 일부에 사용되는 기계를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고, 증축건물의 면적이나 감정가

격이 기존건물의 면적이나 감정가격보다 작고 낮은 경우

⑨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43158 판결 : 원고가 4층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여 준공검사까

지 마친 후 4층 천장부분과 돔형의 지붕 사이에 빈 공간이 남게 되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증축

한 부분(따라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조차 없다)으로, 그 층 높이와 전용면적이 낮고 협소한데다가

천장이 경사진 상태로서 다락방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비록 후에 제거된 곳도 있기는 하나 원래

바닥에 아래층인 4층 부분과 연결되는 통로를 설치한 경우

⑩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 가건물의 현재의 용도가 사무실이기는 하지만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즙의 건물로서 창고로 등기된 기존 건물과 같은 구조와 지붕으로 되어 있

으면서 그에 연접하여 건축되어 있는 경우

(2) 附合이 否定된 事例

⑪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464 판결 : 연와조 시멘트 단층건물 건평 12평 5홉에 원고 앞

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 위에 건평 12평 4홉 7작 되는 2층을 지

어 올렸고, 증축된 2층에는 방과 부엌이 달려 있고, 증축부분의 등기는 표시변경으로 하였고, 그

후 증축부분 중 8평을 피고에게 전세주어 그 등기까지 하였는데, 그 후에 원고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⑫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519 판결 : 증축된 2층 건물은 축조 당시 3층 건물과 접한 벽

을 터서 하나로 연결하여 1층은 당구장, 2층은 공장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후 소유자가 2층 건물

과 3층 건물의 1층 사이에 벽을 설치하여 점포로 개조하고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1층은 본 건

물과 독립한 경제적 이용성을 갖추게 되었고, 한편 소유자는 3층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함에 있어

서 증축된 2층 건물은 매매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⑬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246 판결 : 신축부분을 기존건물의 북쪽과 동쪽의 벽에 붙

여 증축하면서 위 신축부분의 외벽 경계를 따라 10개의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설치하여 기초를



삼았고, 기존건물의 북쪽외벽 바깥쪽으로는 시멘트벽돌 1장씩을 더 쌓고, 동쪽외벽 바깥쪽으로는

철근콘크리트벽을 새로 만들어 신축부분의 새로운 벽으로 삼았으며, 서쪽의 북쪽 끝에 계단을 만

들어 신축부분의 전용통로로 하고, 전화․전기배선 및 상하수도의 배선 등도 기존부분과는 따로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3층은 주택으로 이용하도록 건축하였으며, 기존건물의 연건평이 134㎡

남짓인데 반하여 신축부분은 258.8㎡에 이르는 경우

⑭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600 판결 : 기존건물에 인접하여 같은 대지 위에 신축건물

을 건립하였는데, 이 두 건물은 밖으로 통하기 위한 대문을 공동으로 하고 있고, 그 1층 지붕 일

부씩(2층 베란다부분)이 사용상 편의를 위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고, 2층에 출입하기 위한 층계를

공동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그 1,2층 모두 몸체들이 별도의 벽으로 이루어져 약 1.25미터의 간격

을 두고 서로 떨어져 있고, 기존건물은 그곳 일부에 방과 부엌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쓰일

부분이 없지는 아니하나, 나머지는 대부분이 물치장으로 되어 있는 반면, 신축건물은 건평 합계

135.18㎡로 그 대부분이 방과 마루 및 부엌으로 되어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3) 判例上의 基準

工場建物이 문제된 경우 기존 판례(①, ③, ④, ⑥, ⑧)는 예외 없이 부합을 인정하고 있다. 공

장 구내의 여러 개의 건물이 일체로서 이용되고 있는 관계로 그 일부만이 따로 거래의 대상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특수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이나 구분등기된 많은 상가의 예에 비추어 보더라

도 물리적으로 하나의 건물일지라도 내부적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될 정도로 분리되어 있

는 경우에는 부합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⑫). 부합물이 기존건물의 벽체등을 이용하여 축조된

假건물일 경우에는 쉽게 부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④, ⑧, ⑩).

증축부분이 기존건물과 층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구분이 쉽다는 점에서 부합이 인

정될 여지가 적을 것이다(⑪).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건물을 통하지 않고서는 증축부분에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합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⑦). 증축부분이 기존건물과 횡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층을 달리하는 경우보다 물리적으로 구분이 어렵지만, 이 경우에도 증축부분과 기

존건물 사이에 경계벽체가 있다면 물리적인 구분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⑫). 판례는 출입통

로의 독립성을 판단의 한 요소로 보고 있다(④, ⑦, ⑬).

한편, 소유자가 증축부분을 제외한 기존건물만 매도하였고, 기존건물과 증축부분 사이에 경계

벽체를 쌓는 등으로 쉽게 분리가 가능한 구조라면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

인 듯하다(⑫).



라. 實務에서의 處理

실무상 주택 옥상에 건물 본체보다 작은 규모로 한개 층을 증축한 사례를 적지 않게 접하게

되는데, 대개 附合物로 보아 처리하고 있다.28)

2. 이 事件의 경우

가. 附合 여부의 基準 

부합 여부는, ① 물리적 구조, ②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增築된 건물의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① 경제상 효용의 독립성, ②

장벽에 의한 확정적 차폐성, ③ 독립의 출입구의 존재를 고려하여야 한다.29)

나. 檢 討 (競賣開始決定의 記入登記 當時인 1994. 1. 24.경을 基準으로 함)

(1) 物理的 構造와 관련하여

① 8층 부분은 7층과 상하로 접하여 있고,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② 7층과 8층 부분은 일체로서 복층의 주거형태, 즉 서로 연결되어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외부 구조 및 마감재료도 동일하다.

③ 승강기도 7층까지만 연결되고, 전기시설도 7, 8층이 일체로서 이루어졌다.

④ 층을 달리 하므로 비교적 분리가 용이할 수는 있지만,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외벽을 뚫어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어야 하고, 외벽에 철제난간 등으로 별도의 통로를 만들어야 하는 등 그 분

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분리할 경우 불완전한 주거형태로 인하여 그 경제적 가치가 심히

감손된다.

⑤ 8층 부분은 7층 부분과 면적이 같은 규모이지만, 무허가․미등기 건물이어서 8층 부분이 7

층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축 부분의 가격이 기존 건물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도 부합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用途와 機能面에서 獨立한 效用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28) 法院行政處[編],「不動産執行裁判實務便覽」, 法院行政處,(2002) 35쪽.

29) 民法註解[Ⅱ] 總則(2) 博英社(1992) 52쪽.



① 주방시설이 없는 8층 부분만으로는 독립한 주거로서의 효용이 없다.

② 7층을 통하지 않고는 외부로 통하는 독립된 출입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8층 부분은 7층의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장벽에 의한 차폐성이 없다.

(3) 所有者의 意思와 관련하여

① 소유자는 신축시부터 7층과 8층을 별개의 주거로 분리하지 않고, 복층으로 설계하여 건축

하였다.

② 소유자는 7층에만 8층에는 별도의 호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③ 소유자는 7, 8층 전체를 단일한 목적물로 임대하는 등 사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8층 부

분만을 독립한 경제적 이용성을 갖춘 건물로 취급하지 않았다.

다. 結 論

따라서 8층 부분은 7층에 부합된 건물로 7층의 구성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V. 맺음 말

부동산에 대한 경매시 건물 본채의 옥상 부분에 불법무허가인 건물이 增築되어 있는 경우를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 그 옥탑 부분이 본 건물의 종물이나 부합물인

지 아니면 독립한 건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부합물인지 종물

인지의 判斷基準은 이미 판례를 통하여 確立되어 있지만, 그 기준을 구체적인 사안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법원의 판단문제로 남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부합하는 물건인 8층 부분이 부합되는 7층 부분과 같은 면적인데다가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점 및 복층으로 사용되던 7층 부분과 8층 부분에 대한 分離工事가 진행되

어 현재는 다소간 獨立性을 갖추었다는 점 등이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었

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판례에 따른 부합의 기준을 이 사건에 그대로 代入할 경우 8층 부분이

7층 부분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판례의 태도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對象判決은 기존건물의 옥상 부분에 무허가로 增築된 부분이 항상 本件物에 부합된다는 취지

로 판시한 것은 아니고, 부합에 관한 판례의 기준을 事案마다 具體的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對象判決은 구체적 사안마다 그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 競

賣 이후에 독립한 건물로 만드는 分離工事가 이루어 진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附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도 일응 제시하고 있다는 점(그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지는 않다)에서 매우 意味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