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매도에 있어서 건물 철거

【질 문】

A는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B

에게 매도하였다. B는 이 대지를 다시 C에게 매도하였다. 그런데 A는 B의 허락 하

에 무상으로 이 대지를 B에게 매도한 때로부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C에게 넘어

간 시점까지 계속 건물을 사용해왔다. 그런데 B로부터 대지소유권을 취득한 C는 A

에게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A는 건물을 철거

하여야 하는가?

내 생각으로는 C가 대지 소유자이고, 문제된 건물은 무허가이므로 A로서는 건물

을 철거하여야 할 것 같은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응 답】

명 순 구

I. 서 설

우리 민법상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다. 건물은 토지 위에 건립되는

것이다.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타

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원(예: 임대차,

사용대차, 지상권 등)이 있어야 한다. 타인 토지 위에서 건물을 소유하는 자에게 토

지사용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로서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때 물

권적 청구권의 구체적인 발현형태 중의 하나가 바로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미리 토지사용권원을 설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토지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토지사용권원으로 얘기되는 것

이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그리고 질문의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도 이 법정지상권이

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기초로 질문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 건물소유권자의 확정과 건물 신축에 있어서 '허가 '의 의미

건물 신축시 건축허가는 행정적 차원에서의 문제일 뿐,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사안에서 A는 건물의 신축자로서 건물 신축과 더불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

시취득하게 된다. 이와 같이 A의 건물 소유권 취득이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이므로 건물 등기 여부와 상관 없이 A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1 -



요컨대, A가 건물을 신축한 때로부터 A - C 간의 법률분쟁이 벌어진 현재까지 건

물에 대한 소유자는 A이며, 토지 소유자 C로서는 건물이 무허가라는 이유로는 건

물철거를 주장할 수 없다.

III. A의 토지사용권원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C의 건물철거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A에게 토지사용권원이 있는가 하는 측면에

서 검토되어야 한다.

사안에서의 분쟁 당사자 A - C 간에는 토지사용권에 대하여 합의를 한 바가 전혀

없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 하에 지상물 소유자에게 법

률상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어 토지사용권원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지상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로서는 지상물의 철거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안의 핵심쟁점은 지상물 소유자 A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

였는가 여부에 있다.

법정지상권의 취득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

며, 다른 하나는 관습법에 의한 것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민법 제305조 제1항,

민법 제366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 입목에관한법률 제6조이다. 후자, 즉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기타의 원인(예: 경매, 공매, 증여

등)에 의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당해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 소유자는 그 지상물의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물 소유자 A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

서 C는 A를 권리자로 하는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취득한 것이 된다.

IV. 결어

A는 건물 신축에 있어서의 허가와 상관없이 문제의 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

에 있다. 건물 소유를 위하여 A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바는 없

으나 관습법상의 지상권자이므로 A는 C 소유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가지고 있

다. 그러므로 C의 A에 대한 건물철거 주장은 부적법한 것이다.

다만, A는 C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A

의 지상권이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존속기간

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지상권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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