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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文 抄 錄

급속한 도시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 많은 관심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노후화된 도시주택의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주택재건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에서 '조합‘이라한다)과 조합원에
대한 과세제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말미암아 다툼
이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과세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었
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는 조합원의
과중한 중복부담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
세와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조합이 일반분양에서 얻은 개발이익으로 조합원용 주택건축비에 충당하
는데, 그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따라 조합단계에서 법인세와 재
건축부담금을, 조합원단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사업
의 실질적 주체인 조합원에게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중복부담이 되고 있
다. 법인세와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그 소득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세에서 원본침해의 문
제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
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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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문대로
해석하는 경우 공급주택의 일부만 과세제외 될 수 있으므로 비합리적 규
정이다. 따라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전체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
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성격이 서로 다른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하
나의 법률에 무리하게 규정한 결과 주택재건축사업 관련규정들에서 일관
성이 없다. 주택재건축사업 근거법률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분리·
신설함이 타당하다.

주요어 : 재건축, 주택재건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비영리법인, 중복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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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 도
시화가 빠르게 이루어져 1920년대에는 세계인구의 19.4%가 도시에 거주
하였으나, 2000년에는 세계인구 중 51.3%가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선진국들을 시작으로 도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재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는 노후 도시주택의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2) 특히 부동산 경기와 연계되어 상대적으로 오래
된 아파트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
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법적성격에 대
하여는 종래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
정법’이라 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
축정비사업조합을 법인으로 하는 한편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토록 규정한 결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물론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도 과세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다.
구 도시재개발법을 모델로 제정된 도정법 제18조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
업조합을 포함한 정비사업조합3)은 구 도시재개발법 제13조에서의 도시재

1) 김영환. 2008년. 세계의 도시개발의 방향. 집, 집에 대한 이야기... 주택저널.
http://blog.naver.com/khbajj/110033268526 (2008년9월21일 방문)
2) 본 연구 11쪽의 (별표1) ‘연도별주택재건축추진현황’ 참조
3)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거환경
개선정비사업조합.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상·공업지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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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조합과 같이 법인으로 등기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조특법 제
104조의7 제2항에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법인세법 제1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12월31일4)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5)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의
일몰기한 후에는 법인세법 제1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내국법인 또는
비영리 내국법인 중 어느 것으로 취급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
지가 문제된다. 부동산정책에 따라 동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여부를 예측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과세상 중요한 납세의무자의 성격에 대해서 예
측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조세의 기능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자금조달기능, 재
분배기능 및 경기조절기능 등을 들고 있다.6) 오늘날 조세제도는 그러한
본연의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현상을 세법규정에 반영하
는 한편, 조세제도가 사회 특정현상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도 한
다.7)
현실의 주택재건축사업은 단순한 노후·불량주택 철거와 그 대체주택 신
축목적을 넘어 조합원들의 재산증식수단인 영리성 부동산개발사업형태로
그 본질이 변화·발전8)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
본질이 그대로 현행 조세제도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4) 2010년12월31일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5)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규정은 제외된다. 그 결과 수익사업부분의 소득
에 대하여 중복과세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6) 金子宏. 2006年(第12版), 租稅法. 弘文堂, 東京, 1쪽-8쪽.
7) 이영희. 2003. 법사회학. 법문사. 서울. 312쪽.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2006년5월24일 법률 제7959호로 제정하였는데, 제1조 목
적에서,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이미 내 집 다시 짓기 수준이 아니
고 초과이익이 발생할 정도로 영리목적 부동산개발사업화 되었음을 전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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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가 주택재건축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고 있
다고는 더욱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본원칙9) 부재인 현행 주택재건축
사업 관련 조세제도는 부동산가격안정을 목적하는 정책수단화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보여 진다. 그 결과,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조세제도는 부동
산시장의 변화에 따라 언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지
극히 불안정한 과세체계10)가 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보장 측면에
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전제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라
는 사회현상이 본연의 모습으로 세법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현행의 주택재건축사업 본질이 영리사업인지 비
영리사업인지를 규명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에 관한
현행의 관련세제상 문제점을 연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외의 단행본, 연구보고서, 논문 등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방법에 의하고자 한다. 특히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과세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법령의 해석론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
하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판례 및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행정심
9) 부동산시장도 결국은 이윤을 좇는 자금흐름문제이므로 부동산정책 기조는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의
균형에 두고 조세제도는 보조적으로 활용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현실은 그와 반대로 보조적 수
단이어야 할 조세제도를 자본의 해외유출 등 엄청난 비효율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된 정책으로 활
용함으로서 이윤을 좇는 자금흐름 본성을 강제로 변화시키려는 시도 자체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
된다. 이와 같이 부동산정책에서 오·남용되고 있는 조세제도에 대해서 그 원칙을 논하는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
10) 그 결과 법률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누더기 세법이라는 냉소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때그
때의 정책목적에 따라 급조하다 보면 관련법령들의 검토미흡으로 인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흔하
게 발견되고, 그러한 입법실수 등으로 인해 위헌결정으로 폐지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여 많은
혼란과 사회적비용까지 유발시키고 있음이 부동산관련 입법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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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례와 예규 등을 참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조세법령의 해석론을 제시함과 아
울러 그 제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도정법상의 정비사업 중 주택재건축
사업에 한정하되, 주택재개발사업 등 관련제도들 중 일부 주택재건축사업
에 연관되는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편제로 연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련된 조합원, 조합, 일반수분양자 및
시공자 등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 중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취득
세·등록세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법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일본의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법제의 변천과 관련세제를 살펴보고,
도정법 또는 조특법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하게 된 원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의 과세소득 범위 등에 관한 시사점
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제
기되고 있는 해석상의 다툼에 대하여 그 해석론을 제시하고, 아울러 현행
과세제도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그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도정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성격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조합이 부담하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재건축부담금,
조합원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중복부담문제를 제기하
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조합의 토지 취득가액 결정문제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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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넷째, 조합의 청산금 수입에 대한 과세문제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섯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조합원용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문제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섯째, 주택재건축사업 근거법률로 인한 과세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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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격과 관련세제의
기본구조
제1절 주택재건축사업의 의의와 현황

1. 주택재건축사업의 정의
도정법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
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도정법 제2조 제2호 다목).
구 주택건설촉진법(이하 ‘구 주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9호에서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주
택건설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
다) 제47조 제1항에서는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
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구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2005‘에서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자
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
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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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도정법에 따라 구 주택 소유자들 의사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소유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구 건축물을 철거한 대지상에 신축
한 공동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여 그 수입
으로 전체 공동주택 신축공사비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당초지분을 증가시
키지 않는 경우라면 조합원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큰 부담 없이 신축주
택을 대체 취득하는 사업12)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
다. 이는 일반적으로 확실한 사업성이 보장되는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을
예상한 정의이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유용성
당초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주택문제의 해결책으로 시작되었으나,
1978년을 기점으로 거의 10년을 주기로 일어나는 부동산가격 폭등13)과 소
득수준향상은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용성 있는 사업이 되게 하였
다. 한편으로 국가측면에서는 도시의 기성시가지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주택정책적 유용성을 가지는 사업이다.
첫째,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에게 재산증식수단이 되었다. 그 결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은 안전성·내용연수 등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결정되고,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사업참여를 원하
는 시공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14) 주택재건
축사업이 각종 지정·승인·인가 또는 안전진단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시장이
일부 통제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결과 사익을 좇
11) 송현진·장찬익, 2006년(제2판), 재개발·재건축사례집. 진원사. 서울. 10쪽.
12) 국토해양부. 2006.08.2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13) 국정브리핑특별기획팀, 2007. 대한민국부동산40년. 한스미디어. 서울. 15쪽.
14) 최열·공윤경.2003.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주요정책동향. 도시연구보 제14집. 부산대학
교 도시문제연구소.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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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장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가격상승 일로의 부동산 시장상황과 맞
물려 주택재건축사업은 그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재산증식수단이 되었다.
이에 편승하여 일반투자자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투자대안
중에서 재건축주택 투자를 기대수익극대화가 가능한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반응은 자유 시장경제체제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이 정
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오히려 자연스럽고 바람직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반대로 그러한 시장반응이 없다면 어떠한 정책
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한 주거문화수준의 향상이다. 즉, 주택재건축
사업이 조합원들의 재산증식수단 내지 투자대상이 된 한편으로, 소득수준
향상은 단순한 주거개념에서의 주택수요에서 자연친화적이고 편안한 휴식
공간 등으로서의 주택수요로 변화시켰다. 재산증식과 주거환경개선 욕구
의 충족이라는 두 가지 현실을 분리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주를
이루는 현실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대형 아파트일수록 재산가치는 더욱
증가하고 주거환경도 더욱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양면적 사업유용성은 그 대응정책을 어
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무력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그 소득에 조세 등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억제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욕구는 기본권 측면에서 행복추구권
내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5)로도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15) 행복추구권은 인격의 형성·유지, 표현의 전제가 되는 알 권리, 읽을 권리, 들을 권리, 자기 자신
에 관한 정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란 생존권적 기본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리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
의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는데, 외국에서는 주거공간에 관한 권리까지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김철수. 2006. 헌법학개론(제18전정신판). 박영사. 서울. 402쪽 및 8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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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의 의무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만 본다면 주택재건축은 헌
법에 규정된 국가차원의 지원대상이고 규제대상이 될 수가 없다. 주택재
건축사업 또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하든 국민들의 주거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행위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해된다.

3. 주택재건축사업의 현황
인가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이 2003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증가
하다가 2004년부터 재건축규제 기조의 부동산정책에 따라 그 수가 감소하
고 있음을 다음의 (별표1) 2000년도 이후 ‘연도별주택재건축추진현황’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가 주된 도시 주거형태인 주택보유현실에서 재건축대상
공동주택 가구 수를 보면, 아파트가 집중된 서울에서만 2008년 213,686호,
2012년에는 243,051호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16) 비추어 볼 때 향후 주택
재건축사업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17)
이와 같이 향후 도시주택공급에서 재건축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
록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18) 주택재건축사업 관련세제에서도
한시적·임시적 대응이 아니라 그 기본원칙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16) 서울특별시 주택종합계획. 2005년. 112쪽-113쪽
17) 김준환. 2008. 일본도심재개발사업의 이해. 부연사. 서울. 17쪽.
18) 이종권·주관수·김은혜·최조순.2006.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제도시행방안. 대한주택공사. 서울.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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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연도별 주택재건축추진현황19) (2007년12월31일 현재, 주택단위: 호)
계

조합 인가

사업계획 승인

준

공

연도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조합 기존주택 공급주택

2000

317

50,793

90,461

89

15,379

26,031 149

24,213

41,505

79 11,201 22,925

2001

251

50,027

76,657

49

23,933

33,166 120

18,685

28,466

82

2002

400

80,168

122,783 128

33,631

47,802 140

30,265

43,375

132 16,272 31,606

2003

778 138,162

191,459 269

50,952

61,211 340

65,550

92,397

160 21,660 37,851

2004

294

69,415

93,809

52

8,699

11,931

88

45,154

55,734

154 15,562 26,144

2005

311

63,468

102,090

40

3,578

6,733 112

44,087

62,684

159 15,803 32,673

2006

275

72,994

104,060

33

6,229

10,843 115

38,520

53,579

127 28,245 39,638

2007

178

67,379

92,922

47

24,393

30,248

14,945

21,022

82 28,041 41,652

49

7,409 15,025

제2절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법령의 연혁

1. 주택재건축사업의 변천
산업화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은 심각한 주택부족 문제를 유발했으
나, 도시계획차원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된 주택공급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단기적 대량공급을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좁
은 국토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1960년대부터 아파트들이 대량 공급되었
다.
그러나 당시 낙후된 시공기술로 공급된 많은 공동주택들이 거주자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겹치면서 빠르게 노후화되어 점
차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20) 그 결과 준공 후 20년이 되면 노후·
19)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통계정보.
http://www.mltm.go.kr/USR/statistics/m_53/lst.jsp?ID=&VIEW=&PRC=&TYPE=&GESICODE=&N
owPageNo=&S_RDATE=&E_RDATE=&CONDITION_KEY=TITLE&CONDITION_VAL=%C0%E7
%B0%C7%C3%E0&ViewPageCount=15&x=0&y=0 (2008년10월15일 방문)
20) 최열·공윤경. 2003.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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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주택으로 보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1987년 구 주촉법이
신설되어 아파트재건축에 대한 법적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1960년
대와 1970년대 초반에 신축된 단지형 아파트들이 처음으로 재건축대상이
되었고, 1988년 12월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단지인 마포아파트재건축조
합이 최초로 사업인가를 받았다.
주택재건축사업의 변천과정을 그 대표적 원인들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21)
첫째,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는 새로운 주택보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
였다.
둘째, 70년대에 지어진 저층 아파트들이 신축 후 20년이 경과하는 등
재건축요건 적용을 받기 시작하였다.
셋째, 부실공사로 인한 아파트 안전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파트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의해 1988년부터
1992년 사이에 지어진 270만호를 넘는 아파트에 불량자재사용 등 부실공
사와도 관련이 있다.
넷째,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구분소유자 등에게 막대
한 수익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지가급등지역인 수도권에 아파트가 집중해
있는 것과도 연관된다.
다섯째, 제도적 원인으로,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에서 효용증가에 의
한 재건축결의를 허용한 것이다. 즉, 건물신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외에도 인근토지
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21) カンヒョクシン. 韓国における分譲集合住宅の建替えに関する法的考察. 千葉大学大学院社会科学
研究科.千葉. 1쪽. http://homepage1.nifty.com/ebizuka/hikaku/0101.pdf#search (2008년10월1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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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재건
축결의가 가능22)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주변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저층을 고층화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목적이라고 분석된다. 1984년 집합건물법 제정당시 우
리나라는 불량주택지 재개발과 주택보급율 100%달성이 정책현안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철거일변도로
변화시켰다. 80년대 이전까지는 무허가 주택의 양성화, 개량 또는 철거 후
집단이주 등의 재개발 방식이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1981년 88서울올림픽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시가지에 산재한 불
량주택지등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가운데 주민부담에 의한 재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1983년부터 제도화된 이른바 합동재
개발방식이다. 합동재개발방식은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토지를 제공하고
시공자인 기업이 건설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한 후 개발이익을 균점하
는 방식이다. 이것은 주민들에게는 자기부담 없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개발사업자에게는 건설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에서는 시가지정
비를 촉진하여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었다. 이
합동재개발방식은 80년대 이후 주택의 개량 및 재개발을 주도하게 되었
다. 그 결과 시공자인 사기업이 개발이익 극대화 목적에서 전면 철거 후
22) 1962년 일본에서도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법률’ 제정 당시 이 요건이 제안되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일본의 법무성 입법 담당관에 의하면 ‘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도 다
수결에 의한 재건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은 꽤 강했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까지 자산의 적극적 효율적 이용의 관점에서 다수의 의사로 그 해체를 강행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 채택이 보류되었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
다. 효용증가를 이유로 해서 재건축을 한다면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구분소유 건물까지도 허물
게 되고, 구분소유권의 처분을 다수결에 의해서 강제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권 보호에
문제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은 단순한 재건축에 의한
효용 증가는 재건축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해석론에서는 구분 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한
다면 효용증가를 목적으로 한 재건축의 결의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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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수량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
황들이 주택재건축사업이 재산증식을 목적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이윤을 목적하는 건설회사의 재건축대상건물에 대한 적극적인
재건축권유는 상호개발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재건축까지 촉발시켰다.

2. 주택재건축사업 관련법령의 연혁
불량주택지 재개발 관련제도는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등 3개 유형이 있다.23) 그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량에 의
한 주거환경정비를 주로 하는 재개발방식으로 철거재개발방식을 주로 하
는 주택의 재개발 및 재건축과는 구별된다.
주택재건축사업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은 변천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
고 있다.
첫째, 1962년부터 일단의 불량지구개량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으로 결
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으며, 1972년부터 특정가구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특정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둘째, 1976년부터 위의 법률들을 폐지하고 도시재개발법을 제정하여 시
행하였다.
셋째, 1987년 처음으로 재건축의 법적 근거가 된 구 주촉법을 신설하여
시행하였고, 1989년부터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
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24)
넷째, 구 도시재개발법, 구 주촉법 및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
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통합하여 도정법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
23) 윤혁경. 2008년. 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해설. 교문당. 서울. 1-618쪽.
24) 불량주택정비에 관한 제도의 변천과정.
http://blog.daum.net/doroco22/3792467 (2008년10월11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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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섯째, 기타 관련법령으로,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인구의 도
시집중으로 인한 주택문제 해결책으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이 증가하여 이
러한 집합건물에서의 상린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84년에 집합건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장
제7절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
생되는 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25)으로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초과
이익환수법’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제3절 주택재건축사업 근거법령의 주요내용

1. 입법취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 등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
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목적(도
정법 제1조)으로, 2002년12월30일 법률 제6852호로 구 도시재개발법을 모
델로 한 도정법이 제정되어 2003년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고, 주택재건축사

25)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
는 주택가치의 증가분으로서 부과종료시점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 주택가격, 부과기간 동안의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및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에 부과율을 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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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도정법 제2조 제2호 나목 및
다목). 이러한 이질적인 주택 재개발·재건축관련 법률들을 통합함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
하여 도시기능회복 차원에서의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받도록 하였다.26)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유도
하여 일관성 있는 교통·도시미관 문제해결과 중대형 위주의 주택개발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재정착률 저하문제 해결, 영리를 좇아 발생하는 난개
발과 부동산투기 방지가 그 목적이다.27)
한편으로, 이는 2002년도 총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주택
정책상 공급우선을 지양하고, 선계획·후개발 관리정책으로 전환하였을 말
해주고 있다. 그에 따라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28)

26) 주택재건축사업은 원래 구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던 민간사업이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도시계획 차원의 관리
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 증가로 인해 주변지
역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에 과부하를 초래하거나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등 이
른바 ‘난개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재건축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3년 7월 도정법 제정과 함께 정비사업의 하나로 통합되었다. 한편 과거 주택건설
촉진법의 적용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건축 전이나 후의 주택수가 20세
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 적용된다(도정법 시행령 제6조). 이에 비해 주택수가
20세대 미만인 경우 기존의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행위는 건축법에 의한 신축
(건축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20세대를 기준으로 그 미만은 ‘신축’, 그리고
그 이상은 ‘재건축’으로 구분되며, 재건축의 경우만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정법에 의해 관리된다.
그러면서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법 관련 조
항은 재건축의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이종권·주관수·김은혜·최조순. 2006. 앞의 논
문. 10쪽).
27) 윤혁경. 2008년. 앞의 책. 1-617쪽
28) 위의 책. 1-618~1-6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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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시행자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
다(도정법 제8조 제2항). 종래 시공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조합이 단독시행자가 됨으로서 자재가격 인상 등 종전 공동시행자
로서의 시공자 책임을 이제는 조합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 불필요한 재건
축 등 종래의 합동개발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시공자와의 공동시행을
제외했다고 이해되며, 그 대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였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 규정에서 특이한 점은 비록 주민들 스스로 결
정하도록 했지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
과 공동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는 것이다. 구 도시
재개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개발사업시행에 있어서
의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시행요청에 관한 규정을 주택재건축사업에도 적
용하도록 규정하였다(도정법 제8조 제1항).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하지만
사업성이 없어 시공자를 결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국가의 도움을 받아
서 재건축해야 하는 상황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군수 등
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도정법상 주택재개발정
비사업에 대한 규정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업내용과 성격이 다른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시장·군수
등이 직접 주택재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모든 절차에
서 시장·군수 등을 당사자로 한 법률관계로 판단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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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하에서는 시장·군수 등과의 공동시행의 경우는 제외하고, 시행자가
조합단독인 경우와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인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데, 먼
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
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도정법 제13조
제2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후 집합건물법상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29)의 각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재건축결의 규정과는
달리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30)를 얻은 후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한다(도정법 제16조 제2항).31)

2) 조합의 정관작성
조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이 종료된 때 대금청산 및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
에서 정해야 한다(도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이와 같이

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원칙적으로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의한다.
30)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주택단지 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로 재건축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수적으로는 재건축결의 요건이 완화되었다.
31) 현행 도정법은 재건축결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조합설립동의를 재건축 결의로 간주한다.
(김종보·전연규. 2008.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 한국도시개발포럼. 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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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시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조합의 해산 등에 관한 구
체적인 규정들을 도정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구 도시재개발법에서와 같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토록하고 있다(구 도시재개발법 제21조).

3) 조합의 법인등기의무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조합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 설립 등기함으
로써 성립한다(도정법 제18조). 도정법 부칙 제10조에서는 종전법률에 의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경우
동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조합(종전법률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조합을 제외한다)은 동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법인으로 등기하여
야 하므로 현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모두 법인이다.
정비사업조합법인의 등기사항에 자본금 혹은 출자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도정법 시행령 제29조), 세무 및 회계 실무상으로는 현물출자금액
을 자본금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다.32)

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 준용
구 도시재개발법과 같이, 조합에 관하여는 도정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도정법
제27조). 그 결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도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영리법인으로 해석되고 있어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조
합원의 출자와 배당 등에 대한 과세 등의 조세법률관계는 물론이고 일반

32) 유창용.2008.재개발·재건축·공동주택리모델링 회계와 세무실무. 어울림. 서울.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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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서도 그 적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된다.

5) 조합원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에 동
의한 자로 하되,33) 당해 토지 등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
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로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
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등 불가피
한 사유가 있는 양도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도정법
제19조). 조합원은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의 차액인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도정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3. 사업의 시행절차
1) 시행방법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일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도
정법 제48조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도정법 제6조 제3항). 국토
해양부장관이 제정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5조 제1항에서

33)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부동산을 조합 등에 양도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조합원분양권이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상황이므로 그런 일은 없는 결과 법률상으로도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
은 두고 있지 않다고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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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는 것으로 지
도하고 있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
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도정법 제45조 제2항).

2) 사업시행인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등과 기타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
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일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도정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3)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
이익조정 등의 목적에서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재건축임대주택을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공급해야 한다(도정법 제30조의2).

4) 관리처분 절차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
한 사업시행방법(구 도시재개발법 제2장 제5절)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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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
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
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이외 권리명
세,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
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정법 제48조 제1항).
인가를 통해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정비구
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다.34)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대하여 도정법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에서는, 시장·군수는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통지하고,35) 지방자치단체공보에 고시하도록 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분양신청자에게 통지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36)
34) 김종보·전연규. 2008. 앞의 책. 974쪽.
35) 이 경우는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을 갖추는 절차로 이해되며, 이러한 통지는 송달 또는 공고
방법에 의한다.(장태주. 2005. 행정법개론. 현암사. 서울. 237쪽).
36) 일본의 관련 법률에서는 각 권리조정방법에 대한 처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맨션재건축의 원활화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권리변환처분)
①시행자는 권리변환계획 또는 그 변경의 인가를 받았거나 또는 권리변환계획에 관
하여 제66조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이 있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고하고 관계 권리자에게 관계사항을 서면
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권리변환에 관한 처분은 전항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행한다．
③권리변환에 관한 처분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平成５년 법률 제88호）제3장의 규
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재개발법 제86조(권리변환처분）
①시행자는 권리변환계획 또는 그 변경의 인가를 받았거나 또는 권리변환계획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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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
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하며,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
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그리고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
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
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
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으며,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
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서 1세대가 1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
택을 공급하며,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투기과열지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와 근로자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
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도정법 제48조 제2

하여 제72조제4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이 있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고하고 관계 권리자에게 관계사항
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권리변환에 관한 처분은 전항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행한다．
③권리변환에 관한 처분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平成５년 법률 제88호）제3장의 규
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의10(권리변환계획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6조제1항의 규정은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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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37)

5) 주택공급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
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 일반
분양된 주택은 일반 수분양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도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5항).

6) 준공인가·이전등기 및 청산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확정된 권
리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의 등기를 해야 한다(도정법 제52조 및 제56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
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
우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그 차액에 상당하는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도정법 제57조).

37) 일본의 관련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권리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맨션재건축의 원활화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권리변환계획의 결정 기준）
권리변환계획은 관계 권리자간 이해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지 않으면 안 된
다．
도시재개발법 제74조(권리변환계획의 결정 기준）
①권리변환계획은 재해를 방지하고, 위생을 향상시키며 기타 거주 조건을 개선함과 동
시에, 시설 건축물 및 시설 건축 대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권리변환계획은 관계 권리자간 이해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지 않으면 안 된
다．
제118조의10(권리변환계획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4조 규정은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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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주택재건축사업 관련세제의 주요내용

1. 주택재건축사업 관련세제의 기본구조
주택재건축사업 관련한 과세관계에서 그 당사자에는 주택재건축정비사
업조합, 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일반수분양자, 시공자 등이 있으며, 조합과
시공자는 법인이지만, 기타 조합원 등은 법인 또는 개인이다. 각 당사자에
따라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등 적용되는 조세법과 과세관계의 기본구조
가 다르게 된다. 본 절에서는 관련 조세제도의 기본적인 구조가 결정되는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납세의무자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1) 2003년6월30일 이전
2003년7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주택재건축조
합의 인격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 결
과 주택재건축조합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
체로 보아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하거나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
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38) 대법원은 주택재건축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보
았다.39)

38) 김완석. 2006a.재건축에 관한 조세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3집. 사단법인한국토지공법학회.
서울.
39) 대법원. 2005.06.10.선고.2003두2656.판결 및 대법원 2005.07.15.선고.2003두575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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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3년12월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40) 2008년12월31일
이전 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2003년7월1일부터 도정법의 시행으로 모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법인으로 등기해야 하므로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그러나 조특법 제104조의7 제1항에서 2003년6월30일 이전에 구 주촉법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정법 제18조 규정에 의하
여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
무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
87조 제1항 및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토록 규정하였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 스스로가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
세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특법 제104조의7 제2항에서 그 제1항 규정의 전환정비사업조합
을 포함한 도정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영리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 등의 정의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스스로 법인
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였다.

(3) 2009년1월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
조특법 제104조의7은 2008년12월31일41)까지 한시적이다. 당해 조항이
4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25조 단서.
41) 2010년12월31일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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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될 경우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성격(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
인)이 문제된다. 일몰기한 후부터는 법인세법 제1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을 내국법인 또는 비영리내국법인 중 어느 것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관하여는 제4장 제2절에서 상세히 다루
기로 한다.

2) 조합원 및 승계조합원, 일반수분양자와 시공자
주택재건축사업 관련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자에는 당해 조합
이외에 법인 또는 개인인 조합원, 승계조합원, 일반수분양자 및 법인인 시
공자가 예상된다.
승계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조합원의 입주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승계 받은 자들이다(도정법
제19조). 일반 수분양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축한 공동주택 등
을 조합원들에게 우선분양하고 나머지 잔여세대의 일반분양에서 분양받은
자들이다. 분양계약 후 준공 전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등 주택재건축사업
이 종료되기 전에도 과세소득이 발생될 수 있다.
조합원 또는 승계조합원이 가지는 조합원입주권은 관련법개정으로 인해
취득시기에 따라서는 주택으로 취급되는 결과 주택 수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및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는 과세상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시공자는 시행자인 조합과 도급계약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고 그
대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2. 주택재건축사업 관련세제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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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에 관련된 과세제도들에 관해서는 사업진행순서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중요 세목별로 검토하되, 조합원, 조합, 수분양자, 시공자
순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절차는 ①정비계획수립 ②정비구역지정 ③추진위원회
승인 ④안전진단 ⑤창립총회(재건축 결의) ⑥조합설립인가 ⑦사업시행인
가 ⑧시공자선정 ⑨관리처분계획인가 ⑩이주 ⑪철거 및 착공 ⑫준공 ⑬입
주 순으로 진행된다. 재건축기간은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철거
및 착공까지 2~3년, 착공에서 입주까지 3년 정도로 보통 총 5~6년이 소요
되며 여건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되기도 한다.42)

1) 조합원의 과세관계
(1) 조합설립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과세관계
조합원의 과세관계를 살피기 전에, 조합설립에 참여하지 않은 종전 주
택소유자들로서 도정법 제39조 매도청구 규정에 따라 조합에 토지와 건축
물을 양도하는 경우와 조합설립에는 일단 참여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및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도정법 제47조 또는 동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현금
청산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세입자 이주대책까지 지원하는 것과는 대조
적이다. 현행 주택재건축사업 관련제도들의 기조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지
원대상으로 보지 않는 결과이며, 민간주도인 주택재건축사업은 관주도의
주택재개발사업과는 달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42) 대한주택공사. http://recon.jugong.co.kr/f_cons_faq_list.asp (2008년9월8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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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① 현물출자
도정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조합원이 그 소유부동산을 조합으로 이전
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한 바 없다. 다만, 2006년8월25일 국토해양부
전신인 구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5조
시행방법에서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
고, 조합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표준정관 활용방법에서,
표준정관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
라 관련 조항을 추가·삭제·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일반적인 경우 조합원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신축공동주택의
분양청구권 등을 갖게 되는데,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실무상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함께 이행한다.43) 이는 조합이 재
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할 목적44)뿐만 아니라 현물출자와 신탁에
대한 조세법과 관련법상 차별적 취급을 실무상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리·처분 목적의 신탁등기는 조합원과 조합간의 신탁
계약서에 따라 진행하게 되고,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들의 채권자나
43) 도정법 시행(2003.1.1) 이전에는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의 부동산을 조합에서 신탁등기에 의하
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도정법 시행 이후에도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는
지는 논란으로 남아있다(남기권. 2007.재건축·재개발회계와세무. 안진회계법인·조세신보사. 서울.
652쪽).
44) 소유권이전 등 필요시 조합원전원의 인감증명과 인감날인. 대지지분변동·일반분양등기 등에서
등기의무자 확정곤란(조합원 전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위의 책. 8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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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채권자들의 강제집행도 예방하고 반대 조합원들의 고의적인 허위 담
보권 설정 등 업무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빨리 완료한다.45)
이러한 조합원들의 현물출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범위에 해
당되지만, 동법 동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의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기원인을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하는 경우는 소득세
법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46) 따라서 개인조합원에게는 양도소득세문
제가 발생하지 않고, 법인조합원에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47)

② 조합원입주권 양도
ⅰ) 조합원입주권 범위와 취득시기
조합원입주권이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48)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말하며(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이를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도정법 제19조).
그러나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2006년1월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것으로 정비사업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과 그 조합원으로부터 매매·상속·
증여 등으로 인하여 승계된 것으로서의 조합원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주택
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다주택자 중과세 등 관련규정을 적용한
다(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정비사업시행 기간 중 거주를 위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조합원입주권
45) 변강림. 2007.부동산신탁등기·재건축등기·재개발등기실무. 백영사. 서울. 479쪽.
46) 국세청. 서면5팀-1069(2008.5.20)
47) 국세청. 서면2팀-2436(2004.11.24)
48) 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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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보유한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율 규정에 따라 다주택
자 중과대상이 아니다.49)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1세대1주택 부분에서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의 기존 부동산이 이러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
환되는 시기에 대해서 관련규정들의 연혁에 따라 정리한 국세청 해석50)에
의하면, 2003년6월29일 이전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사업계획승인일,51) 2003
년6월30일52)부터 2005년5월30일까지는 도정법의 사업시행인가일, 2005년5
월31일 이후는 도정법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이러한 입주권변환일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검
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한다.53)

ⅱ)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은 다음과 같이 양도가액과 기존부동산 현
물출자 평가액과의 차액인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분양권 프리미
엄)과 기존부동산의 현물출자 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인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양도차익(부동산양도차익)의 합으로 산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
166조).

가. 청산금54)을 납부한 경우
49) 국세청. 2008. 양도소득세실무해설. 서울. 376쪽.
50) 국세청. 서면5팀-1091(2008.5.21).
51) 대법원.2007.6.15.선고. 2005두5369.판결.
52) 도정법이 2002년12월30일 법률6852호로 제정 공포되고,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6월이 경과
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다.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
하고,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므로, 시행일은 2003년7월1일이 됨에 비추어 해석 착오로 보여 진
다.
53) 국세청. 서면4팀-1705(200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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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 또는 기준시가 필
요경비 개산공제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 또는
기준시가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지급받은 청산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55)

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
의 평가액

X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위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정법에 의한 관리
처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고, 그 가격

54) 도정법 제57조 제1항.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
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
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5) 종전부동산을 정비사업조합 등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신축주택 등과 청산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양도대가로 받은 청산금은 소득세법상 ‘체비지충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상양도로서 양도소
득세가 과세된다.(대법원.2001.4.10선고. 99두7791판결.) 따라서 신축주택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의 양도차익에서 평가액에서 청산금 수령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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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경된 때는 변경된 가격을 말한다.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일 전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의 매매사례가액, 감정
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ⅲ) 조합원입주권과 부동산매매업
1세대 3주택자 등이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 등록하여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회피가 가능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1월1일 이후부터는, 이러한 경우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비교과
세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때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시켜 비교
과세 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즉,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양도소득세율 60% 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또는 양도소득세율 50% 중과대
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등 매매차익
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가’와 ‘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64조).
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나. 다음(가)와 (나)의 합계액
(가)주택 등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 등 매매차익의 당해연도분 합계액을 공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종합소득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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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
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
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소득
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③ 신축주택의 양도
ⅰ) 실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과 같이 계산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재건축상가는 같은 방
법에 의할 수 있지만,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양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데,
상속 등으로 한정된 승계사유에 따라 취득시기와 그 평가액이 다르기 때
문이다.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보유기간 계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양도
일까지 계산해야 하는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야 하는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다음 산식과 같이 계산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
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
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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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건물분양도차익)
위 산식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
익 및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앞에서 살펴 본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계산에서와 같다.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식과 동일하다.

ⅱ)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
이 보유기간 단계별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며, 청산금을 수
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시
행령 제166조 제7항).

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
지의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

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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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다. 신축건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신축건물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
건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고시
가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6항 및 제7항 규정을 준용
하여 환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 보
다 증가 된 부분에 한함)의 필요경비

④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등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
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
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
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과 당해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54조 제1항). 다만, 2008년
10월 7일부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는 9억원 상
당의 양도차익만 비과세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
이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
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
이 통산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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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한 재건축인 경우의 거주기간은 멸실주택에서 거
주한 기간과 재건축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고, 보유기간은 멸실주
택 보유기간과 재건축주택 완공일부터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구 주촉법과 구 도시재개발법 또는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인 경우로서
기존주택을 제공한 조합원의 거주기간은 멸실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과 재
건축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고, 보유기간은 멸실주택 보유기간, 공
사기간 및 재건축주택 완공일부터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승계조합원의
경우 거주기간은 재건축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하고, 보유기간은 재건
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56)
이하에서는 조합원입주권과 관련한 1세대1주택 규정들을 살펴보기로 한
다.

ⅰ)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
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
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가.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56) 국세청. 서면4팀-2876(200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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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
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ⅱ) 대체주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
우로서, 다음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
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
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세대 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
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ⅲ)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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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한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른 1조합원입주
권에 한한다)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
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입주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이 가장 긴 1조합
원입주권
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
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소득
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
한편, 상속받은 주택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일반
주택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
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 앞에서 살펴 본 ⅰ)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ⅱ)대체주택의 취득
과 양도 관련 규정들을 적용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7항).

ⅳ)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
아래의 A에 해당하는 자가 B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
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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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아래의 C 또는 D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A. 다음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B. 다음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C. 합친 날 이전에 위 A의 가. 또는 위 B의 가. 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
던 주택
D. 합친 날 이전에 위 A의 다. 또는 위 B의 다. 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
던 주택.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합가 전 조합원입주권이 도정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
을 것
나. 합가 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합가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

ⅴ)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1조합원입주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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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A에 해당하는 자가 A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
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B 또는 C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A. 다음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B. 혼인한 날 이전에 위 A의 가. 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C. 혼인한 날 이전에 위 A의 다. 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혼인 전 조합원입주권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
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
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 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혼인 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

ⅵ) 등록문화재인 주택과 일반주택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
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에서
살펴본 ⅰ)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ⅱ)대체주택의 취득과 양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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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규정들을 적용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10항)

ⅶ) 농어촌주택·이농주택과 일반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동항 제2호
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
과 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에서 살펴 본 ⅰ)일시
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ⅱ)대체주택의 취득과 양도 관련 규정들을 적
용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11항).

(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의 재산 소유자
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토지를 신
탁법에 의해 수탁 받은 경우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
탁자인 조합원이 된다. 이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계획승인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
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고, 재산세 분리
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4)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① 조합원용 주택건축비충당액의 배당소득 여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수입금에서 당해 공사원가 등을 제
외한 개발이익금 상당액을 각 조합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하는 경우, 각 조합원이 얻은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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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배당소득에 해당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57) 대법원도 배당소득으로 보는 입장으로 이해된
다.58)
이 부분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여 법인세도 부담하게 되
어,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재건축부담
금을 중복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으로 제4장에서 좀더 구체적
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② 의제배당
2006년8월25일 국토해양부 전신인 구 건설교통부에서 작성한 주택재건
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20060825)59) 제58조에 의하면, 청산종결 후 조합
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
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조합의 청산절차에서 발생되는 잔여재산 배분이 있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의제배당에 해당되며, 국세청도 의
제배당으로 해석하여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60) 즉, 조합원은
신축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기존 부동산 현물출자, 청산금 납부 또는 환
급, 부과금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 대신 신축주택을 분양 받고 추가로 조
57) 국세청. 서면1팀-394(2006.3.27)
58)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주택의 일반분양으로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될 여
지가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득금액이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함을 주장·입증하고 그 처분사유를 변경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
한 것은 정당하고···’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2005.6.10.선고. 2003두2656.판결).
5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60) 국세청. 서면1팀-390(2005.4.12)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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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해산 시에 잔여재산을 분배받는다면 이러한 잔여재산 배분액이 의제배
당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제배당의 원천이 된 소득은 이미
조합이 법인세를 부담한 소득이므로 이중과세 조정대상이 된다.

2) 조합의 과세관계
(1)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
일반적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관련규
정에 따라 상가 등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부가가치
세 과세사업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는 면세사업 겸업자로서
업태 종목을 확인하여 법인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조합
의 설립진행 중임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면 조합설립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시행
자에 머물면서 시공자를 통한 도급방법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거나 일반분양하는 사업이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중 아파
트건설업이 된다(41112).61) 그러나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
하는 산업활동은 부동산업 중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에 해당
한다.62) 상가신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해야 한다.
61) 한국표준산업분류. 2008.2.1시행. 통계청. 서울. 420쪽.
62) 2002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 분류 관련 규정들의 혼선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각종 감면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판정에서, 주택재건축사업과 같은
시행자가 도급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설업 적용 여부는 중요하다. 감면사업과 기타사
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법인세법 113조, 동법시행령 제156조, 동법시행규칙 제7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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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세
① 조합원소유 부동산의 현물출자
1999년1월1일부터 처음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사업을 판단하도
록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개정·시행되었다. 이 당시는 제7차 개정 분으로 한국표준산업
분류는 항목코드 45212.주택도급 건설업 분류에서, 계약에 의하여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과 같은 주거용건물을 건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소득세법은 현재까지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소득 중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에서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2000년3월1일(2000년1월7일. 통계청 고시 제2000-1호로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전면적
으로 개정시행 되었는데, 대분류 건설업 중 ‘45212 아파트 건설업’ 분류에서 ‘다른 건설 업체에
위탁하여 건설한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는 제외’ 하였고, 이를 대분류 부동산 및 임대업 중
‘70121 주거용 건물공급업’(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
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임대 또는 운영하
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으로 분류하였다. 이 때 이미 도급계약에 따라 장기간의
아파트신축공사를 시행하던 시행자들은 세법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을 잘 알지도 못했지만 미처 대처할 여유도 없었다. 그 결과 아파트를 도급공사로 건설하던 시
행자들은 계속적으로 세법적용에서 건설업으로 적용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묵인하고 있었다.
그 후 2002년1월1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
도록 제2조 제3항이 신설 시행되었다. 이러한 신설규정이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자, 이미 도급계
약에 따라 주택을 신축 사업을 시행 중이던 주택신축사업 시행자들은 도급계약 변경 등 신설규
정에 적응이 당장은 불가능했고, 그 결과 주택신축공급업 시행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등을 계속 적용받았다. 현실적으로 유예기간이 필요함에도 유
예기간 없이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입법 실수로 이해되지만, 이 규정을 지적하여 국세
청은 기획감사라는 명칭으로 감면세액을 추징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적용 배제에서
유예기간 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원용하는 신설규정 적용의 문제점을 뒤늦게나마 인식하여,
2008년1월1일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중소 주택건설업의 경우는 도급계약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건설기간이 장기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
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과 같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 합리적이라 생각되며 차별할 이유가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도 2008년2월1일부터 건설업 개요에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
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
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 활동으로 본다.‘고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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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게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할 때는 조
합의 등록세 문제가 발생한다.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등기로서 위탁
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는 지방세법 제128조의 형식적인 소유
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신탁등기등록세는 건당 3,000원이며(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 그
20%의 지방교육세가 부가된다(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

② 재건축주택 등의 이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도정법에 따라 공사완료 후 준공인가를 받고
조합원과 일반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해야 하는데, 조합
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명의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하고, 토지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일반분양분에 대해
서는 조합명의로 건물 보존등기 후 수분양자 명의로 토지·건물 이전등기
를 해야 한다.63)
이 경우 조합원 명의의 등기에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분 등록세는 지방
세법 제128조에 따라 현물출자시와 같이 비과세되지만, 그 밖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조합원, 조합 또는 수분양자가 등록세를 부담해야
한다.

(3) 취득세
①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 등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63) 변강림. 2007. 앞의 책. 5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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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과세한다(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② 비조합원 부동산 취득세 과세논란
조합원이 그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 현물출자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
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그간 논란이 많았다. 일반분양용
토지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의 ‘당해 조합원용’이 아니므로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과세관청의 유권
해석으로 인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64)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주
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
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그 중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
정 후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해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
주되므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조합원용이 아
닌 부분은 제105조 및 제110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제110조 제1
호 본문이 적용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였
다.65)
64) 이종혁. 2007.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조세연구
제7권. 한국조세연구포럼. 서울.
65) 대법원. 2008.2.14.선고. 2006두15929.판결 및 대법원.2008.2.14.선고. 2006두9320.판결.
(판결요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1호의 개정 취지 및 내용, 위 개정으로 인해 신설된 같은 법 제 105조 제10항의
내용,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는 수탁자인
주택조합과 위탁자인 조합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탁재산에 관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을
종래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신설된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
주택용 부동산은 신탁의 방법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그러한 취지를 나타내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주택조합과 조합
원 간의 신탁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모든’ 신탁재산의 이전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105조 제10항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재
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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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재 2010년1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한 지방세분법에서 아래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66)

(지방세법 전부 개정 법률 안)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⑨「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
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
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
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
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
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신탁재산
및 주택조합등이 비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
① 조합원용 건축물 과세제외 규정
조특법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이 도정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그 중 조
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정 후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해 그 조합원이 취득하
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은 제105조 제10항 및 제110조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제110조 제1호 본문이 적
용되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66) 지방세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146호(2008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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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조특법 제104조의7 제3항). 이에
대한 문제점은 제4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② 매입세액 공제
조합은 상가와 일반분양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
가건물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및 조합원 분양주택과 일반분양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겸
업하는 사업자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는 매입세액안분계산 대상이 된다.

(5)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범위에 대한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
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
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
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
에 의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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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조합의 분양수입 중 조합원분양부분은 비수익사업이고, 일반분양부분은
수익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은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시행
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아 일반분양수입이 거액인 동시에, 조합원분양사업
과 일반분양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실질에
있어 하나의 목적이다. 입법자는 외형상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면서도 비
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에 충당되는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
업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과세상 실질에 있어서는 영
리법인과 같이 취급하였다고 이해된다.
한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이 관련법령불비
로 인하여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법령이 정비될 때까지는 합병으로 인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67)
이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본 연구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며, 아래에서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상 중요논점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67) 변강림.2007. 앞의 책. 451쪽.
(등기선례200411-16.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의 수리여부: 소극)
특수법인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다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합병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그 근
거가 되는 특별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와 제34조에 조합정
관에 정할 사항과 총회의결사항의 하나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합병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모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이나 그 법 제27조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관하
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는 조합이나 법인의 합병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
으므로, 합병절차와 합병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 또는 채권자보호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
정이 없는 현행 법 하에서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을 것
이다.(2004.11.8. 공탁법인 3402-244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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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결정
국세청은 토지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현물출자
시기는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일과 출자한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해석하고 있다.68) 또한 현물출자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
가액은 현물출자시기의 감정가액으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다.69) 이러한 해
석은 비합리적인 논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
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ⅱ) 취득가액 관련한 미실현이익 취급에 대한 이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가액을
주택재건축사업 개시기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법인의 과세소득계
산상 수익비용대응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과거 취득가액에 비해 현재 감정가
액은 지가상승분만큼 가치가 증액되었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그러한 감
정가액에 상당하는 분양주택이 결정되므로,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
은 최소한 종전 보유기간 동안의 지가상승액 만큼의 미실현이익이 발생된
다.
현행 세법구조에서는, 조합원의 지가상승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서는 분양받은 신축공동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으로 전환될 때까지 과
세를 이연시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는 분양원가로서 선 공제해주고 있다.
법인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성과 도관성을 고려하면, 조합원
68) 국세청. 서이46012-10672(2003.4.1), 서이46012-11323(2003.7.12) 및
서이46012-11755(2003.10.9),
69) 국세청. 서면2팀-2055(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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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이러한 과세구조는, 도관에 불과한 조합에 과세를
피하고 실질적 소득귀속자인 출자자에게 곧바로 과세하여 중복과세를 피
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70)
미국과 같이, 부동산 등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자산을 시장가치로
평가한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교부하여, 현물출자 자산의 과거취득원가
와 현재 시장가치와의 차액인 미실현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현물출자자가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국가도 있
다.71)

② 분양수입
ⅰ) 조합원분양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법인세법 적용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으로 취
급하고, 조합원 분양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조합원의 종전 소유 부동산 가격과 분양받은 부동산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그 차액에 상당하는 청산금을 조합원으
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도정법 제57조). 조합원은 정비사업비
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산금(청산환급금 포함)과 부과금이 조합
의 익금을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
국세청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
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즉 청산금은 재
건축조합의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해석하였고,72) 건설비 부족으로 각 조합
70) 조합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대한 중복과세문제에 관해서는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71) Scholes Myron S. et al. 2005. Taxes and Business Strategy. Third Edition. Pearson
Education, Inc. New Jersey. p 338.
72) 소득46011-259(20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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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해석하여73)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제4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ⅱ) 일반분양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수익사업인 일반분양수
입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한다. 이러한 일반분양수입은, 일반적
으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시행자로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하고, 통상
공사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해야 한다(법인세
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지분제로 계약한 경우는 총공사예정비가 사전에
결정되지 않으므로 실무상 작업진행률 계산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한편, 실질적으로 일반분양에서 발생된 소득은 조합원용 주택건축비에
충당되므로, 계산상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담세력이 수반되지 않은 수
치에 불과하여 중복부담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제4
장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6)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현행 세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청
산절차가 없고, 따라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74)

3) 수분양자의 과세관계
73) 소득46011-3411(1997.12.27)
74) 수익사업부분의 과세소득계산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는 등 실질적
인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결과, 형식적인 비영리법인 취급에 맞추어 일관되게 세법을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점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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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수분양자의 입주권양도는 조합원입주권과는 달리 소득세법 적용에서 주
택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머문다.

(2) 주택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
조합명의에서 수분양자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는 일반적인 경우
각각 1%의 취득세·등록세(지방세법 제273조의2 및 동법 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 제1항 제3호)부과대상이다. 다만, 수분양자의 분양주택 등록세·취
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법인이
므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거 취득가액이 입
증되는 경우는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과 제
13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4) 시공자의 과세관계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시공자의 과세관계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다. 다만
대물변제75)를 기본으로 하는 지분제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시공자
도 실질적인 시행자가 되어야 하지만, 현행 도정법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을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시장·군수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자가 시행자를 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75) 당초 조합원들의 토지에 대한 대가를 신축주택으로 대물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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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의 주택재건축 관련세제의 주요내용과
그 시사점

제1절 서언
본 연구 주제인 주택재건축사업의 근거법률인 현행 도정법은 구 도시재
개발법이 그 모델이다. 현행 도정법의 해석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 도시재개발법의 제정에 있어서 그 모델로 삼은 일본의 도시재개발법
등 관련 법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택재건축 사업비는 보류지 등의 처분
에 의해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건축 전의 건물에 잉여용적률이 있어
야 하고, 시장성을 갖추지 않으면 그 시행이 곤란하다.76)
그러나 일본의 주택재건축은 지진 복구 내지 방재차원의 배경을 가진다
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일본의 현행 법체
계속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을 세법상 공익법인으로 규정하는 등 주택재건축
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시장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상황은 주
택재건축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소위 부동산 버블기를 거치면서 일본은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동경 도심부 상
업지를 중심으로 하여 급격하게 지가가 상승한 결과 1982년부터 1988년까
지 동경의 지가는 주택지가 3.1배 상업지가 6.3배의 비정상적인 상승77)을
76) 圡屋栄悅. 2005a. 增加するマンションの建替えと稅務上の留意点. 稅理Vol.148,No.14(2005/11),
株式會社 ぎょうせい. 東京. 167쪽
77) 1950년대 중반 이후 1991년까지 일본의 지가는 1975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상승했다. 그리
고 그 사이에 3차례(1960년대 초, 1970년대 초, 1980년대 후반)의 지가 폭등이 발생했다(전강
수. 2006. 일본의 부동산 거품과 장기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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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이른바 부동산 버블기를 초래했다. 토지공개념의 도입과 함께 토지
보유비용 인상을 통한 투기거래억제를 위해 지가세의 신설 등 세제개편
조치도 있었다.78)79) 1991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가격폭락이 시작되
어 2004년까지 약 14년 동안 계속되었다.80)
부동산버블기로 불리는 1986년부터 1991년을 기점으로 일본에서는 부동
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인식변화가 일어났다.81)
첫째로 토지신화의 붕괴인데, 개인과 기업을 불문하고 토지가 최고의
재산증식수단이라는 생각에서, 토지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재산이 아니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둘째, 그 결과 기업들이 부동산 보유보다는 부동산 이용에 더 많은 관

http://kr.blog.yahoo.com/youngwonkim01/64 (2008년9월21일 방문)
78) 당시 일본 사회는 전체적으로 거품의 형성과 붕괴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거품 대책의 마련에도 소극적이었다. 일본의 정부, 기업, 가계, 언론 등
모든 분야에 실물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팽배해 있었다(奧村洋彦, 1999, pp.108-112; Okina,
Shirakawa and Shiratsuka, 2000). 거품의 형성과 붕괴가 실물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일본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듯이 보였기 때문에 거품경제에 대한 대책
이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당시 정책 당국의 주요 정책 목표는 경기의 유지, 물가 안정, 대
외균형, 국제적 정책 협조 등이었다. 거품의 발생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거품
대책은 이 주요 정책 목표들을 달성한다는 관점에서 부차적으로 고려될 뿐이었다. 부동산 거품
이 발생할 경우 토지세제의 개혁 등 토지제도와 세제의 개편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당
시 일본 정부의 토지정책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토지기본법(土地基本法) 제정, 지가세
(地價稅) 도입, 도시계획법 개정 등 부동산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가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이
후의 일이며, 그것도 내용을 보면 본격적인 부동산 대책으로는 매우 미흡하였다(위의 논문).
79) 川村栄一.2008. 固定資産稅制の課題と展望. 제4차한일/일한 세무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서울시립
대학교 세무대학원/법학부/법학연구소. 93쪽
80) 부동산 거품의 형성과 붕괴,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위기와 불황의 발발은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발견되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1970년대 말 - 1980년대 초의 스페인, 1980
년대 말 - 90년대 초의 북유럽 3국(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1982-84년과 1994-96년 두
차례 금융위기를 겪었던 멕시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
가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전강수. 2006. 앞의 논문).
http://kr.blog.yahoo.com/youngwonkim01/64 (2008년9월21일 방문)
81) 김준환. 2008. 앞의 책. 29쪽 -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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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부동산 증권화82) 등을 통한 부동산투자 자금조달이 다양화되었다.
넷째, 토지가격 평가에서 이용가치를 더 중시하게 되었다.
변화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현행 주택재축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고 이해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른 여건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직
접적 경험에서 비롯된 일본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변화는 우리에게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연구주제인 우리나라 주택재건축사업 과세제도에 대응하는
일본의 주택재건축 제도와 관련 과세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일본의 지진과 목조주택 문화 등을 배경으로 한 주택재건
축사업과 그 관련법제에 대한 연혁과 변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제3절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도정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일본의 도시재
개발법(이하 ‘都開法’이라 한다), 일본의 아파트재건축 근거법률인 맨션재
건축의 원활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맨션再建築法’이라 한다) 등 주택재
건축사업 관련법제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4절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과세제도의 기본구조와 지원제도를
개관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주택재건축 및 관련법제의 연혁과 변천

1. 일본의 도시재개발과 방재정책

82) 다수의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대출채권 등을 직접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그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분산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 증권화의 개념·효과와 구조).
http://blog.daum.net/samhoda/7151141. (2008년9월17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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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성시가지의 재개발 내지 재건축을 통한 도
시주택 공급을 도시재개발계획과 상호 연관시키고 있다. 도시재개발과 도
시주택 공급사업의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주택재건축은 도시계획의 틀 안
에서 그 개발이 시행되고 있다.
1923년 9월 1일83) 관동대지진을 계기로 모든 건축에서 내진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어 처음으로 내진설계가 법제화 되었다.84)
1969년부터 시가지의 계획적인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 토지의 합리적 고도이용85)과 도시기능의 갱신을 도모함으로서 공공
복리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시가지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한 都開法이 시행되고 있다.
1995년1월15일의 한신·아와지 대지진은 겨울의 이른 아침에 발생하여
사망자의 직접 사인 대부분이 노후가옥 등의 건물도괴로 인한 압사였고,
그 다음이 동시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였다. 이 대지진 이후에도 큰
지진이 일본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일본정부는 일본열도가 지진 활동기
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중앙방재회의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대지진에 대한 대책요강 등을 만들어 시
행하게 되었다. 한신·아와지 대지진 복구선상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함
께 시가지재개발을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등 재해에 강한 도시
를 만들기 위해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있었던 그 해에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

83) 1923년9월1일의 관동 대지진에 연관되어 1960년에 방제의 날로 제정된 기념일이기도 하다.
초기 9월1일의 행사는 관동 대지진 희생자의 위령제가 중심이었지만, 방재의 날이 되고 나서는
전국 각지에서 방재 훈련을 하는 날이 되었다(위키백과사전).
http://ja.wikipedia.org/wiki/%E9%98%B2%E7%81%BD%E3%81%AE%E6%97%A5
(2008년9월30일 방문)
84) 일본 맨션의 역사. http://www.geocities.jp/tshny046/rekisi.html (2008년9월12일 방문)
85) 건폐율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낮추고, 용적률은 높이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고층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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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였고, 그 2년 후인 1997년 도괴와 연소 위험이 높
은 노후 목조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의 정비를 강력하게 시행하기 위해 밀
집시가지에 있어서의 방재가구정비에 관한 법률(密集市街地における防災
街区の整備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주택시가
지 및 밀집시가지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1981년 내진기준이 요구
하는 정도의 내진성능을 갖춘 주택비율을 2003년도 75%에서 2015년까지
90%로 끌어올리고, 지진 등으로 인한 대규모 화재 가능성이 있어 중점적
으로 개선해야 할 밀집시가지 가운데 대규모 화재에서 최소한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시가지 비율을 2011년까지 100%로 달성할 것을 목표로 도시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86)
일본의 도시가 종래 성장·개발의 시대에서 축소·보전의 시대로 전환하
고 있다87)는 판단아래,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해 오던 도시재개발
관련 사업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여하기 위해서 도시재개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02년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각에 도시재개발본부를 두
고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88)을 받을 정도로 국가가 구체적으로
관여하면서 도시재개발 기본방침을 정하고, 도시재개발에 대한 정책의 입
안 및 종합적 조정기능 등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2001년 현재 맨션총수는 전국적으로 약 400만호89)에 달하고
86) 八木寿明. 2008.密集市街地の整備と都市防災. 国立国会図書館レファレンス平成20年５月号. 東京.
http://www.ndl.go.jp/jp/data/publication/refer2008.html (2008년10월3일)
87) 都市再生等稅務硏究會.2006.都市再生·再開發の稅實務. 中央經濟社. 東京. 3쪽.
88) 위의 책. 5쪽.
89) 總務省 統計局 자료에 의하면, 주택 결정 방법별 비율의 추이를 보면, 총 주택에서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8년 65.1%에서 2003년 56.5%로 감소되었고, 같은 기간 연립 주택도
9.6%에서 3.2%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반대로, 같은 기간 맨션 등 공동 주택은 24.7%에서
40.0%로 대폭 증가되어, 주택의 집합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ttp://www.stat.go.jp/data/jyutaku/2008/hanashi/h_05.htm (2008년9월6일 방문)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총 주택 수 약 12,494,857호 중 약53%인 6,626,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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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후화 된 맨션의 급증으로 주거환경이
나 지진방재면 등에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건축 후 30년 이상 되는 맨션
은 2001년 현재 17만호에서 2011년에는 약 100만호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
어 맨션재건축 원활화가 도시 재개발과 주거환경 향상의 관점에서 급선무
가 되었다.90) 그 결과 2002년부터 맨션再建築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
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연혁과 변천
일본의 집합주택은 1603년부터 1867년까지인 에도시대의 연립주택(長
屋)이 그 원형이다. 1868년부터 1912년까지인 메이지시대 때 일본에도 산
업화가 시작되었고, 대도시 인구집중으로 인한 주택문제가 심각해졌다. 에
도시대의 연립주택과는 다른 목조단층구조의 연립주택 단지가 건축되었
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개념의 집합주택이라고는 볼 수 없는 형태였다.
메이지시대 중기에 접어들어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에 거주하였고, 외국인
전용의 서양식 임대주택을 거쳐서, 메이지시대 말기에 처음으로 현재의
집합주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물들이 지어졌다.
1912년부터 1926년까지의 타이쇼 시대에 접어들어 공동주택에 대하여
아파트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최초로 철근콘크리트 구
조의 일반 공동주택이 신축된 것은, 1923년 도쿄 시영아파트로 건축된 후
루이시바 주택이다.
1945년 이후에 일반 분양맨션이 출현하면서 오늘날 맨션이 도시지역 주
호가 아파트로서 주택형태에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아파트 점유비율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
http://www.kosis.kr/OLAP/Analysis/stat_OLAP.jsp?tbl_id=DT_1JU0001&org_id=101&vwcd=
MT_ZTITLE&path (2008년9월6일 방문)
90) 国土交通省 住宅局 市街地建築課. 2003. マンション建替え円滑化法の制定と区分所有法の改正に
ついて
http://www.mlit.go.jp/jutakukentiku/house/manshon/index.htm#manual (2008년9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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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주류로 자리 잡았고, 현행 헤이세이 시대인 1989년 이후부터는 지진
에 견딜 수 있는 초고층맨션이 신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일
본의 내진기술 발전정도와 맨션고층화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다.91)
이러한 연혁을 가진 맨션들로서 건축 후 30년이 경과된 맨션들은 50평
방미터 미만이 약 3분의1 정도이며, 설비가 노후화·진부화 되었고, 4~5층
이하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이 96%인 결과 2005년 11월 현재 맨션관리조
합 3분의2 정도가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
면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외에 맨션노후화를 원인으로 한 재건축사업은
1,975년부터 2002년 맨션再建築法이 신설되기 전인 2,000년까지 70건 있었
다. 그 중 도시재개발법 등에 근거한 것이 4건, 나머지 대부분은 전원합의
로 시행되는 임의 재건축방법인 등가교환방식에 의한 재건축이었다.
일본에서 맨션재건축사업이 부진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이하 ‘区分所有法’이라 한
다)에 맨션재건축 결의에 관한 근거가 있었지만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
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결의가 필요한 한편, 대규모 수선보다 재건축이
유리한 객관적 요건이 필요했다. 재건축이 유리한 객관적 요건의 판단기
준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재건축 반대자들의 재건축결의 무효 소송의
근거가 되었다.
둘째, 区分所有法은 재건축결의 후 재건축사업 실행단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재건축사업주체의 법적 지위나 운영방법이 불명확하여, 의사결정
및 법률행위 등에 지장이 있었고, 종전 소유권·저당권 등을 재건축 후의
91) 日本マンションの歷史. http://www.geocities.jp/tshny046/rekisi.html (2008년9월9일 방문)
일본의 집합건물에 대한 명칭이 에도시대는 연립주택, 메이지시대 후기부터 쇼와시대 전기까지
는 아파트, 전후부터는 맨션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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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션에 이행 시키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당권자로부터 승낙을 얻을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재건축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区分所有法의 객관적 요건의
폐지 등과 아울러 맨션再建築法을 제정함으로서 재건축 실행단계에서 맨
션재건축조합의 설립, 권리변환 절차에 의한 권리관계의 원활한 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92)

제3절 주택재건축 관련법제의 주요내용

1. 도시재개발법

1) 시가지재개발 법제의 특징
2002년 도시재개발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都開法, 건축기준법, 도시계
획법 등의 동시 개정을 통하여 일본의 도시재개발법제에서 다음과 같은
큰 변화가 있었다.
첫째, 도시재개발을 국정의 최중점 과제로 하여, 공공·민간투자를 집중
시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고, 둘째, 도시재개발에 있어서 민간 역할을
강조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을 민간에 개방하였고, 셋째,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강화하였으며, 넷째, 사업시행지역내 권리자들의 사
업시행 등의 동의요건에서 전원동의를 요하지 않고, 일정한 다수결 요건
만 충족시키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적 요건을 법정하였다.
특히 시가지재개발사업 시행을 민간에 개방하기 위해 광범위하고 대폭
적인 규제완화, 도시재개발사업 인·허가의 특별한 취급과 재정적 지원, 민

92) 圡屋栄悅. 2005a. 앞의 논문. 166쪽-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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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도시재개발지역내의 계획제안권 부여, 주식회사인 민간 재개발회사
에 시가지재개발사업 시행권 특히,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부
여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다.93)

2) 시가지재개발사업의 종류와 그 시행자
都開法은 시가지재개발사업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고, 그 시행자
및 시행방식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시행자와 시가지재개발조합은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만 시행이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네 가지 시행자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개인시행자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 시행구역내 택지소유권 또는 차지권을 갖는 자
또는 그러한 권리자들의 동의를 얻은 자로서 1인 또는 수인이 공동으로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都開法 제2조의2), 권리자 전
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都開法 제7조의13). 상법상 주식회사 및 기타 법
인을 포함하고, 자신의 소유지와 주변지에 대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94)

(2) 시가지재개발조합과 조합원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내의 택지 소유권 또는 차지권을 갖
는 자는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요건을 갖추어서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

93) 安本典夫. 2002. 市街地再開発事業「民営化」の法的検討 -再開発会社制度に即して-. 立命館法
学2002年６号(286号). 京都.
94)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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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都
開法 제11조). 조합은 권리자 3분의2 이상 동의만 얻으면 사업이 가능하
며(都開法 제14조), 별도의 등기절차 없이 인가에 의하여 성립한다(都開法
제18조). 이는 법인의 성립요건에서 인가와 설립등기에 같은 효력을 인정
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러한 시가지재개발조합은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都開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이다. 권리변환처분과 기타의 처분을 실시하
는 권한이 부여되어 공권력을 행사하므로, 다른 법인과 혼동하지 않기 위
해서 반드시 시가지재개발조합을 뜻하는 문자를 조합명칭 내에 넣지 않으
면 안 된다.95) 조합이 아닌 자가 그러한 명칭을 사용한 때는 10만 엔 이
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都開法 제149조).
인가받아 설립된 조합에 관하여는, 일본 민법 제44조 제1항 불법행위능
력, 제50조 법인의 주소, 제54조 이사의 대리권제한, 55조 이사의 대리행
위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都開法 제8조 제2항). 공공조합으로서 사
업시행에서 권리변환처분 등 강제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들에 대
해서는 행정주체의 일종으로 취급된다.96)
또한 조합이 성립하면 시행지구내의 택지소유권 또는 차지권을 가진 자
는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모두 조합에 강제 가입되지만,97) 차가권을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98) 시가지재개발사업에 공적자금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지방주택공급공사 등 또는 부동산
임대업자, 상가진흥조합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들은 그 희망에 의하여
참가조합원이 될 수 있다.99) 참가조합원은 신축주택 일부 등의 가액상당
95) まちづくり관련용어집.http://www.udit.co.jp/www01.htm (2008년10월3일 방문)
96) 安本典夫. 2002. 앞의 논문.
97) まちづくり관련용어집. http://www.udit.co.jp/www01.htm (2008년10월3일 방문)
98) 都市再生等稅務硏究會. 2006. 앞의 책. 23쪽 및 都市再開發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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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과 사업경비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납부해야 하고, 그 외 조합
원은 사업경비에 필요한 부과금을 조합에 납부해야 하며, 모두 상계로서
대항 할 수 없다(都開法 제39조 및 제40조).

(3) 재개발회사
시가지재개발사업시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공개회사로서, 시행지구
내의 택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차지권을 갖는 자가 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주식회사는 시가지재개발사업의 시행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제1종 및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都開法 제2조
의2 제3항).
시가지재개발사업 시행자에 재개발회사 추가는 2002년 도시재개발특별
조치법이 제정·시행되면서 都開法 개정내용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시가지재개발사업은 공공성이 있는 토지의 계획적 고도이용, 공공
시설정비 등의 형성으로 도시의 환경과 방재를 향상시키는 공익적 목적으
로 시행하지만, 이러한 사업목적의 공공성으로 인해 그것이 곧바로 사업
절차 공공성의 근거가 된다고는 볼 수없기 때문에, 시가지재개발사업이라
는 특정 사업목적을 가진 상법상 일반회사인 재개발회사에 수용권을 부여
하면서까지 시가지재개발사업 시행자에 추가한 것은 입법자의 실수라고
비판받고 있다.100)

(4) 공적단체
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지방주택공급공사 등 공적단

99) 위의 책. 24쪽-25쪽 및 都市再開發法 제21조
100) 安本典夫. 2002.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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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제1종 및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都開法 제2조의
2 제4항 내지 제6항).

3)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과 권리변환
(1) 시행구역
都開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가지재개발촉진구역내의 토지 또는
고도이용지구 등으로 지정된 일정한 구역에서는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하다(都開法 제3조).

(2) 권리변환처분과 심사청구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은 권리변환처분으로 종전권리와 종후(終後)권
리를 조정한다. 권리변환계획은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都開法 제72조 제1항), 배치설계,101) 시행지구내의 권리자 자산가액, 권리
변환 후의 권리와 그 개략산출액, 권리변환기일, 보류상(保留床)102)의 처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사업시행에서 종전권리와 종후권리
를 조정·배분하는 것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맨션재건축조합의 권리변환계
획과 같은 구조이므로, 그 구체적 내용은 본 절 마지막 부분 맨션再建築
101) 배치설계라 함은, 시설건축물·시설건축부지 및 공공시설의 상세 설계이며, 각 권리자가 취득
하는 각 층 면적 부분의 칸막이, 복도, 계단 등의 공유 관계 등을 평면도, 단면도에 의해 표시
하는 것이다(都市再開發法 제73조 및 都市再生等稅務硏究會. 2006. 앞의 책. 40쪽).
102)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床은 권리변환에 의해서 종후에 줄 수 있는 재개발 빌딩의 부지나 면
적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의미이다. 재개발빌딩(시설건축물)의 床은 権利床과 保留床으로
구성된다. 権利床은 권리변환계획에 따라 그 권리자에게 권리변환 되는 것으로 정해진 재개발
빌딩의 床 즉, 권리자가 권리변환에 의해서 종전자산의 대가로서 재개발빌딩의 床을 취득하
는 부분을 가리킨다. 保留床은 권리자가 권리변환에 따라 취득한 床 이외의 부분을 말한다. 즉,
権利床 이외의 床부분을 말한다. 이러한 保留床은 새로운 입주자나 영업자 또는 개발업자 등에
처분하여 국가 또는 현 등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제외한 사업비 모두를 조달하게 되므로 별명
処分床이라 부르기도 한다.(まちづくり관련용어집. http://www.udit.co.jp/www28.html 2008년9
월17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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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에서 권리변환계획에 따라 결정된 바닥면
적이 너무 적어서 재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는 적정한 면적에까지 권리상(權利床)의 바닥면적을
증가시킬 수가 있으며, 반대로 필요한 한도에 비해 바닥면적이 크게 여유
가 있는 권리상(權利床)의 바닥면적은 감소시킬 수가 있다(都開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 이러한 과소상(過小床)은 일반적으로는 증상(增床)에 의
해 처리되지만, 바닥면적이 현저히 작고 그 밖에 감소시킬 수 있는 바닥
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상(權利床) 즉, 시설건축물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
우도 발생한다(都開法 제79조 제3항).
한편, 都開法 제86조는 조문의 제목에서 ‘권리변환처분’이라고 하였고,
권리변환에 관한 처분은 각 권리자에 대한 통지로서 행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러한 권리변환처분에 대하여는 청문·해명기회 등에 관한 행정절
차법 제3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자의 제1종 시가지
재개발사업 권리변환처분에 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都開法 제128조).

4)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과 관리처분
(1) 시행구역
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도시재생기구 등과 민간회사인 재개발회사
에 의한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은 대규모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공
익적 수요가 높은 구역에서 토지수용권을 배경으로 한 용지매수방법(관리
처분방법)으로 시행한다. 따라서 시행구역요건이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
보다 엄격하다.103)
103) 都市再生等稅務硏究會. 2006. 앞의 책. 14쪽 및 都市再開發法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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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처분과 심사청구
① 관리처분의 개요
권리변환에 의한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은 종전 자산을 권리변환기일
에 일시에 새로운 자산으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규모이고 권리
자 수가 많은 지구 또는 방재상 긴급한 재개발이 필요한 지구의 재개발사
업인 경우에는 권리조정에 장기간이 필요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그 결과
시행면적이 0.5ha 이상 대규모이고 공익성·긴급성을 요하는 제2종 시가지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수용 등으로 지구내
의 모든 토지소유권이 강제로 시행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관리처분방법104)이 1975년 都開法 개정에 의해 창설되었다.
관리처분절차는 시행지구내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시행자가 계약 또
는 수용에 의해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 지구내 잔류를 희망하는
권리자에 대해서는 수용 등으로 취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대신에 신축하
는 재개발빌딩의 일부를 공급하는 권리조정방법이다.105) 관리처분절차에
의한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결정까지의 절차는 권리변환절
차의 경우와 같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다른 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② 양수희망의 신청
사업계획에 대한 결정 또는 인가의 공고가 있을 때, 시행지구내의 택지

104) 관리처분(용지매수)방법은 용지매수가 끝난 곳으로부터 차례차례 재개발 빌딩을 건축해서
권리자를 입주시키는 등 개별권리의 처리에 의한 단계적 사업시행이 가능하다(今治市 都市
整備剖 市街地再生課). http://www.city.imabari.ehime.jp/sigaichi/saikai/index.html#05 (2008
년10월3일 방문)
105) 우리나라 관리처분방법을 보면, 주택재개발에서는 일본과 같은 의미이지만 주택재건
축에서는 토지수용이 허용되지 않는 등 전혀 그 의미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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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차지권자 및 권리에 근거하여 건축물을 소유하는 자들로서 지구
내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30일내에 시행자에 대해
양수희망을 신청할 수가 있다. 즉, 시행지구내의 이러한 권리자가 소유하
는 택지 등의 종전자산은 시행자가 계약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고, 그 때
시행자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시가지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시설건
축물의 일부 및 부지의 공유지분을 공급할 수 있다(都開法 118조의2 제1
항).

③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작성 및 그 내용
시행자는 양수희망의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배치설계, 종전
자산의 견적액 및 양도하게 되는 자산 및 그 개략산출액, 보류상(保留床)
의 처분방법(保留床의 분양, 임대 등의 처분의 내용, 일반 공모, 특정분양
처분의 방법 등), 견적액, 개산액의 산정기준일 등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
획을 수립·작성해야 한다.106)

④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관리처분계획은 재해방지, 위생향상, 기타 거주환경 개선과 함께 시설건
축물 및 시설건축부지의 합리적 이용을 꾀하도록 정해야 하며, 한편으로
관계 권리자들의 이해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都開法 제118조의
10).
양수희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시설의 일부분을 양도하도록 정
하고, 임차희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집주인이 양수하게 되는 시
설건축물의 일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하며, 집주인이 양수희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자가 종전 집주인을 대신하여 집주인이 된다

106) 都市再生等稅務硏究會. 2006. 앞의 책.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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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開法 제118조의8, 제118조의25의2).
시행지구내의 토지, 건축물에 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자산상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해야 하고, 시행지구내의
토지 중 도로·학교 등 공공시설과 관련되는 부분은 관리자가 되어야 할
자 또는 종전 공공시설의 소유자에게 귀속하도록 정해야 한다(都開法 제
118조의10).

⑤ 용지취득 등
관리처분절차에 의한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은 수용적격 사업이지만,
임의매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수희망을 신청한 자의 택지, 차지권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공고일 전에는 시행자가 취득
등을 실시하지 못한다(都開法 제118조의14).
수용절차에 의하는 경우에도 양수희망을 한 자의 택지, 차지권 또는 건
축물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공고일 전에는 수용 취득할 수 없다는 점(都開
法 제118조의14), 양수예정자에 대해서 보상금지급이 아니고 신축 후 재
개발 빌딩의 일부가 주어지는 점 등 관리처분절차에 있어서의 수용은 일
반수용의 경우와 다른 제도이다. 또한 토지 등이 수용 될 때 소유자는 그
토지상 건축물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수희망을 신청한 자에 대해
서는 건축물수용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한다(都開法 제118조의26).

⑥ 공사완료 후의 조치
ⅰ) 공사완료공고와 권리취득
시행자는 건축공사를 완료했을 때 신속하게 그 사실을 공고함과 동시에
양수예정자, 임차예정자, 특정사업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都開法 제
118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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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사완료공고일 익일에 양수예정자 및 특정사업 참가자는 관리
처분계획에서 정해진 건축시설의 일부분을, 임차예정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서 정해진 시설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차가권을 각각 취득한다(都開法 제
118조의18).
한편으로 시행자는 공공시설정비 공사를 완료했을 때 신속하게 그 사실
을 공고해야 한다. 공공시설용도로 제공하는 토지는 공고일 익일에 관리
처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롭게 소유자가 되어야 할 자에게 귀속
한다(都開法 제118조의20).

ⅱ) 금액확정과 청산
시행자는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신속하게
사업비를 확정함과 함께 건축시설부분을 취득한 자의 종전 권리가액, 취
득한 건축시설 부분가액, 특정사업 참가자가 취득한 건축시설 부분가액
또는 시행자가 종전 차가권자에게 임대하는 임대료액수를 확정하여 권리
자에게 그 확정한 금액을 통지해야 한다(都開法 제118조의23 제1항). 이러
한 종전 권리가액과 건축시설 부분가액과에 차액이 있을 때는 권리변환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그 차액을 징수 또는 교부하는 청산을 실시해야 한
다(都開法 제118조의24).

⑦ 심사청구 등
都開法 제86조(권리변환처분) 제1항은 시행자가 권리변환계획 등의 인
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각 권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118조의
10(권리변환 계획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동법 제86조 제1항 규정은 관
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시행자의 통지의무만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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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은 권리변환방법이 적용되는 맨션再建築法
에 의한 맨션재건축조합, 제1종 시가지재개발조합 등이 시행하는 사업과
는 달리 수용적격사업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시행자의
통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청문·해명기회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3장이 제1종 시가지재개
발사업·맨션재건축사업에서의 권리변환처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
되며,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都開法 제128조).

2. 맨션재건축의 원활화 등에 관한 법률
1) 맨션再建築法의 의의
2002년6월19일 제정되어 2002년12월18일부터 시행107)된 맨션再建築法은
區分所有法에 근거한 재건축결의108) 이후 맨션재건축사업109) 시행방법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재건축에 수반되는 권
리의 이전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등 종래 임의의 맨션재건축에서 문제
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기본적인 해법과 함께 그 법적근거를 제공했다.

107) 또한 일본의 都市再生特別措置法이 2002년4월5일 제정되고, 2002년6월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일본의 신법제정과 관련해 보면, 그러한 일본의 신법상 규정들과 용어들 중에서 조합
을 법인으로 하는 규정 등 여러 가지 규정들과 동일·유사한 규정들을 가지는 우리나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12월30일 제정된 것은 우리나라의 일본법 계수현실에 비추어서 관련
일본 신법들과 무관치 않아 보이지만 그 근거는 확인할 수없고, 烏飛梨落이 아닌 것만은 분명
해 보인다.
108) 建物の区分所有等に関する法律 제62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4 이상 다수로 결의.
109) マンションの建替えの円滑化等に関する法律 제2조. 이 법률(제5장을 제외한다)로 정한 바에
따라 행해지는 맨션의 재건축에 관한 사업 및 이의 부대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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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을 가지는 맨션재건축조합 설립과 권리변환이라는 권리조정방법을
도입한 것이 특징인데, 이 큰 특징들은 모두 도시재개발법을 모델로 하였
다.110)

2) 입법목적과 시행자 개요
맨션재건축조합의 설립, 권리변환절차에 의한 관계 권리의 변환, 위험
또는 유해한 상황에 있는 맨션들의 재건축촉진을 위한 특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맨션에 있어서 양호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맨션再建築
法이 제정되었다.
맨션재건축사업은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개인
이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맨션再建築法 제5조),
개인시행자 범위에는 법인이 포함된다(맨션再建築法 제132조 제1항). 이러
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시행과는 달리, 구조 또는 설비가 현저하게 불
량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등의 맨션은 그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시읍면장의
재건축권고에 의하여 맨션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수도 있다(맨션再建築法
제5장).

3) 맨션재건축사업절차의 요약
맨션재건축사업절차를 요약하면,111) ①區分所有法에 의한 구분소유자들
의 재건축결의 ②맨션재건축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 ③참가조합원결정 및
110) 伊藤忠都市開發. http://www.ipd.co.jp/build/index.html (2008년10월3일 방문)
111) 大森正嘉·板倉和明. 2006. 不動産の稅金と對策. 株式會社 ぎょうせい. 東京. 376 - 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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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명부작성112) ④권리변환절차 개시 ⑤시행맨션113) 명도 및 착공 ⑥
건축공사의 완료·공고 및 통지 ⑦시행재건맨션114)의 필요한 등기 및 인도
⑧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⑨시행자가 취득한 권리의 처분 ⑩해산 및 청
산으로 시행된다.
이러한 맨션재건축사업절차에 대하여 일본 국토교통부 주택국 시가지건
축과에서는 재건축결의를 한 후의 맨션재건축사업 시행절차를 다음의 4단
계115)로 구분하면서, 마지막 단계에는 새로운 맨션의 관리조합설립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맨션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관계는 이러한 맨션관리조
합과 같기116) 때문에 다음의 제4절 관련과세제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것이다.
1단계: 맨션재건축조합 설립단계
재건축결의가 있은 후, 참가조합원 등을 결정한 다음, 정관 및 사업계획
서를 작성하고, 맨션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대한 재건축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서,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 맨션재건축조합을 설립한다.
2단계: 권리변환단계
맨션재건축조합은 재건축불참자에 대해 매도청구하여 재건축 참가자를
확정한 다음 권리변환계획을 확정해야 하고, 권리변환계획에 대한 재건축
참가자의 동의를 얻은 후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 권리변환을 실
시한다.
112) マンションの建替えの円滑化等に関する法律 제17조 및 제18조. 재건축합의자인 조합원과 참가
조합원 모두를 조합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13) マンションの建替えの円滑化等に関する法律 제2조 제6항. 사업시행 전 맨션을 말한다.
114) マンションの建替えの円滑化等に関する法律 제2조 제7항. 시행재건맨션이란 맨션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된 재건축맨션을 말한다. 즉, 신축된 맨션이다.
115) 国土交通省 住宅局 市街地建築課. マンションの建替えに向けた合意形成に関するマニュアルの概
要(맨션재건축을 위한 합의 형성에 관한 메뉴얼의 개요).
http://www.mlit.go.jp/jutakukentiku/house/manshon/index.htm#manual (2008년9월7일 방문)
116) 圡屋栄悅. 2005a. 앞의 논문.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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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공사실시단계
사업계획과 권리변환계획에 근거해서 실시설계를 확정하고 재건축 공사
를 시공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필요한 등기와 청산업무를 실시한다.
4단계: 재입주· 신 관리조합의 설립 단계
새로운 맨션에 재입주하면 새로운 맨션의 관리조합을 발족해야 하며,
새로운 맨션의 관리조합설립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리규약 등을 작성해야
한다.

4) 맨션재건축조합과 조합원
(1) 조합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 관하여는 일본 민법 중 제44조 제1항 불
법행위능력, 제50조 법인의 주소, 제54조 이사의 대리권제한, 55조 이사의
대리행위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맨션再建築法 제6조 제1항 및 제2
항). 또한 조합은 그 명칭 중에 맨션재건축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고, 조합이 아닌 자는 그 문자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재건축에 동의한 자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관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117)를
117) 国土交通省 住宅局 市街地建築課. 2003년1월. マンションの建替えか修繕かを判断するためのマ
ニュアル(맨션의 재건축인가 수선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매뉴얼). 재건축 인가여부는 기본적으
로 구조 안전성·방화피난 안전성 등을 통한 노후도 판정과 재건축 개선효과와 투자비용 분석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첫 단계인 노후도 판정에서 먼저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며, 그
중에서도 내진성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http://www.mlit.go.jp/jutakukentiku/house/manshon/index.htm#manual (2008년9월7일 방문)
우리나라는 행정통제적 목적에서 안전진단 절차를 먼저 거쳐서 조합설립인가로 진행할 수 있
으며,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할 목적이다. 한편, 우리나라 재건축안전진단기준(건설교통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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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맨션再建築法 제9조 제1항), 조합은 별도 설
립등기 없이 그 인가에 의하여 성립한다.118) 다만, 이러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하여는 행정불복심사법119)에 의한 불복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맨션再建
築法 제126조 제1항).
조합은 사업의 종료 등 해산사유가 있는 때는 필요한 경우 채권자동의
절차를 거쳐,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하며(맨션再建築法 제
38조),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서는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에 잔여재산
을 처분할 수 있고(맨션再建築法 제41조),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의
감독에 속하도록 규정한 일본 민법 제82조 등을 준용한다(맨션再建築法
제43조 제1항).
조합임원, 개인시행자(법인인 경우는 임직원) 등이 뇌물수수죄가 있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맨션再建築
法 제7장). 조합임원 등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
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조합원
시 제2006-332호)을 보면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순으로 진
행하는데, 첫 단계인 구조안전성 진단에서 지반상태·건물의 변형이나 균열 등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하여 별표로서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판단기
준을 정하고 있는데, 1981년 이전 준공된 것은 20년 이상이고 점차 그 기간을 늘려서 1992년
이후 준공 된 것은 40년 이상이면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건
축물이 준공시기에 따라 기술 등 제반여건이 점차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근본
적으로 준공 후 경과연수가 노후·불량건축물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로 되어 있다(윤혁경. 2008
년. 앞의 책. 1-626쪽)
118) マンションの建替えの円滑化等に関する法律 제13조. 우리나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2항에서 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한 것과 비교 된다.
119) 行政不服審査法은 행정구제법의 하나로 행정불복신청에 대한 일반법이다(위키 백과사전).
http://ja.wikipedia.org/wiki/%E8%A1%8C%E6%94%BF%E4%B8%8D%E6%9C%8D%E5%AF
%A9%E6%9F%BB%E6%B3%95 (2008년10월1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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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동의한 자120)와 조합을 제외한 승계인이 조합원이 되며(맨션
再建築法 제16조), 재건축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
금을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맨션再建築法 제35조 제1항). 조합원 외에 그
재건축사업에 참가할 것을 희망하고 그에 필요한 재력 및 신용을 가진 자
로서 정관에서 정해진 경우는 참가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121)
이러한 참가조합원은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권리변환계획의 대상이 되는데
(맨션再建築法 제60조 제1항), 권리변환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될 시행재건
맨션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이용권 가격상당액의 부담금과 조합의 재건축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분담금을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120) 建物の区分所有等に関する法律 제62조 제2항에 따라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
상의 다수로 기존 건물을 멸실시키고 당해 건물 부지 등에 건물을 신축하는 취지의 재건축 결
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자를 말한다. 이때 의결권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유부분의 바닥면적 비율에 의한다.
121) マンションの建替えの円滑化等に関する法律 제17조.
맨션재건축조합 정관 제6조를 보면, 이러한 참가조합원은 재력과 신용을 갖춘 주식회사 등이
됨을 알 수 있다. http://www.manshon.jp/manual/goui/goui7.pdf#search (2008년9월26일 방문)
한편, 조합 시행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保留床을 처분해서 사업자금의 회수를 꾀하는데,
시설 건축물이 완성되고 나서 保留床의 매수상대방을 구하는 것보다도, 사업 초기 단계에 保留
床의 구입 희망자를 조합에 참가하게 해서 그 설계 등을 사전에 협의해 두는 것과 동시에 그
사업에 관한 know-how를 이용하는 편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민간의 자금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참가조합원 제도가 있다. 이 참가조합원에 대해서도 종
래의 권리변환계획에 정하는 바에 의해 새로운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이용권인 지상권의 공
유 지분(시설 건축물의 일부 등이라고 한다)을 주는 것으로 하며 그 대신 참가조합원에게는 시
설 건축물의 일부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부담금과 조합의 사업에 필요로 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납부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참가조합원에게는 조합의 사업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자금력과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가) 제3자가 참가조합원으로서 조합에 참가하는 것은, 그 취지를 조합의 정관에
정해야 한다. 정관을 정하려면 시행지구가 되어야 할 구역 내의 택지소유권 및 차지
권자의 3분의2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참가조합원의 참가에 대해서도 택지
소유자 및 차지권자의 3분의2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나) 참가조합원의 자력·신용력 등에 대해서는 조합 설립의 인가사항에 해당되어,
도·도·부·현 지사가 심사하므로, 이것들을 충분히 갖춘 자가 아니면 참가조합원으로
될 수 없다(都市再生等稅務硏究會.2006. 앞의 책.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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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션再建築法 제36조 제1항).

5) 개인시행자
맨션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1인인 경우는 규준 및 사업계획서
를 작성하고，2인 이상 공동인 경우는 규약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도·부·현 지사의 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맨션再建築法 제45조). 개인
시행자는 맨션재건축사업의 종료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도·도·부·현 지사
의 인가를 받아 사업을 폐지할 수 있다(맨션再建築法 제54조).

6) 권리변환 절차
(1) 권리변환의 개요
일본의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시행 전·후의 권리조정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맨션再建築法에 의한 맨션재건축사업, 都開法에 의
한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 등은 권리변환방법에 의하고, 보다 광역사업
인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방법(용지매수방식)에 의하고, 대도
시 지역에 있어서 주택 및 주택지 공급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택가구정비사업 등은 토지구획정리가 주된 사업인 결과 환지방법122)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변환방법이란 권리변환기일을 경계로 종전권리를 종
후(終後)권리에 치환(置換) 내지 이행(移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방법을 말
한다. 종전권리란 사업시행구역내의 토지소유자, 차지인,123) 건물소유자,
122) 大都市地域における住宅及び住宅地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제72조
123) マンションの建替えの円滑化等に関する法律 제2조 제14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및 임차권 권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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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인,124) 담보권자 등이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종후권리란 시설건축
물125) 및 그 부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종전권리를 가격으로 나타낸 것을 종전자산이라 하고, 종후권리를 가격
으로 나타낸 것을 종후자산이라 하는데, 권리변환에서는 종전자산과 종후
자산이 원칙적으로 동일하도록 해당권리를 옮겨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렇게 권리를 옮겨놓으려면 권리조서를 작성해서 모든 권리관계를 미리 명
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어떻게 권리가 옮겨지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권리변환계
획을 정해야 한다. 권리변환계획에서 정해야 하는 것으로는 관계권리자의
권리를 일괄해 옮겨놓는 날인 권리변환기일, 종전권리의 가격(평가액), 권
리변환 후의 권리내용과 그 가격의 개산액, 권리가 옮겨지는 장소(배치
설계), 원칙형·지상권비설정형·전원동의형의 3가지 중 하나의 권리변환방
법126) 결정 등이다. 이러한 권리변환계획서 작성에서는 주거조건개선과
동시에 건물이나 건물부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관계권리자 사이의
이해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해서 종전권리나 권리비율, 권리처분의 방법,
권리변환 된 종후권리의 형태 등에 대한 권리조정을 실시하면서 결정해야
한다.127)

124) マンションの建替えの円滑化等に関する法律 제2조 제15호. 건물 임차권의 권리자를 말한다.
125) 都市再開發法 제2조 제6호. 시가지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맨션再建築法
에서는 시행재건맨션이라 한다.
126) a. 원칙형은 토지가 합필되어 한 필지가 되고 그 지상건축물은 공유의 지상권설정이 되어 구분
소유한다. 참가조합원에게는 신축건축물 등의 일부 등이 주어진다. 권리자에게 배분 후 나머지
연면적(保留床)은 시행자가 권리를 가지며, 권리변환을 희망하지 않은 자들에게 금전 보상하고
취득한 권리를 포함하며, 시행자가 처분하여 공사비용에 충당하게 된다. b. 지상권비설정형은 신
축건축물 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점이 원칙형과 다르고 나머지는 같다. c. 전원 동의형
은 토지·건물 소유자 뿐만 아니라 차가권자, 차지권자 및 담보권자를 포함한 모든 권리자 전원
이 동의하면 관련법률 규정에 상관없이 동의한 내용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김준
환.2008. 앞의 책. 54쪽-55쪽).
127) まちづくり관련용어집.http://www.udit.co.jp/www16.html (2008년9월16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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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권리변환제도는 환지처분제도를 모델로 하여 고안된 일본 특유
의 제도로 이해되며, 사업지역내의 모든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관리처분방법과는 다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재개발사업에 적
합한 방법으로 판단되며, 사업지역 내 부동산 관련권리가 원칙적으로 시
행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각 권리자에게 이전되도록 함으로서 사업시행
에 효율적인 제도로 이해된다. 이러한 권리변환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부여하여 그 취소청구에 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심사청
구 대상이 되며,128)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129) 이하에서는 과세상 관련 규
정들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권리변환절차개시 등기
조합의 경우 도·도·부·현 지사의 조합설립인가 공고, 개인시행자의 경우
도·도·부·현 지사의 사업시행인가 공고가 있는 때, 시행자는 지체 없이 권
리변환절차개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등기가 있고 난 후에 소유
자가 구분소유권 등을 처분할 때는 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행자
동의 없는 처분은 시행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맨션再建築法 제55조).

128)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법령에 근거한 신청에 대해서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는 부작
위 포함) 그 외 공권력의 행사에 관해 일본의 현행 行政不服審査法은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불복심사법 제4조 및 다른 법률에서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없도
록 규정된 경우 외의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는 모두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일반개괄주의 입
장이다(위키 백과사전).
http://ja.wikipedia.org/wiki/%E4%B8%8D%E6%9C%8D%E7%94%B3%E7%AB%8B%E3%81
%A6#.E4.B8.8D.E6.9C.8D.E7.94.B3.E7.AB.8B.E3.81.A6.E3.81.AE.E6.A6.82.E8.A6.B3
(2008년10월11일 방문)
우리나라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심사청구 등과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인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요하는 경우는 먼저 심사청
구 등을 거친 후에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129) 日本 最高裁判所.平成5年12月17日.平成2(行ツ)115. 権利変換処分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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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변환계획의 결정 및 인가
구분소유권자 등은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변환을 희망하지 않고 현금지급을 희망하는 신청을 할 수 있
다(맨션再建築法 제56조). 이 기간이 경과한 후 시행자는 지체 없이 시행
재건맨션의 배치설계, 시행지구내 권리자의 자산가액, 권리변환 후의 권리
와 그 개산액, 권리변환기일, 보류상(保留床)의 처분방법 등을 내용(맨션再
建築法 제58조)으로 하는 권리변환계획을 결정해서 도·도·부·현 지사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맨션再建築法 제57조).

(4) 권리변환기일
권리변환기일은 권리변환계획에서 결정하고 인가받아야 하며, 그 권리
변환기일에 권리변환계획인가 내용에 따라 시행맨션의 대지이용권은 소멸
하고, 시행재건맨션의 대지이용권을 조합원 등 권리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등 시행맨션 대지이용권을 목적으로 한 모든 권리가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된다(맨션再建築法제70조).
권리변환기일에 시행맨션은 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시행맨션을 목적으로
한 구분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멸하며, 건축공사완료 공고일에 권리변환
계획인가 내용대로 시행재건맨션의 구분소유권 등을 조합원 등 각 권리자
가 취득한다(맨션再建築法 제71조).130)

130) 종전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종후 시설건축부지의 소유권과 시설건축물의 일부 등에 대한 소유
권, 종전 차지권자는 종후 시설건축물의 일부 등에 차지권, 종전 건물소유자는 종후 시설건축물
의 일부 등에 소유권, 종전 차가권자는 종후 종전 가옥주가 취득한 시설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차가권, 종전 담보권자는 종후 종전 담보권 목적이었던 권리에 해당하는 종후의 권리에 대한 담
보권으로 변환된다(김준환.2008. 앞의 책.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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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변환 된 대지 관련권리의 등기
시행자는 권리변환기일 후 지체 없이 시행재건맨션의 대지에 관하여,
권리변환 후의 토지에 관한 권리에 대해 필요한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권리변환기일 후 이러한 등기를 경료하기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맨션再建築法 제74조).

(6) 시행자가 취득한 권리의 처분
맨션재건축사업에서 시행자가 취득한 시행재건맨션의 구분소유권 및 대
지이용권 또는 보류부지에 관한 권리는 시행맨션의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
이용권을 갖고 있던 자 또는 시행맨션에 관하여 차가권을 갖고 있던 자의
거주 또는 업무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
로 공모방법으로 분양해야 한다(맨션再建築法 제89조).
즉, 토지는 한 필지로 합필하여, 권리변환기일 후 공유지분으로 대지이
용권을 조합원에게 등기이전하게 되고, 준공 후 시행재건맨션에는 조합원
에게 권리변환계획인가 내용대로 구분소유권이 주어진다. 그 나머지 시행
재건맨션 연면적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권리를 취득하여 공모방법으로 일
반에게 분양하여131) 공사비용에 충당한다.132)
131) 위의 책. 54쪽-55쪽.
132) マンション建替組合 定款. 제7조(수입금).
이 조합의 사업에 필요로 하는 경비는 다음의 각 호에 규정하는 수입금을 가지고 충당하는 것으
로 한다.
1. 법 제35조에 근거해 참가조합원 이외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부과금
2.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참가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부담금
3.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참가 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
4. 조합원이 납부하는 선불 청산금
5. 조합이, 조합이 취득한 시행재건맨션의 구분소유권 및 부지이용권 또는 보류부지에 관한 권리
를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금
6.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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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등기법 특례
맨션再建築法 제93조는 시행맨션, 시행재건맨션 및 관련 대지이용권 등
등기에 관해서 부동산등기법의 특례를 두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맨션재
건축의 원활화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시행자의 대위등기 허용133)으로 시행자는 시행맨션의 멸
실등기,134) 소유권보존등기 등 시행재건맨션에 관한 등기 등을 신청할 수
있다.135)

(8) 권리변환처분과 심사청구
권리변환에 관한 처분은 각 권리자에 대한 통지로서 행하되, 그러한 권
리변환처분에 대하여는 청문·해명기회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3장을 적
용하지 않는다. 조합 또는 개인시행자가 맨션再建築法에 근거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도·도·부·현 지사
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처분, 정관변경 및 사업
계획변경 인가처분에 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맨션再建築法 제126조 제2항 및 제1항).

제4절 주택재건축 관련세제의 주요내용과 그 시사점
일본의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과세제도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주택
7. 잡수입

http://www.manshon.jp/manual/goui/goui7.pdf#search (2008년9월10일 방문)

133) マンションの建替えの円滑化等に関する法律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제2조
134) マンションの建替えの円滑化等に関する法律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제6조
135) マンションの建替えの円滑化等に関する法律による不動産登記に関する政令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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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 상응하는 맨션재건축사업에 관한 과세제도에 한정하여, 그
내용검토와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맨션재건축 조합원 등의 사업방법별 과세관계
1) 등가교환 방법
(1) 등가교환방법의 의의
등가교환방법은 맨션再建築法 등에 근거하지 않고, 일본 조세특별조치
법(이하 ‘稅特措’라 한다)의 환매특례 등을 이용한 임의재건축 방법이다.
공유물 처분이 수반되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시행하게 된다. 이
는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토지를 개발자에 양도하고, 개발자가 맨션 등을
건설한 후 재건축 참가자에게 신축건물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법이다. 개
발자가 건설자금의 준비, 건물의 설계시공 등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136)

(2) 구분소유자 등의 소득과세
개인은 기성시가지등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중·고층 내화건축물 등의 건
설을 위해 교환취득 및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특례 규정(稅特措 제37
조의5)에 의해, 재건축맨션 이외의 교부금전 등이 없으면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개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는 미실현이익
으로 보아 과세를 이연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법인은 특정자산 교환취득의 경우 과세특례 규정(稅特措 제65조
의7)에 의해 80%상당의 압축한도액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되기 때문

136) 圡屋栄悅. 2005a. 앞의 논문. 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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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금전수입이 없더라도 일부 과세가 있게 된다.
한편, 개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의 시행되는 특정민간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한 거주용 재산의
소유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용 재산의 경감세율특례
가 적용되며, 양도자산이 사업용인 경우 특정사업용 자산의 교환취득특례
적용이 가능하다(稅特措 제31조의3 및 제37조, 제37조의5제5항 제1호, 37
조의5제5항 제2호).
그 외에 개인전출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으로 우량주택지조성 등을
위해서 토지 등을 양도했을 경우의 장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稅特措 제31조의2 제1항 제9호).
이와 같이 관련 법률에 의하지 않고 주민 임의로 시행하는 재건축에 대
해서도 과세특례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노후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이
고 방재차원에서의 국가지원의도로 이해된다.

2) 맨션再建築法 방법
(1) 권리변환방법의 의의
맨션再建築法은 구분소유자 내부관계에서의 이해조정방법으로 다수결을
인정하고, 구분소유자와 금융기관·차가인 등 외부관계인과의 이해 조정방
법으로 권리변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방법은 재건축 전의 맨션에 관
련되는 구분소유권, 부지이용권, 차가권, 담보권 등의 권리관계는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과 같이 권리변환기일에 재건축 후의 맨션에 그대로 승
계된다.
개인시행자의 경우 의사결정은 전원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분소
유자 등이 많은 경우는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맨션재건축조합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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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유리하다. 맨션재건축조합 설립에는 재건축합의
자가 최소 5인이 필요하므로, 구분소유자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할 수 없고, 개인시행자가 사업주체가 되지 않을 수 없다.

(2) 조합원 등의 소득과세
① 조합원
ⅰ) 개인조합원의 소득세 면제
개인이 맨션再建築法에 의한 맨션재건축사업에서 소유자산과 관련하여
동법의 권리변환에 따라 시행재건맨션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권리 또는
대지이용권을 취득한 때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잡소득
규정의 적용에서 권리변환 전 자산의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稅
特措 제33조의3 제6항).
조합원의 경우 종전건축물은 조합에 귀속되어 멸실등기되고, 대지권은
권리변환기일 이후 인가된 권리변환계획 내용대로 조합이 대위 등기함으
로써 조합원 명의로 취득하게 된다.

ⅱ) 법인조합원의 법인세 관계
법인소유자산 중에 맨션재건축사업의 권리변환으로 취득한 자산(교환
취득자산)이 있는 경우, 그 취득가액에서 권리변환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
도직전 장부가액을 공제한 잔액(압축한도) 범위 내에서 당해 교환취득자
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稅特措 제65조 제1항 제6호).
이는 법인이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으로 교환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종전 자산가액과 동일하게 유지시켜 줌으로서, 교환으로 인한 자산평가차
익에 대한 과세를 당해 자산의 처분시까지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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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건축물 부분은 종전에 비해 과다한 감가상각을 방지해 줌으로서 재
건축으로 인해 상대적인 당기순이익 감소를 방지하여 경영자의 재건축참
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②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맨션의 구분소유자
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
맨션재건축사업 시행인가 공고가 있을 때, 시행맨션의 구분소유권137)
등을 갖는 개인이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시행자에 대하여, 권리변환을
희망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는 구분소유권 등에 대신하여 금전급부를 희망
하는 취지를 신청하거나, 매도청구138) 또는 매입청구139)에 따라 소유기간
이 ５년을 초과한 것으로서 1987년10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 사이에 양
도되어 그 토지 등이 맨션재건축 사업용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장기양도소득금액이 ２천만 엔 이하인
경우는 당해 장기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로 부담하고, 장기양도소득금액이 ２천 엔을 초과하는 경우는 장기양도소
득금액으로부터 ２천 엔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과
２백만 엔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부담한다(稅特措 제31조의2 및 제31조).
또한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 등에 대한 권리변환절차에서 일정한 보상금
을 취득한 경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권리변환을 희망하지
않은 자 등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조합심사위원 과반수
137) マンションの建替えの円滑化等に関する法律 제2조 제8항. 建物의區分所有등에關한法律 제２조
제１항에 규정한 구분소유권을 말한다．
138) マンションの建替えの円滑化等に関する法律 제15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 조합은 권리 변환
계획 등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 당해 의결일로부터 ２월 이내에 당해 의결에 찬성하
지 않았던 조합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39) マンションの建替えの円滑化等に関する法律 제64조 제３항. 권리변환계획에 관하여 총회의 의
결이 있는 때 당해 의결에 찬성하지 않았던 조합원은 의결일로부터 ２월 이내에 조합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시가로 매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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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은 경우의 매도청구 등인 경우는 稅特措 제31조에 따라 15% 세
율 대상인 장기양도소득금액 계산 또는 동법 제32조에 따라 30% 세율 대
상인 단기양도소득금액 계산 중 어느 하나에서 1500만 엔의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특례규정과 중복적용은 배제된다(稅特措 제34
조의2 제1항, 제2항 제22호, 제31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8 제
31항).
이는 맨션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는 자
산양도차익이므로 사권보호 차원의 경감조치로 이해된다.

ⅱ)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등의 법인
법인소유 토지 등에 관계되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권리변환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에 취득한 보상금, 일정한 경우의 매도청구·매입청구 등에 따라
매입된 금액 또는 권리변환에 따라 취득한 교환취득자산 가액이, 당해 양
도 토지 등의 양도직전 장부가액과 당해 양도관련 필요경비 합계액을 초
과하고, 당해 사업연도 중 稅特措상 일정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때
는 그 초과한 금액과 1500만 엔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稅特措 제65조의4 제1항
제22호).
한편, 법인이 토지양도 등을 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 토지양도 등에 관계된 양도소득금
액의 5%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것을 규정한, 토지양도 등이 있는
경우의 특별과세율 제도가 있다. 2008년12월31일까지 법인이 소유하는 것
으로서 재고자산이 아닌 토지 등이 매도청구, 매입청구 및 권리변환을 희
망하지 않는 자의 금전급부신청에 근거한 맨션재건축사업 시행자에 대한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일정한 맨션재건축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인접시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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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40)의 양도가 있고, 이러한 양도에 관계된 토지 등이 당해 맨션재건축
사업용으로 제공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稅特措 제62조의3 제1항
및 제4항 제9호).
이 경우 역시 맨션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경우는 당사자 의
사와 상관없는 사업이므로, 사권보호 차원에서 맨션재건축으로 인해 발생
한 원하지 않은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로 이해된다.

3) 도시재개발법 방법
도시재개발법 방법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해서 맨션재건축사업을 시행
하는 방법이다. 도시재개발사업은 都開法상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과 제
2종 시가지재개발사업으로 구분된다.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은 맨션再建
築法 권리변환의 모델이 된 제도이며, 권리변환기일에 종전 토지 건물 등
에 관한 권리는 재개발빌딩에 일괄 권리변환 된다.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
업은 대규모의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공익성이 높은 지역의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을 바탕으로 한 용지매수방법으로 먼저 매수한 후 시행하며,
희망자에게는 그 대가로 재개발빌딩을 급부하는 방법이다.
또한,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은 시가지재개발촉진구역 내 또는 고도이
용지구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고, 제2종 시가
지재개발사업의 요건은 용지매수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1종 시가지재
개발 사업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 할 수 있다. 시
가지재개발사업 방법에 의한 재건축이 조성금 교부의 기대도와 세제상 우
대 조치의 충실도는 높지만, 사업인가요건이 어렵고, 사업화에 통상 10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채산성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맨션재건

140) マンションの建替えの円滑化等に関する法律 제11조. 사업구역 인접대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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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업에의 활용은 어렵고, 실례도 적다. 과세상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2. 맨션재건축 조합
1) 법인세 관계
맨션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관계는 맨션관리조합과 같다.141) 참가조합
원으로부터 부담금 수입 등과 보류지 등 처분자금으로 조합원용 주택 건
축비에 충당한다. 그 결과 주택신축공급에서는 조합단계의 과세소득이 없
으므로 법인세 과세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다. 주택재건축
사업 본질에 맞게 맨션재건축조합을 명실상부한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하는
결과이다.
또한, 맨션재건축조합은 법인세법 기타 법인세에 관한 법률적용에서 공
익법인 등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부금의 손금 불산입 및 각 사업연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규정 적용에서는 일반법인과 같이 취급된다. 맨션
재건축조합 법인은 법인세법상 인격이 없는 사단 등과 같이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된다.142) 맨션재건축조합의 보류지 등 처분에 대해서는, 재
건축사업이 종료하면 처분도 완료되어 반복 계속성이 없고, 매각대금도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143)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인격이 없는 사단 등과 맨션재건축조합 등 공익법
인은 수익사업과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 경리해
141) 圡屋栄悅. 2005a. 앞의 논문. 171쪽.
142) 이 경우의 수익사업은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이외 기타의 수익사업
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이 일반분양분을 포함하
는 개념인과 전혀 다르다.
143) 위의 논문. 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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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法人稅法施行令 제6조). 이 경우 수익사업과 수익사업 이외의 사
업에 공통되는 비용 또는 손실은 계속적인 자산사용 비율, 종업원 종사비
율, 자산 장부가액 비율, 수입금액 비율 기타 당해 비용 또는 손실의 성질
에 상응한 비용마다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익사업과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에 배부해야 한다(法基通12-2-5 제2항).
과세관계에서 맨션재건축조합과 같은 취급을 하는 맨션관리조합에 관하
여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맨션 구분소유자들은 맨션관리를 위한 단체로 관리조합을 구성하고, 그
관리조합이 주체가 되어 맨션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즉, 區分所有法에 따
라 구분소유자들 스스로 맨션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 집
합체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 맨션관리조합이다. 맨션관리조합은 조합이
라 칭하지만 대다수는 민법상 조합이 아니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144) 현
재 맨션관리조합은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결집한 인적 결합체이며
나. 단체로서 조직을 갖추어
다. 거기에는 다수결의 원리로 행하고
라. 구성원 변경에도 불구하고 단체 그 자체는 존속하고
바. 그 조직에 의해 대표의 방법, 조합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
로서 중요한 것들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조합계약에 기한 조합
이라 하더라도 상기요건에 해당하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취급된
다.145)
이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 중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서, 대표
144) 最高裁判所.1964.10.15.판례시보393호28항.
145) 圡屋栄悅. 2005b. マンション管理組合等で気を付けたい税務上の有意点. 稅理.2005년8월. 株式
會社ぎょうせい. 東京. 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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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또는 관리인 규정이 있는 것은 세법상 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해당한
다(通則法 제3조). 그리고 相續稅法 이외 國稅通則法, 國稅徵收法, 所得稅
法, 法人稅法, 消費稅法 등은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법인으로 간주하여
각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인 관리조합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
분의 3이상 다수결로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
함으로서 법인격을 취득 할 수 있다(區分所有法 제47조 제1항).
관리조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계약행위 등에서 권리주체
가 될 수 없고 조합 대표자 명의를 차용하여 계약행위 등을 체결해야 한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관리조합의 법인화이며, 구분소유자 단체
재산과 개인재산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한편 거래처의 불안을 배제
시킬 수 있다. 법인화 단점은 설립 및 임원변경의 등기와 등기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정도이다.146)

2) 소비세 관계
맨션재건축조합은 소비세법 기타 소비세에 관한 법률적용에서 소비세법
별표3의 공익법인 등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소비세납세의무가 없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안분계산 등 매출에 대응한 조정이 필요
하게 된다.147)
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이다(消費稅法 제5
조, 제2조 제3호 및 4호). 소비세는 사업자가 사업으로서 실시하는 재화·
용역의 제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사업이란 동종의 행
위를 반복·계속하는 한편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소비
146) 圡屋栄悅. 2005b. 앞의 논문. 148쪽.
147) 위의 논문.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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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조세이므로 개인이 소비자 입장에서 소
비하는 행위는 과세대상으로부터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148)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가 된다.
가. 국내거래인 것
나. 사업자가 사업으로서 행하는 것(수익사업 불문)
다. 대가를 얻는 것
라. 자산의 양도·대여 또는 역무의 제공

3) 기타 지방세 등 과세관계
(1) 등록면허세의 면제
맨션재건축사업 시행자, 권리변환계획에 따라 시행재건맨션의 구분소유
권, 부지이용권을 취득하는 권리 또는 구분소유권 등에 설정된 담보권 등
의 등기와 관련되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맨션再建築法 시행일인 2002년
12월18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맨션재건축사업에 수반해 이
행하는 다음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149)를 부과하지 않는다(稅特措
제75조).
가. 권리변환 절차개시 등기
나. 맨션재건축조합이 재건축불참자에 대한 매도청구, 권리변환계획에 찬
성하지 않은 자에 대한 매도청구나 매입청구에 따라 시행맨션의 구분소유
권 또는 대지이용권 취득 등기
148) 日本 国税庁(NATIONAL TAX AGENCY). 질의회신. 2008년7월1일.
http://www.nta.go.jp/shiraberu/zeiho-kaishaku/shitsugi/shohi/22/01.htm(2008년9월17일 방문)
149) 登錄免許稅法 제2조. 등록면허세는 등록，특허，면허，허가，인가，인정，지정 및 기능 증명
에 관하여 부과하며, 등기소에 등기 등 접수 시 국가에 현금납부(登錄免許稅法 제21조) 또는
인지납부(登錄免許稅法 제22조)를 원칙으로 하는 국세이다. 우리나라 등록세가 지방세인 것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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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권리변환기일 후에 시행재건맨션의 대지에 관한 권리변환 후의 토지
관련 권리(대지이용권 등을 말하며, 참가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을 제외)에
관련하여 필요한 등기
라. 건축공사완료시 시행재건맨션에 관한 권리(당초 구분소유자 등의 권
리변환기일에 발생한 권리를 말하고, 참가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을 제외)
에 관련하여 필요한 등기
이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당초 시행맨션 소
유자들인 조합원들의 주택재건축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므로 조합에 별도로
가입한 참가조합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이해된다.

(2) 부동산취득세의 경감
시행자가 시행맨션 구분소유자로서 조합성립 공고 후 2월 이내에 매도
청구한 재건축 불참자의 사업계속용 토지(일정한 주택용 제외), 시행맨션
구분소유자로서 권리변환계획 총회 결의 후 2월 이내에 매도청구 또는 매
입청구된 재건축 불찬성조합원의 사업계속용 토지(일정한 주택용 제외),
불가피한 사정으로 권리변환을 희망하지 않고 금전급부를 신청한 자의 사
업계속용 토지(일정한 주택용 제외)와 권리변환기일에 그 내용에 따라 시
행재건맨션의 토지(일정한 주택용 제외)로 2008년3월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취득세150) 과세표준인 토지가액에서 토지가액의 5분의1
상당액을 공제한다.151)
이 경우 주택용 토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 것은, 주택용지에 대하여
150) 地方稅法 제73조의2 제1항.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
는 도·부·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151) 大森正嘉·板倉和明. 2006. 앞의 책. 374쪽-375쪽 및
国土交通省 住宅局 市街地建築課. マンション建替事業に係る税制の特例措置
http://www.mlit.go.jp/jutakukentiku/house/manshon/index.htm (2008년9월17일 방문)

- 94 -

는 토지가격의 6분의1 내지 3분의1 상당액을 고정자산세 과세표준으로 하
고, 토지가격의 3분의1 내지 3분의2 상당액을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과세표준 특례조치가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152)

(3) 기타의 지방세 비과세
법인의 도·도·부·현민세와 시·읍·면민세액은 균등할과 법인소득할의 합
계액이다. 맨션재건축조합이 수익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소득할 및
균등할이 과세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
소득할만 과세된다(地方稅法 제24조 제4항).
도·부·현은 맨션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으로 수익사업에
관계된 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영업세153)를 부과할 수 없고(地方稅法
제72조의5 제1항 제９호), 지정도시154) 등은 맨션재건축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155)를 부과할 수 없다(地方稅法 제701조의34 제2항).

3. 입법적 시사점
부동산 시장상황과 맞물려서 정책적 어려움은 있겠지만, 주택재건축사
업의 본질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게 모든 관련 제도들을 일관되게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이해된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입법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152) 東京都主税局.http://www.tax.metro.tokyo.jp/shisan/kotei_tosi.html#k_5 (2008년9월28일 방
문)
153) 地方稅法 제72조. 여기서는 법인이 행한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할, 자본할, 소득할, 수입할로
부과하는 법인영업세를 말한다．
154) 地方自治法 제252조의19 제1항,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으로 지정하
는 도시를 말한다.
155) 地方稅法 제701조의30. 여기서는 지정 도시 등이 도시 환경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업에 필
요로 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법인에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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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진 등 일본의 지리적 차이와 함께 우리와 다른 역사적·사회적 배경
때문에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외형상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면서 과세상 실질에서는 영리법인
으로 취급하는 등 비일관성을 보이는 우리나라 관련제도와 달리, 일본은
사업의 본질에 맞는 과세제도에서 뿐만 아니라 관련제도들에서도 지원대
상으로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주택재건축 근거법률을 별도 제정·시행하고 있다.
주택재건축 대상에 따라 그 성격에 맞게 별도의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세세한 부분까지 규범화함으로서 주택재건축이라는 사회현상을
있는 그대로 법률에 담고 있다고 이해된다. 특히, 사업시행에서 권리변환
이라는 제도를 적용하여 종전권리와 종후권리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있
다.156)

셋째, 조합의 주택신축공급 관련해서는 소득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맨션재건축조합의 소득과세제도에서 보면, 이를 명실상부한 비영리법인
으로 취급하고 있다. 즉, 맨션재건축사업에서는 참가조합원으로부터의 부
담금 등과 보류지 처분자금 등으로 인한 이익을 조합원용 주택건축비에
충당하기 때문에, 주택신축공급을 통해서는 조합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하
지 않는다는 사업본질이 과세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도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156)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민법 제176조에서는 의사주의를 취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별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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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비용충당목적인 일반분양이익에 법인세
를 과세하는 것과 비교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조합의 주택신축공급 관련해서는 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맨션재건축조합의 소비세 관계에서도, 원칙적으로 소비세가 비과세되는
공익법인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권리변환방법에 의해 종전권리와 종후
권리를 조정하여 소비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사업 불참자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우리와는 달리, 사업 불참자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의 감세조치는
물론이고, 맨션재건축법률에 의하지 않은 임의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조
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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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택재건축사업 관련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서언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건축 대상이 되는 구 주택 소유자들이 소유 토지가
격만으로도 노후건물을 철거한 후 더 넓고 더 나은 환경의 새 주택을 신
축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시작된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절
차상 행정감독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유자들 자유의사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다. 조합원들이 소유부동산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이 기존 건축물들을 철거한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현물출
자 비율로 신축 공동주택을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과
정에서 잔여 신축공동주택의 일반분양수입으로 재건축공사비에 충당하면,
조합원들은 많은 추가부담 없이도 더 넓고 더 나은 환경의 신축주택을 소
유함으로서 더 높아진 주거문화 욕구에 적합하게 주거환경이 개선된다.
이 때 신축공동주택은 종전 주택에 비해 높은 가치상승이 뒤따르게 되는
데 이러한 경제적 이익까지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주택재건축사업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이 가격상승 일로의 부동산시장 흐름에 편승하여 그 속
성이 영리목적의 부동산개발사업으로 변화된 결과, 이에 대한 과세목적
또는 규제목적에서 주택재건축사업 근거법률인 도정법과 재건축부담금 부
과목적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제정되는 등 관련법령이 재정비되었다.
도정법에서 조합에 관하여 도정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규정을 준용토록 하였다. 이에 응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서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의 핵심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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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 비수익사업 비용충당목적의 전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고(조특법 제104조의7 제2항), 계산상의 수치에
불과한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으로서, 외형과 실질을 다
르게 취급하는 한편 이론상 중복과세문제를 낳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이 예상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해서는, 그 성격
에 맞는 세법상 일관성 있는 제도로 재설계가 필요하다. 즉, 주택재건축관
련 부동산정책과는 별개로 관련 조세제도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
합적·도관적 성격157)등을 고려하여 재설계하는 것이 향후 계속될 주택재
건축시장에 대한 조세제도상 근본적인 대응책이라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성격문제와 개선방안

1. 조합의 성격
1) 구 주촉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의 성격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가 또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가에 따
라서 과세소득과 납세의무의 범위, 신고절차 등 당해 법인의 납세의무에
서 많은 차이가 있다.158) 구성원인 출자자 등의 납세의무에서도 출자의
양도, 배당 등 많은 차이가 나게 되므로, 세법적용상 실질적인 비영리법인
여부의 구별은 중요하다.
도정법 제18조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을 법인으로 등기하도록 규정하였으
므로, 과세상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법인세법 해석상 주택재건축정비
157) 김완석.2006b.정비사업의 세법상 성격과 과세문제.계간세무사2006년여름호.한국세무사회.서울.
158) 김완석. 2006. 법인세법론. (주)광교이텍스. 서울.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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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합은 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조특법 제
104조의7 제2항에서는 법인세법 제1조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제외하고는 조합을 비영리내국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토록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조세제도는 그 납세주체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성격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구 주촉법상 주택재건축조합의 성격과 과세상 취급에
관하여 살펴본 후, 현행 도정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성격과 과세
상 취급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구 주촉법 제44조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
건축조합은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성격에 대하여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견
해,159)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1거
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단체로 보아 그 구
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의 대립으로 혼선을 빚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그러나 주택재건축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구성원인 조합원들의 공동주택마련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
다. 한편으로 규약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집행
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탈퇴
159) 대법원.1999.12.10.선고.98다36344판결, 대법원.2001.5.29.선고.2000다10246판결 및
대법원.2003.7.22.선고.2002다6478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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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
어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세법의 올바
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대법원판례도 이러한 요건을 갖춘 주택재건축조
합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재건축조합의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하였다.160)

2) 도정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성격
도정법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법인으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서 종
래 납세의무자 성격에 관한 문제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조합에 관하여는
도정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형식상으로는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3)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가 또는 비
영리법인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결론부터 언급하
면, 법인세법 해석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해석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비영리법인에 해당
된다면 특별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특별
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그 설립목적이 민법 제32조에 유사한 법인은 비

160) 대법원.2005.6.10.선고.2003두265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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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으로 보지만, 그 경우에도 출자자 등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58조에 따르면, 청산종결 후 조합
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
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해야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비록 도정법에 의해 설립되기는 했지만 민법
제32조에 유사한 사업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을 예정한 법인이므
로 비영리법인이 아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 해석상으로는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해석할 수 없고 영리법인으로 해석해야 한다.161)

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성격의 양면성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소박하게 내 집 다시 짓기 수준에서 본다면
비영리법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산증식수단으로 내 집 다시 짓기
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소유자들의 영리추구 면에서 본다면 주택재
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이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인하여 외형은 비
영리법인으로 규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과세상 취급에서는 영리법인으로 보
고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비수익사업인 조합원용 주택건축비를 수익사업인 일

161) 김완석. 2006a. 앞의 논문.
국세청, 서이46012-11269.(2003.07.05), 서이46012-11274.(2003.7.7). 본 예규들은 조세특
례제한법 104조의7 규정 신설 전에 생산되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한 것에 영향 받지 않고 법인세법을 해석한 것임. 법인46012-2026. 1997.7.23.에서는 주택재
개발조합도 영리법인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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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분양수입에서 충당하는 것이 예정된 사업이다. 이러한 손익구조가 비영
리법인의 본질이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실질적인 비영리법인으
로 본다면 그러한 고유목적사업 전입 상당액은 일반 비영리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 과세소득계산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해야 한다.162) 그러나 조
특법 관련규정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토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
지 않고 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외형상은 내 집 다시
짓기 수준에 맞게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조합원
들의 재산증식이라는 영리성 차원에 맞게 과세를 허용하는 이중적 취급을
하고 있다.
주택재건축 관련법제에서 이와 같은 선택은 입법자의 재량사항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어떤 법인유형을 선
택하더라도 관련법제는 그에 맞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한편으로 이로
인하여 관련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정도의 과중한 중복부담을 초래해서
는 안 된다.

162)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인의 운용에 필요
한 재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
고 하는 것은 법인 정관상의 학술, 종교,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수익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반드시 목적사업에 충당되어야 하고 법인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배병일.2006.학교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문제. 조세연구 제6집. 한국조세연구포럼. 서울. 41
쪽).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제1항.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
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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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교법적 해석
(1) 일본법제와의 비교 필요성
주택재건축사업 근거법률인 도정법과 별개로 관련 과세제도의 입법 또
는 해석은 불가능하다.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과세제도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도정법 규정의 입법의 합리성과 올바른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행 도정법 입법에 있어서 그 모델이 된 일본의 도시재개
발법과 우리나라 아파트재건축사업에 상응하는 맨션재건축사업 근거법률
인 맨션再建築法에 관하여 제3장에서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일
본법제 내용과 대응되는 도정법 내용을 주제별로 비교 검토함으로서 도정
법 내용의 올바른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업목적과 근거법률의 입법형식
1969년부터 시행된 都開法에 근거한 일본의 시가지재개발사업은 도시
토지의 합리적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갱신이 목적이고, 2002년부터 시행된
맨션再建築法에 근거한 맨션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 맨션의 주거환경개선
및 지진방재 목적이다. 이러한 주택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있
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공사비보조, 시행자와 맨션
취득자에 융자제도, 시행자 채무보증제도, 관련 국세·지방세제상 각종 지
원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주택재건축 대상별로 법률을 달리 제정·시행하고 있는 결과 각각
의 주택재건축 대상에 대한 본질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다고 이해된다.
우리나라는 주택의 재개발과 재건축의 현실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자를 도정법에서 함께 규정한 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선을 야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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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조합설립인가와 법인성립
일본의 시가지재개발조합, 맨션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도·도·부·현 지사
에게 설립을 신청하고, 그 인가를 통하여 별도의 설립등기 절차 없이 법
인으로 성립한다. 법인의 성립요건에서 인가와 설립등기에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우리나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설립인가 후 별도의 설립등기를 함
으로서 법인으로 성립된다.

(4) 공익법인간주 및 조합명칭
일본의 맨션재건축조합은 각 설립 근거법률에서 법인세법과 소비세법상
공법인 등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시가지재개발조합은 都開法이
라는 공법상의 공법인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다. 또한, 각 조
합의 명칭에 시가지재개발조합, 맨션재건축조합이라는 문자의 사용을 의
무화하면서, 조합이 아닌 자가 그러한 문자를 사용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
다. 이는 각 조합은 정부의 공사비보조 등 각종 지원대상인 공법인이므로
그 명칭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방지 목적이다.
우리나라 도정법에서는 조합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의 사용의
무만을 규정하고 사용금지 규정은 없다. 구 도시재개발법은 일본과 같이
사용금지와 처벌에 대한 규정을 함께 두고 있었다(구 도시재개발법 제13
조 및 제64조 제1항 제1호). 도정법에서는 구 도시재개발법을 모델로 하
면서도 유사명칭 사용금지와 그 처벌규정은 제외시켰다. 그 이유를 일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유추해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은 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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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전혀 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법인
간주 규정과 조합명칭 사용금지를 규정할 수가 없었다고 이해된다.

(5) 조합에 관한 민법의 준용범위
일본의 시가지재개발조합, 맨션재건축조합은 각 근거법률에서 공익법인
간주규정을 두면서, 일본 민법 제44조 제1항 불법행위능력, 제50조 법인의
주소, 제54조 이사의 대리권제한, 제55조 이사의 대리행위위임 규정 등과
민법상 해산에 관한 규정을 각 조합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관하여는 도정법 규정
에 없는 나머지 모든 사항들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토
록 한 포괄적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도정법에서는 일본의 관
련 법률들에 비해 필요한 규정들을 많이 생략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성격이 서로 다른 주택재개발사업 등과 주택재건축사업을 무리하게 하나
의 법률에 규정하려고 한 결과로 이해된다.

(6) 조합원의 부과금과 참가조합원의 부담금·분담금
일본의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 시행구역내의 택지 소유권 또는 차지권
을 갖는 자는 모두 시가지재개발조합에 강제 가입되며, 맨션 재건축에 합
의한 자와 그 승계인은 맨션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각 조합원은 사
업경비인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조합시행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보류지 등을

처분해서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데, 시설건축물이 완성된 후 매수자를 구하는 것보다, 사
업초기단계에 보류지 등 구입 희망자를 조합에 참가시켜서, 그 설계 등을
사전에 협의함과 동시에 그 사업에 관한 know-how를 활용하여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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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민간의 자금과 능력을 활용하
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참가조합원 제도를 두고 있다. 각 참가조합원은 신
축건축물 대금 상당의 부담금과 사업경비인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러한 참가조합원은 조합원명부에 기재되어 조합원으로 취급되므로 인가된
권리변환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후의 부동산상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우리나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사업경비인 부과금을 납
부해야 하고, 참가조합원 제도는 없다. 실무상 일반분양의 경우가 일본의
참가조합원 제도에 유사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상황에 비추어 투기
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조합원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이해되며, 이 점에
서도 서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택재건축사업 관
련세제상 많은 차이를 유발시키며, 다음의 제3절에서 자세히 검토할 것이
다.

(7) 권리조정방법
일본의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과 맨션재건축사업은 권리변환방법에 의
하여 사업시행 전후의 권리를 조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용법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재개발사업
에 사용적격인 관리처분방법을 민간시행인 주택재건축사업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첫째, 정책적 목적에서 주택재개발 등과 주택재건축을 도정법
에 함께 규정하려 하였고, 둘째, 도정법 제정 당시 주택재건축사업은 그
시행방법 등의 구체적 근거법제가 없었기 때문에, 조합이 조합원들의 부
동산을 신탁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사업을 시행하는 실무에 근거
했다고 이해된다. 제도가 어떤 사회현상을 바람직한 상황으로의 변화를
유도한 경우가 아니고, 이 경우는 현실적 실무에 맞추어 제도를 신설한
경우에 속한다고 보여 진다. 그러면서도 입법대상인 사회현상의 본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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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게 법제화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현행과 같
이 조합원의 소유부동산을 조합에 이전하여 사업을 시행한 후, 다시 조합
원에게 이전하는 관리처분방법은 결과적으로 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법적근거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제3절에서 자세
히 검토하고자 한다.

(8) 권리조정방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일본의 관련 법률에서는 사업별 권리조정방법에 관하여 조문제목을 권
리변환처분으로 하면서, 본 연구 주석36과 같은 내용으로 행정처분임을
분명히 하여 불필요한 해석을 차단하였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도정법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
차 등) 규정에서는, 시장·군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
자에 대하여 통지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였
고,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분양신청자에게 통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는 관리처분의 행정처분여부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결과 해석상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163)
현행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국가행정차원에서 시행해야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는 없고, 단
지 전체적인 도시계획측면에서 관리대상이 되고 있다. 그 시행의사결정자
와 시행주체도 주민들 자신이다. 조합원 자치적 의사결정의 확인·관리에
불과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행위를 어떤 법리에서 행정처분으로 보
아야 하는지와는 별개로, 이 역시도 서로 성격이 다른 주택재개발사업 등
과 주택재건축사업을 무리하게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려고 한 결과로 이해

163) 대법원.1996.2.15.선고.94다31235판결. 대법원.2001.12.27.선고.2001두6531판결.
김종보·전연규. 2008. 앞의 책. 9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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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9) 해산·청산 등의 근거규정
일본의 시가지재개발조합, 맨션재건축조합 각 근거법률은 그 해산·청산
에서 채무변제 후 잔여재산 처분, 민법 제82조(비영리법인, 법원감독)를
준용한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도정법은 법률 미비사항은 모두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도정법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한 정관에서
구체적인 관리처분절차와 합병·해산·청산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입법 불비로 인하여 조합간의 합병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과세관계에서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10)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일본의 맨션재건축조합은 맨션관리조합과 그 과세구조가 같다. 즉, 재건
축조합의 조합성과 도관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권리변환방법을 적용함
으로서, 참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용 신축 건축물 분양수입은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시키고,164) 소비세문제까지 해결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라
는 용어개념에 맞게 관련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반면, 우리나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도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서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거액의 자금이
유입되는 일반분양부분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는 외형상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면서, 과세상 실질에서는 영리법인과
같이 취급한 결과이다.

164) 주택신축공급으로 인해서는 조합에 과세대상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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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용 주택신축공급은 비수익사업으로 하고, 일
반분양용 주택신축공급은 수익사업으로 취급하여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
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분양부분과 일반분양부분은 상호 필수불가
결의 관계에 있다. 즉, 공사비 충당목적의 일반분양이 없는 주택재건축사
업은 사실상 그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과세대상소득이
있을 수 없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성질과 다르게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과세는 조합원들의 중복부담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의 제3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의 도시재개발법제를 그 모델로 한
도정법에 근거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특법 제104조의7 제2항과 그러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범
위를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04조의4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본질에
맞는 당위성에 근거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외형상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면서도 비수익사업비용 충당목적
인 일반분양수입을 과세대상으로 취급하는 결과 중복부담문제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소득과세와 관련하여 조합의 취
급방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명실상부한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하는 방법으
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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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관련 근거법령과 함께 과세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격에 맞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현행 도
정법 내에서 주택재건축 부분을 별도로 신설·편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
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관해서 일관되게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관련
과세제도도 근거법률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안이다.
세법원리와 해석방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조세제도를 독자적으
로 설계한다 하더라도 근거법률의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다. 납세자가 모
든 과세대상 사실행위를 근거법률에 따라 처리했음에도 세법에서 이를 부
인하고 달리 규정하거나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관련 과세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현행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조세제도를 명실상부한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로 재설계하는 방안이다. 즉, 주택재건축사업 근거법령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과
세제도에서도 일반분양이익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등 일관되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하는 제도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2) 현행대로 존치하는 방안
현행과 같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을 적
용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재건축정비사
업조합에 대한 외형상 취급과 실질적 취급이 다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 결과 과세소득의 범위, 출자자 지위, 출자의 범위, 배당소득 및 청산소

- 112 -

득 등에서 과세상 취급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외형상 취급에
따를 것인가 실질적 취급에 따를 것인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3)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
재산증식수단이 된 주택재건축사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을 명실상부한 영리법인으로 취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도 조합
원의 현물출자에서부터 모든 관련 법제를 일관되게 영리법인에 맞추어서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165)

4) 소결

16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영리법인으로 취급했을 때의 손익구조)
현행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영리법인으로 취급할 때 조합원은 출자자가 된다. 출자자인
조합원의 현물출자·청산금납부 등은 조합의 영업수입이 아니고 자본납입 내지 증자에 해당된다.
전체 건축비는 일반분양에서 생긴 이익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조합원 청산금으로 충
당하는데, 그 청산금은 영리법인의 영업수입이 아니고 출자자의 증자자금이다. 조합을 영리법인
으로 하여 조합원용 분양수입·건축비와 일반분양용 분양수입·건축비를 통합시키는 경우, 출자자
인 조합원의 현물출자와 청산금 납부는 자본액의 납입이고 영업수입이 아니지만, 그 자본금으로
지출한 조합원용 건축비는 비용으로 계상된다. 공사기간 중에는, 영리법인인 주택재건축정비사
업조합의 영업수입은 일반분양분 분양수입만 계상되고, 비용은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 주택 전
체의 건축비가 계상된다.
이론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영리법인으로 할 경우 공사기간 중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항상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없게 된다. 그러나 준공 후 신축아파트를 공급할
때 조합원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수입해야 하는데, 그 분양대금으로 기존 출자금을 상계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이때 조합원용으로 인한 분양수입이 발생한다. 비용은 공사기간 동안
의 이월결손금으로 대체될 것이다.
영리법인으로 하는 경우 신축 후 주택공급시에 현물출자와 청산금이 분양수입으로 전환되어,
결과적으로 조합원용 분양수입·건축비와 일반분양용 분양수입·건축비의 통합에 대한 법인세부담
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와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할 때는 수익사업인 일반분양용에서만 중복
부담문제가 발생되지만, 영리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서 중복부담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현재보다 중복부담액이 더 크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중복부담의 제거를
고려한 제도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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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제시한 개선방안들은 단순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비영
리법인으로 할 것인가 영리법인으로 할 것인가라는 조세정책적 선택측면
에서만 논의된 결과이다. 그러나 다음의 제3절에서 살펴 볼 현행 주택재
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실질적인 세부담자인 조합원에게
는 중복부담이 되고, 조합의 조합성·도관성·한시성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명실상부한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로 개선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영리법인 또는 영리법인 선택문제가 아니
고, 어느 유형을 선택하더라도 관련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합원의
과중한 중복부담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제3절 법인세 과세소득에 대한 중복부담 문제와 개선방안

1. 법인세·양도소득세·재건축부담금의 중복부담과 개선방안
1)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재건축부담금의 중복부담 문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들은 소유하던 대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
자하게 된다. 사업시행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과거 취득한 대지의 감보(減
步)가 발생하며, 이러한 감보와 함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활용하면 일반분
양이 가능한 여유 주택이 생기게 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러한
조합원용 이외의 여유 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하여 당해 원가를 차감한 이
익으로 조합원용 주택건축비에 충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분양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여 조합원
이 부족한 사업비 즉, 청산금을 납부하게 되지만,166) 논의를 단순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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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조합원의 청산금과 부과금, 기타 수익사업은 없다고 가정하고, 현
행 세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기장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기
본적인 손익구조 모델인 (별표2)를 통하여 중복과세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별표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기본 손익구조
구 분
분양수입
분양원가
당기순이익

비수익사업(조합원용)
①

0

②

300,000

(금액단위: 만원)

수익사업(일반분양분)
④1,000,000
⑤ 700,000

③ -300,000

⑥ 300,000(각 사업연도소득 가정)

위 (별표2)에서 비수익사업부분은 조합원용 주택공급 관련내용으로 분
양원가는 세법에 따라 구분경리되어 계상되었다. 이 경우 일반분양수입
(④)에서 당해 분양원가(⑤)를 차감한 당기순이익(⑥)으로 조합원용 분양원
가(②)에 충당하게 되며, 이때 이미 조합의 과세대상소득은 전부 소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이 청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수익사업 당기순이익(⑥)이 조합원용 분양원가(②)보다 적다는 것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부담하는 각 사업연도소득(⑥)은 수익사업부분에 과세하기 위
한 계산상수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미 조합원들의 자산가치 증가
로 이전되었다. 향후 조합원들이 보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증가된
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한편으로는 이에 대하여 재건축부담
금도 부과된다.
이와 같이 현행 과세제도에 따르는 경우, 이론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
합의 법인세 과세표준 중 수익사업에서 전입되어 조합원용 주택건축비 충
당 상당액만큼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재건축부담금의 중복적 부과대상

166) 남기권.2007.앞의 책.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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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고 있다.
한편, 사업시행에서 일반분양수입은 조합원용 주택건축비에 우선 충당
하게 되므로, 그 후에도 잔여재산이 있어 배당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론
상 그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세와 재건축부담금과는 중복되지 않고 일반적
인 영리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와 이중과세가 된다.
이와 같이 주택재건축조합을 법인으로 하는 경우 같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양도소득세와 재건축부담금이 중복부과 되지만, 현행 제도상으로
는 양도소득세와 재건축부담금의 중복부담만 인정되고 있으며, 그나마 부
분적인 이중과세조정만 허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소득 중 조합원용 주택건
축비 충당 상당액에 대하여 중복부담이 발생하는 원인을 검토해 보면, 다
음과 같이 두 가지에 기인하고 있다.
첫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과정에서 소득의 귀속을 달리하게 한 현행
사업시행제도상 문제이다. 각 인별 소유부동산을 법인인 시행주체에 이전
시키지 않고 각 인별 보유상태로 재건축한 경우라면, 감보·용적률 등을
활용한 일반분양수입 중 당해 건축비를 차감한 이익으로 각 인별 주택건
축비에 충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행주체가 각 인별이고 별도인격인 법
인이 아니므로 법인세 부담 없이 각 인별 단계의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재건축사업은 기본적으로 1인이 직접 소유주택을 멸실시키고
재건축하는 경우를 다수인의 사업으로 확장한 상황에 해당된다.
법인인 시행주체에게 조합원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업을 진행
하는 과정에 가치를 증액시킨 후, 다시 각 조합원들이 재취득하는 형식으
로 사업을 시행하는 결과, 증액된 가치는 법인인 시행주체단계에서 법인
세 과세대상이 되며, 부동산이라는 재취득 자산의 특성상 양도시 각 조합
원 단계에서 다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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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행 세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외형과 실질에서 서로 다
르게 취급하기 때문이다. 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외형상은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하면서도 과세상 실질적인 취급에서는 고유목적사업 전입액
을 손금산입 허용하지 않고 그에 법인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
이 관련 법령에서도 일반분양수입은 보류지 등으로서 조합원용 주택건축
비 충당을 예정하고 있는 것과도 상치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③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
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
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
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
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도시개발법 제34조 (체비지 등)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
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실질에 있어서도 (별표2)의 수익사업 이익금(⑥)은 비수익사업의 건축비
(②)에 충당되고 계산상수치에 불과하다. 이론상, 조합을 실질적인 비영리
법인으로 취급하여 수익사업 이익금의 비수익사업 전입액을 손금인정하면
법인세 과세소득은 없다. 결과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외형과는 달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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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는 영리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려는 취지에서, 조합은 담세력이 수
반되는 독자적인 소득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다는 본질을 입법
에서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2) 개선방안
아파트 등의 개별적인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현실에 비추어, 주택재건축
사업의 시행주체를 조합 등 단체로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시행주체
는 조합으로 유지하고, 조합원용 주택건축비충당 상당액의 과세소득 또는
그 상당세액을 조정대상으로 하여,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중복부담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법인세
와 재건축부담금의 중복부담문제에 관한 개선방안은, 다음에서 살펴 볼
양도소득세와 재건축부담금의 중복부담과 상호조정에서의 소결론과 같다.

(1) 조합원단계의 조정방안
조합원에게 당해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때에, 법인세가 과세된
조합원용 주택건축비 충당 상당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거나(소득
공제방법), 이미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방
법(세액공제방법)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2) 법인단계의 조정방안
법인단계의 조정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명실상부한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하여
모든 관련 과세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이다. 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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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
입을 허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비영리법인 성질에 맞추어 관련제도를 일관
성 있게 재설계하는 방안이다.
둘째, 조합원용 주택건축비충당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방법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소득공제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영리법인으로 보
아 모든 관련 과세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안이다.

(3) 소결
조합원단계의 조정방안을 선택하는 경우, 법인세율과 양도소득세율 차
이를 고려하여 조정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1세대1주택 등으로 양도소득세
가 비과세·감면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부담의 조정이 없게 될 수도 있어 조
합원간 형평성문제와 당초 비과세·감면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등의 문제
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법인단계의 조정방안이 비교 우위적이라 판단된다. 결국 법인세
과세소득에 대하여 중복부담을 피하려면 어떤 개선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과세는 포기하는 제도로 재설계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입법적 개선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의 중복부담과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 본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와는 별개문제로,
일반분양수입 중 개발이익금 상당액을 각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여 각 조합
원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하는 경우, 각 조합원이 얻은 소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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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세청은 배당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다.167) 이와 같이 해석
하는 한 양도소득세 등과 배당소득세의 중복과세가 되어 불합리하다.
시공자와의 계약방법에서 시공자책임 개념의 지분제168) 또는 시행자책
임 개념의 도급제 중 어느 방법에 의하거나 일반분양수입에서 당해공사비
를 공제한 일반분양분 순이익은 조합원용 주택건축비에 충당된다.
조합원용 주택건축비충당액은 당초 조합원 소유대지의 일부 양도에 해
당되는 감보와 용적률증가 등을 통하여 가능한 일반분양 주택의 분양이익
으로 구성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구 주택이 신 주택으로 대체되는 과정
에서 발생한 조합원재산의 가치 상승분이다.
이러한 가치 상승분은 미실현이익으로 남게 되며, 향후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었다가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소득
167) 국세청. 서면1팀-394(2006.3.27)
168) 권오중. 2007. 재건축조합과 재건축조합원의 소득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세무학석사
학위 논문. 7쪽-10쪽.
(참조부분 요약) 이는 재건축사업으로 기대되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는가에 따라 구
분한 것으로, 도급제는 일반적인 건축공사 발주 방식으로 건축물 평당 공사비를 미리 정해서 공
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시점에 공사비가 정해지나 공사 중에 공사비의 증가요인이
있을 경우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도급제는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물가상승이나 설
계변경 등 증가요인이 있을 경우 조합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개발이익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건축비를 지불(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
으며, 청산시까지 조합원이 책임지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
다.
지분제는 조합원의 소유토지 또는 건축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아파트면적을 조합원에게 제
공하고 잔여주택과 상가, 복리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하는 것을 말하며, 조합원 부
담금을 계약 당시로 고정시켜 조합원들에게 확실한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사업결과에 따른
손익은 시공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대물보상제도라 불린다. 지분제는 지분을 어떻게 정하는가
에 따라 고정지분제와 변동지분제로 분류되는데, 고정지분제(또는 확정지분제)는 계약시점에 조
합원의 지분보상율을 확정하는 것으로 한번 계약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후 조합과 시공자간에
큰 다툼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고정지분제하에서는 사업수행에 따른 손
익은 모두 시공사에 귀속되므로 시공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업 참가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변동지분제는 사업시행에 따르는 용적률 변화, 이주기간 지연, 토지가격평가결
과 등에 따라 지분을 변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양측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분보상비율변동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결정해 놓지 않으면 사업시행기
간동안 조합과 시공사간에 갈등이 계속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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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 계산구조에서 보듯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과 후로 나누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이에는 조합원의 구주택이 신
주택으로 대체되어 발생된 가치상승분 즉, 건축비충당액이 포함되어 계산
된다. 이러한 건축비충당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면 동일한 미실현이익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중복과세가 된다.
같은 구조에서 법인세와 재건축부담금·양도소득세 중복부담문제를 앞에
서 살펴보았다. 이 경우는 법인세·재건축부담금·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4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당소득과세와 양도소득과세 둘에 대한
선택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조합원용 주택건축비충당 상당액에 대하여 배
당소득으로 보는 국세청 해석은 변경되어야 타당하다.

3. 양도소득세·재건축부담금의 중복부담과 상호조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의하면, 재건축부담금이란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조합 또
는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인데, 관련 법률 규정들을 통하여 그 정확
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건축 초과이익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초
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서 별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2
조 제1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169)은 부과종료시점 주택가격(일반분양분은 분
양가격)에서 개시시점 주택가격, 부과기간 동안의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
주택가격상승분 총액과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재건축초과이익환
16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재건축초과이익 의미이며. 이를 조합원 수
로 나누어 부과율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계산하므로 과세표준에 유사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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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제7조). 여기서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은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국토해
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종료시점까지의 당해 재건축사업
장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
정한 금액이다(재건축이익환수법 제10조).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원칙적으
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
택가격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 가격상승분을 가
산한 가액이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9조 제1항).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ㆍ산정한 가
액이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9조 제2항).
이상의 규정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산식이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기준)
= 종료시점170) 주택가격(일반분양분은 분양가격)
- 개시시점171) 주택가격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과 개발비용 등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기준)
= 준공일에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ㆍ산정한 가액 - (부동산가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 + 공
시기준일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일까지의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과 종료시점까지의 당해 재건축 지역의 평균주
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 - 개발비 등
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시 기본적인 양도차익계산 구조는 조합원의 기
존 부동산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인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과

17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준공일.
17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추진위원회 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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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기간인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의 합계로 계산함은 관련 과세
제도에서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재건축초과이익 계산구조와 조합원신축주택 양도차익 계산구
조를 재건축정비사업 진행순서172)로 비교해보면, 조합원신축주택 양도차
익은 조합원의 기존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지가상승액, 개발이
익 등 모든 가치증가분으로 구성되지만, 재건축초과이익은 그렇게 계산되
는 양도차익 중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준공일까지의 초과이
익으로 양도차익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한
재건축부담금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이중부담이 된다. 이는 비
록 재건축부담금이 일차적으로는 조합에 부과되지만 이는 도관에 불과하
여 실질적인 최종납부책임은 각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다음에
서는 현행법상 그 상호조정 제도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재건축부담금 부과 전 양도시의 조정과 개선방안
부과개시시점 이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
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액 중 부과개
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재건축초과이익 계산에서 개
발비용으로 공제한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제13조). 이는 양도시기보다
후에 계산하는 재건축부담금에서 고려할 사항이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법에서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상호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양도차익173)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172) ①정비계획수립 ②정비구역지정 ③추진위원회승인 ④안전진단 ⑤창립총회(재건축 결의) ⑥조
합설립인가 ⑦사업시행인가 ⑧시공사 선정 ⑨관리처분 계획인가 ⑩이주 ⑪철거 및 공사착공
⑫공사 준공 인가 ⑬입주
173) 이는 그 기간동안의 재건축초과이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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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으로 공제하는 경우는 같은 기간동안의 재건축부담금의 이중부담
을 완전제거하지 못한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재건축초과이익 중에서
양도소득세액에 재건축부담금 부과율을 곱한 금액 즉, 양도소득세액에 상
당하는 재건축부담금만을 조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액을 개발비용
으로 공제할 것이 아니고, 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재건축초과이익
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재건축초과이익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소득세
액을 재건축부담금에서 공제174)하는 방법으로 입법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재건축부담금 부과 후 양도시의 조정과 개선방안
한편으로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고 난 후에 각 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
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각 조합원에게 사실상 분배될 재건축부담
금을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시행
령 제163조 제3항 제3의3호). 이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후에 계산하는 양
도소득세에서 고려할 사항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상호조정을 규정하고 있
다.
재건축부담금 상당액을 양도소득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감소시키는 필요경비로 취급하는 결과, 필요경비로 공제
하는 재건축부담금액에 당해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곱한
양도소득세 상당액만큼만 이중부담이 조정되고 나머지 재건축부담금액은
여전히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부담으로 남는다.175)
174) 양도소득세율과 재건축부담금 부과율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조정은 별도로 고려해야 할 것이
다.
175) 김완석. 2006a.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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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부과 후에 양도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할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금액에서 부담한 재건축부담금 상당의 재건축초
과이익을 공제하거나, 양도소득세액에서 재건축부담금을 공제176)하는 방
법으로 입법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소결
앞에서 살펴 본 양도소득세·재건축부담금의 중복조정규정은 조합원 단
계의 조정방법들이다. 그러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경
우는 그 조정이 없게 되어 조합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당초 감면
목적이 재건축부담금만큼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불합리하다.
결국 양도소득세와 재건축부담금을 완전하게 조정하기위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법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재건축부
담금의 법인세·양도소득세와 중복부과 문제를 함께 고려한다면 재건축부
담금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4절 그 밖의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물출자 받은 토지취득가액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77)
국세청은 토지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현물출자 시
기는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일과 출자한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

176)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율과 재건축부담금 부과율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조정은 별도로 고려
해야 할 것이다.
177) 여기에서의 개선방안은 조합의 소득과세를 원칙적으로 포기하는 제도로 입법적 개선이 없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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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날로 해석하고 있다.178)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의 현물출자가액이며 실무상 조합의 자본금으로 계상된다. 한편으
로는 조합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에서 분양원가로서 손금의 크기에 결정
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취득가액은 조합의 사업개시 당시의 시가
로 결정해야하는데,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 요약된다.
토지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데, 현물출자 시기를 정
비사업조합 설립인가일과 출자한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국세청 해석은 다음과 같은 논리와 실무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여 진
다.
조합의 토지취득가액 결정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는 조합원의 소유부
동산 현물출자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조합설립과정에서 조
합원이 조합설립동의와 함께 소유토지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에 동의하
면 조합은 설립인가일까지 그 토지급부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고, 사실
상 출자효력은 조합의 설립인가일에 발생할 것이다. 설사 현물출자 이행
서류179)를 모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의 인
가가 거부되면 현물출자를 받을 법적주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당초 적
법한 조합설립동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일종의 해제조건부 현물출자
로 해석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한편, 조합설립인가일보다 신탁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란, 추진위원회승
인을 받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도정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정

178) 국세청. 서이46012-10672(2003.4.1), 서이46012-11323(2003.7.12) 및
서이46012-11755(2003.10.9),
179) 상법 제295조 제2항(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이행), 대법원.1985.10.8.선고. 84누
102.판결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1(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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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의 채권자나 조합 채권자들의 강
제집행을 예방하고, 반대 조합원들의 고의적인 허위 담보권설정 등 업무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조합원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고, 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포괄승계
(도정법 제15조 제4항)하는 설립인가 및 설립등기한 조합에게 다시 소유
권이전 및 신탁등기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180)
조합의 토지취득가액결정 시기에 대한 이와 같은 국세청의 해석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다.
첫째, 이 문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조합원 토지의 적정
한 평가액 결정에서 평가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현물출자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즉, 이는 당초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적정한 평가액 결정을 위한 평가시기가 아닌 현물출자시기를 언제
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 변질 시키는 해석이 되었다.
둘째, 조합원의 출자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평가액은 조합의 토지취득가
액으로만 활용되지 않고, 조합원의 출자금액도 되며, 향후 조합원의 양도
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계산의 기초도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리적이다.
셋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근거법률인 도정법 제48조 제1항 제4
호에서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시장·군수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으로 인가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넷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에서, 관리처
분계획인가전과 관리처분계획인가후로 구분하여 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분양주택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

180) 변강림. 2007. 앞의 책. 479쪽 및 5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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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주권 취득시기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하고 있다.
다섯째, 신탁등기 접수일을 현물출자일로 보아 조합의 취득가액을 결정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는 이주시기가 각각 다른 조합원마다 신탁등기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조합설립인가일로 하는 경우와 일관성이 없는 등의
문제점을 안게 된다.181)
따라서 조합원의 출자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평가액 산출을 위한 평가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182) 이와 같이 관련 법
규들과 통일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국세청 해석과 평가시차가 발생한다.
그러나 그 평가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조합의 법인세 과세소득의 증감은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증감으로 상쇄된다.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해석변
경이 요망된다 할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
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은 교부주식의 발행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183) 또한 조합원이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토지 취득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
한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토지취득가
액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출자에 대해 유가증권을 교부하지 않
고, 도정법에 따라 인가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는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액이 결정·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현물출자 경우와 같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고 분명한 경우이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
업조합의 조합원 부동산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감정평가액이
181) 남기권. 2007. 앞의 책. 517쪽.
182) 김완석. 2006b. 앞의 논문.
183) 국세청. 서면2팀-581(20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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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해석변경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청산금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8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185) 범위에 대하여 현행 조특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위 규정 중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다. 국세청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즉 청산금은 재건축조합의 소
득금액으로 한다고 해석하였고,186) 건설비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184) 여기에서의 개선방안 역시 조합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원칙적으로 포기하는 제도로 입법적 개
선이 없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음을 밝혀둔다.
185) 실무상 주된 수익사업은 일반분양 아파트, 상가, 유치원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체비지 매각
수입, 조합이 조합아파트와 관련하여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개별적 홈오토메이션 또는 알미늄 샷
시 등 설치수입, 수익사업관련 계약의 위약금 등, 조합귀속 수입이자, 채권매각차익 등이 된다.
(유창용.2008. 앞의 책. 113쪽-116쪽)
186) 소득46011-259(20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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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
여187) 양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
이는 위의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4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의 해석에 관하
여,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 전액이라는 견해,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와 건축물
가격의 범위 안의 금액이라는 견해, 조합원이 출자한 토지가격 범위 안의
금액이라는 견해의 대립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
다면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출자한 종전의 토지가액 범위 안에서만 수
익사업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출자한 토지가격의 범위 안에서만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특법시
행령 제104조의4 규정은 주택 1동의 일부만을 지칭한 것이 되어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 전부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거나 그 전부를 수익사업
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입법상의 미비로
보여 진다. 조합원이 출자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 조합원이 조합에 추
가로 납부하는 청산금,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합에 납부하는 부과금은 조합원의 출자금으
로 새겨야 할 것이라고 비판받고 있다.188)
이와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전체에 대
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입법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고, 청
산금에 대하여는 출자금으로 보아 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국세청
해석변경이 필요하다.

187) 소득46011-3411(1997.12.27)
188) 김완석. 2006a.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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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원용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일
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과 상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조특법 제104조의7 제3항에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정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
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
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중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다.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하면 주택재건
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정비사업시행으로 건설된 토지 및
건축물은 공동주택이지만 그 공동주택 중 당초 출자한 토지가격 안에서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과세한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는
다.189) 관리처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전체에 대해서 과세대
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4. 주택재건축사업 근거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각각 본연의 원칙
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각 별로 원칙을 수립·시행하는 것도 어려운 일
이므로, 함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더욱 제도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것
은 이해된다. 그러나 현재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조세제도는 정책기능에

189)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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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치우쳐 있어 원칙부재의 상황이 되었다.
도정법의 입법에서 구 도시재개발법이 모델이 되었음에 근거하여, 구
도시재개발법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의 도시재개발법과 주택재건축관련 법
제에 관해서 제3장에서 살펴보았다. 그 비교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도시재
개발에 관한 법제에 뿌리를 둔 현행 도정법은 정부주도의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어울리는 법률이고, 민간주도의 주택재건축사업과는 조화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일본은 성격이 서로 다른 입법대상에 대하
여 각기 별도의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격이 서로 다
른 주택재개발사업 등과 주택재건축사업을 도정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
규정한 결과 납세의무 주체의 성격을 모호하게 하였고, 조세법률관계는
물론이고 일반법률관계에서도 혼란을 야기하는 것과 비교된다.
도정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근거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률의 내용은 관
련 과세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현행 도정법 중 주택
재건축사업에 관한 규정들은 별도의 법률로 입법하는 것이 과세상 혼란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일반법률관계에서도 공법
관계 또는 사법관계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칙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본
다. 다음에서는 그러한 주장의 논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입법상의 오류
도정법 제2조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노후·불량건축물
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
에서는 동일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
구·녹지·하천·공공용지·광장·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가스공급시설·놀
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수도

- 132 -

및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면 주택재개발사업
으로 분류하고, 양호하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도정법 제2
조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도시계획적 차원의 문제인 정비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인 주택재개발사업 등은 강제성이 수반된 수용적격사
업이다.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강제로 가입시
키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행정청의 인가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감
독을 받는 공법인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행한 처분에 불복이 있
는 자는 행정심판190)을 제기해야 하는 등 주택재개발사업은 본래 지역민
들에 의한 자발적인 도시재개발을 기대할 수 없는 지역에서 그 개발이익
과는 무관하게 관주도로 시행하는 공익사업이다.191)
이와 반대로 도시기능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주민들
자발적 의사에 의해 사적인 재산증식수단과 주거문화향상을 목적으로 시
행되고 강제성이 없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지역민들 스스로의 결정으로 시
행되는 사익을 위한 사업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성격의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을 오직
시장통제목적에서 도정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 규정한 것부터가 입법실수
라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외견상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그러한 결정
적인 본질차이로 인하여 상호유대 내지 연대형식은 없다. 따라서 주택재
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은 비록 하나의 법률에 통합되어 있지만 별개

190) 구 도시재개발법 제60조(행정심판). 시행자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
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처분에 관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191) 서울고법. 1990.9.21.선고. 89나4830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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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하고 관련규정을 해석·적용해야 하며, 같은 법률의 통일적 해석은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192)
주택재건축과 주택재개발은 각각 성격이 다른 분야이므로 현행과 같이
하나의 법률에 모두 수용하여 규정할 것이 아니고 입법대상별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공익목적에 따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각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함이 합리적인 입법이라 본다.

2) 비교법적 관점
우리나라와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도정법 제정에서 주택재건축사업부
분은 일본의 맨션再建築法 제정·시행과 같이 별도의 입법을 고려했더라면
지금과는 달리 주택재건축사업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가 되었을 것이라 생
각된다.

192) 전영진. 2007. 재개발·뉴타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62가지. 원앤원북스. 서울. 22쪽-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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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조특법에서 비영
리법인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재건
축사업조합의 납세의무이행에서 중요한 문제인 납세의무자 성격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 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
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는 조합원
의 과중한 중복부담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재건축부담금은 폐지하여야 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도구에 불과하며 그 실질적인 시행
주체는 조합원이다. 현행의 관련 과세제도는 일반분양에서 얻은 개발이익
으로 조합원용 주택건축비에 충당한 금액을 조합의 법인세와 재건축부담
금, 조합원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소득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조합원에게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중복부담이 된다. 그 부
담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에 위배될 소지를 안고 있
다고 판단된다.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조합
의 소득에 법인세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시 조합원이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원본침해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
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중복부담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조합원 소유부동산을 사업시행도구에 불과한 조합에 소유권
을 이전하여 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다시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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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는, 조합을 비영리법인
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토록 하면서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과세제도상 문제점 때문이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관련 과세제
도를 재설계하는 것은 일관성 있는 과세제도설계에 대한 요청이고, 이러
한 조합원의 중복부담문제와는 별개이다. 법인단계에서, 조합을 비영리법
인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해야하
고, 조합을 영리법인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용 주택건축비충당 상
당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거나 또는 과세표준계산상
소득공제방법으로 법인세 부담을 제거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법인세·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중복부담문제는 현행과 같
이 양도소득세와 재건축부담금의 일부조정으로는 부족하므로 법인세와 함
께 재건축부담금제도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조특법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
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문대로 해석하는 경우 공급
주택의 일부만 과세제외 될 수 있으므로 비합리적 규정이다. 따라서 조합
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전부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야 한다.
셋째, 성격이 서로 다른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하
나의 법률에 무리하게 규정한 결과 주택재건축사업 관련규정들에서 일관
성이 없다. 주택재건축사업 근거법률을 도정법에서 분리·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인 입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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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rapid urbanization and higher income level, people are
getting more and more interested in improving qualities of house
environment all around the world. Reconstruction of old urban house
is also carried out a lot in our country.
Taxation system on the housing reconstruction maintenance business
union('union' here after) and it's members is not only complicated but
also imperfect. That's why many controversies still go on.
This study focuses on researching controversial points of taxation
system

on

the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and

representing

legislatively reform measures. The following ar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First, current taxation system on the income gotten from the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causes double taxation which is burdensome for
union members. Therefore, corporate tax and reconstruction share
levied on income of union should be abolished.
Most of the expenses of building houses for union members come
from development profits of the union. Under current law, corporate
tax and reconstruction share are imposed on these development profits
for union and transfer income tax is imposed on the same profits for
union members. Consequently, for union members who are real
subjects of the business, these taxes causes double burden on the same
income. In income taxation system, problem of original infringement
happens because the income where corporate tax and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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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are imposed only exists in calculation.
Second, tax exception restriction law prescribes that 'land and
building supplied instead of former land' is not seen as supplies of
goods regarding value added tax law. If we take the sentence literally,
it is irrational because only some of a supplied house could be out of
taxation. Therefore, we should reform the provision, because a house
provided for union member cannot be subject to taxation.
Third, there is almost no consistency in the provisions related with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because

housing

businesses and housing redevelopment businesses are

reconstruction
under the same

law although they have a lot of differences. Therefore, we need to
make a new law which stipulates housing reconstruction business and
separate it from city and house environment maintenance law.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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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nstruction,

housing

reconstruction,

housing

reconstruction maintenance business union, nonprofit
making corporation, doubl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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