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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고층빌딩은 주거지역의 공동주
택으로도 확대되어 왔다. 한정된 토지에 많은 주거지를 형성하려는
목적에서 아파트는 갈수록 높아지고, 그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은 물론
이고 같은 동 안에서의 건물 사이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일조권 침해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조권 이외에 조망권도 주장하고 있어
서 고층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및 높이제한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결과
적으로는 건축물 상호 간의 이해조정의 문제로 나아갈 것이지만, 일단
건축물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이외에도 주택가격의 하락 등의 재산상
침해도 발생할 수 있다. 일조권 관련 분쟁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

투고일 : 2017. 12. 30. / 심사의뢰일 : 2018. 1. 18. / 게재확정일 : 2018. 1. 31.
*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강사
Lecturer of Korea University, Ph.D in Law

112

일감 부동산법학 제 16 호

고, 그로 인하여 개인을 오랫동안 소송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경제적으
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떠한 방향에서도 국민이 일조권 분쟁에 휘말
리지 않도록 그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건축
법에서는 높이제한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개별사안의
복잡함으로 이격거리, 동지기준 일조시간 확보거리인 인동거리를 모
두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동안 형성되어 온 일조권
침해 기준으로서의 일조시간 확보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도 그 복
잡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일조기준에 관한 사항과 일조시간 확보기준에 대한 그동안
의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고찰하여 현행 건축법의 개선점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제어] 일조권, 공동주택 높이제한, 이격거리, 인동거리, 일조시간의 확보,
건축법

Ⅰ. 머리말
최근 일조권 침해에 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춘천의 A재건축
아파트와 인접한 B아파트 주민들은 A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면 일조권
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고,1) 경기도 김포시의 신축 C아파트 시공건설사는 44층 높이로 지
어지는 이 아파트는 김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거라고 언급하지만,
인근 단지 주민들은 신축 아파트 층수가 너무 높아 주변 주민들의 일조
권을 침해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항의하여 시공건설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2) 마포구 창전동에서는 서울시가 청년주택건립사업을 계획
하고 있어 청년주택 인근 약 20미터 거리에 건설하고 있는 D아파트의
1) 김정호, “아파트 신축 놓고 일조권 분쟁 잇따라”, 강원도민일보, 2017.12.20; <http://
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83549>.
2) 이주비, “답답해서 못 살겠다”…일조권 분쟁 ‘급증’, 한국경제TV, 2017.7.6; <http://
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7070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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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과 서울시가 일조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기도 하다.3)
이러한 아파트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조권 분쟁은 개인 주택으로 들어오
면 상당히 심각해진다. 인근 고층 아파트에 의하여 하루 종일 어둠 속에
서 살아야 하는 단독주택에 주거하는 사람들은 그 피해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 보지만, 시공건축사는 건축법령을 지켜서 시공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들은 일조권 침해의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만약 인접 건물에 의해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햇빛이 충분히
닿지 않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가 문제된다.4) 인접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면 공사중지가처분 신
청을 할 수 있지만,5)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쉽지
않고, 개인으로서는 그 대형 건설시공사에 대하여 사실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는 사실 건축법 기준의 애매모호함에도 기인한다. 현행 건축
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방향이 정북방향의 아닌 남향이거나 일부 동향 또는 서향인 경우 또는
동북쪽으로 치우쳐 있다든지 서북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 경우에는

3) 김정웅, “마포구 이랜드건설 청년주택사업 분쟁 … 일조권 침해냐, 지역 이기주의냐?”,
이투데이, 2017.9.15;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39727>;
조합과 서울시 간의 갈등 쟁점은 일조권 문제인데, 계획대로라면 단지 일부가 앞에
들어서는 청년주택에 의해 햇빛이 가려지는 구조가 된다.
4) 일조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최정민/송승영/윤정환/김광우, “건축물
일조권 분쟁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
제5호, 대한건축학회, 2000, 146쪽 [표 1] 일조의 효과.
5) 부산대학교 앞의 24층 아파트 건축에 있어서 일조침해로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18층을 초과하는 공사를 중단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전극수, “일조권분쟁
의 공법적 해결을 위한 연구”, 환경법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8, 5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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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가린다 하여도 일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이
기준에 의하여 관계구청에서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어줄 경우
에는 정북방향에 있는 기존의 건물에 대하여는 일조권 보호를 위한 이격
거리를 요구하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일조권 보호를 위한 이격거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일조권 침해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일조권
침해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6) 이러한 점은 건축법에서
위임한 건축법시행령과 대법원 판례와의 그 침해 기준에 대한 실질적
차이점에서도 나타난다.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은 높이와 거리를 실질
적 기준으로 하는 반면에, 대법원은 일조시간 확보를 실질적 기준으로
판단한다.7) 현행 건축법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인접 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건축법상으로는 한 층의 높이가 2미터인 10층짜리 아파트의
경우 인근 건물 대지 경계선에서 1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면 되므로
건축 허가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에 반하여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1년 중 일조시간이 가장 짧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체적으로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을 침해받는다고 판단한

6) 일조권 피해를 감정하는 방법으로 동지일 신규건축물의 그림자를 직접보고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지숙/김호용/이성호,
“공간정보 구축 및 응용: 지형요인에 의한 일조권 침해의 영향 분석”, 한국공간정보학
회지 제19권 제1호, 한국공간정보학회, 2011, 22쪽.
7) 대법원 판례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이동원,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
학 통권 제27호, 한국민사법학회, 2005, 274-290쪽; 김정진, “일조권침해에 관한 법률관
계 고찰 :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아주법학 제3권 제1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93-122쪽; 이승우, “법원의 배상책임 결정사유와 재정결정방향 : 공사장, 교통소
음과 일조권 침해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34권 제1호, 한국환경법학회, 2012,
114-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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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즉 건축법과 대법원 판례의 일조권 확보의 실질적 기준이 상이하
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건축법과 그 시행령 및 대법원의 일조권 침해
기준과의 차이점을 전반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하에서는
우선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높이 제한, 이격거리 등 건축법의 변천을
먼저 살펴보고(Ⅱ), 그 이후에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Ⅲ). 그리고 난 이후에 현행
건축법의 일조권 조항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점은 어떠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논하여 보기로 한다(Ⅳ).

Ⅱ. 건축법상 일조권 조항의 변천
1.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일조권 조항의 실질적 도입 :
1972년 건축법 제41조 제4항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었으나, 일조권9) 보호규정은 건
축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았고, 1976년 4월 15일 대통령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10) 하지만 동령 동조의 규
정은 1972년 12월 30일 신설한 건축법 제41조 제4항 “주거지역 및
8)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9)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이지만, 일조의 과학적 의미는
자외선에 의한 보건 위생적 효과를 의미한다; 신동윤, 김진수, “3차원 도시모델에 의한
일조권 분석”,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1권 제2호, 한국지적정보학회, 2009, 120쪽; 일조
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이재삼/문재태, “일조권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법학회, 2016, 50-53쪽; 문재태, “일조권에 관한 헌법
적 고찰”, 비교법연구 제14권 제1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4, 73-76쪽.
10) 일본 건축법의 일조권 보호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전극수, “일조권의
법적 보장”, 환경법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09, 56-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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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내의 서로 인접하는 대지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다.”는 위임에 의하여 ‘일조권 등을 위
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즉 법률의 위임이 없으
면 규정하지 못한다는 대통령령의 법적 성격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1972년 12월 30일 건축법 제41조 제4항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의 건축법시행령의 근거규정에 해당한다. 즉 ‘일조권 확보’
에 대한 용어의 등장과 그 구체적인 내용은 1976년 4월 15일 건축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신설하면서부터이지만, 그에 대한 위임은 1972
년 건축법 제41조 제4항이라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서, 건축법시행
령 제167조는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내용으
로, 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지
역⋅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상업지역내에
서 건축하는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
물(이하 아파트 등)의 높이를 각호에 의하여 제한하도록 하였다. 하지
만 이 규정의 각호 내용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이격거리를 규정하였으나, 여러 번의 개정으로 그 기준이 변경되
었다. 다만, “주거전용지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
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높이 8미터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4
배)”, “동일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
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
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로 한다.”는 기준은 1980년대에 들어
서도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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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상 일조권 조항의 신설 : 1991년 건축법 제53조
1980년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근 지역의 일조권 침해문제가
법정다툼으로 가시화되면서,11) 결국 1991년 5월 31일 건축법을 개정하
여 제53조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였다. 즉 이전에 대통령령 중심으로 시행하여 오던 일조권 조항
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일조권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었
다. 1991년 5월 31일 건축법 제53조에서는 “공동주택12)과 전용주거지
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로부터 동일대지안의 다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이격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높이제
한)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인 건축법시행령에 위임하였다. 그런데 이에 따른 1990년 7월 16일 건
축법시행령 제90조에서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었다. 이전에는 이격
거리 및 높이제한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이외에도 일조시간을 포함하였다. 즉 “2동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 내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높이
이하인 경우”가 그것이다.13) 이러한 일조시간 확보 규정은 현재까지
1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457 판결;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259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812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462 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12) 공동주택은 5층 이상의 아파트, 1개동 바닥면적이 660미터제곱을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 1개동 바닥면적이 660미터제곱을 이하의 4층 이하의 다세대주택 등이 있다;
이승우,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와 손해배상”, 환경법연구 제37권 제3
호, 한국환경법학회, 2015, 157쪽.
13) 공동주택 일조권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 논문을 참조: 강지석/박경순/손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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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이 규정되고 있고, 1990년 7월 16일 건축법시행령의 일조시간
확보 기준 이후부터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조시간의 기준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일조권 침해를 판단하기 시작하였다(대법원 판례는 다음
장에서 검토).14)

3. 건축법상 일조권 조항의 강화 :
1999년부터 현행 건축법 제53조까지
일조권 확보에 관한 건축법 규정은 1999년 2월 8일 전문을 개정하여
다시 체계적으로 강화하였다.15) 동법 제53조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정
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높이 제한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
는 높이 이하
②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의 건축 제외)의 높이 제한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
는 높이 이하
이외 별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
고정림/신지웅, “공동주택의 일조권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2010, 535-540쪽.
14)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44935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
64602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15) 2010년까지의 건축법시행령의 일반건축물 일조권 관련 규정의 변천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 하성태/유길준, “공동주택 일조권에 관한 건축법의 변천과정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2권 제4호, 대한건축학회, 2010, 63-65쪽 [표 1]
및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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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타법 규정16)에 의한 일정한 건축물 높이 제한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
는 높이 이하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 높이 제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① 내지 ③의 적용제외 가능

이전과 달라진 점은 종래의 건축법에서는 이격거리와 높이제한을 함
께 두었지만, 1999년 2월 8일 건축법은 이격거리를 삭제하였다.17) 이후
자구수정의 일부개정은 있었으나, 동일 취지로 규정되어 오다가 2013년
5월 10일에 건축법 제61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의 건축 제외)의 높이 제한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여, 제1호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제2호에서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16)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도시계획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 지구인 경우
4.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동법 제4조 및
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인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인 경우
8.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지구인 경우
9.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10.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7)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법시행령 규정에서는 이격거리, 높이제한, 일조시간 확보
기준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서 건축법에서 구체적 범위의 위임명령이 없음에도 시행령
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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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 ②의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 부분을 수정하여, 이전의 ‘정북방
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 이외에 별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를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개정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신설하였다.
이후 2014년 1월 14일 건축법 제61조 제3항을 개정하여 위 ③의 ‘타법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에서 일부 타법 규정을 삭제 및 추가
하였다.18) 동일한 취지로 2014년 6월 3일 동조 제3항을 개정하여 위
③의 타법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에서 일부 타법 규정 중
제3호를 수정하였고,19) 2016년 1월 19일 건축법에서 동조의 위 ③의
일부 타법 규정 중 제2호와 제3호를 수정하였으며,20) 2017년 2월 8일
건축법 동조 제3항에서도 위 ③의 일부 타법 규정 중 제3호와 제6호를
수정하여,21) 현행 건축법에 이르고 있다.

현행 건축법 제61조를 기준으로 최종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광역개발
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
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9) …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
20) …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
21) …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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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
는 높이 이하
②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안의 건축 제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
③ 타법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건축물22)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
는 높이 이하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
조례에 의하여 위 ①부터 ③까지의 적용제외 가능

Ⅲ. 일조시간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1.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 : 1980년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되었으나,
일조권 보호규정은 건축법에서 규정하지 않았고, 1976년 4월 15일 대통
령령인 건축법시행령 제167조에서 처음으로 제정⋅시행하여 오다가
1991년 5월 31일에 건축법 제53조에서 일조권 보호조항을 신설하였다.
22)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
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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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기준에 대한 처음 사례는 1982년 9월 14일 대법원의 판례로,
사회통념상 인용범위 내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
료청구권 유무에 관하여 “이웃 토지상의 건물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
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이를 감수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입는 정도의
고통은 감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23) 즉 이 판례에서는 일조권
침해기준으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
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이후 1983년 8월 23일과 1984년 7월 10일
및 1985년 12월 24일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있었으
나,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없었다.24) 1989년 5월 9일
판례에서는 일조권 침해기준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시하였던 1982년 9월
14일 판례를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즉 “인접 건물로 인하여 직사광
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사회공동생활상 참아주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한도가 있으므로, 법원은 일조권이 구체적
으로 어느 정도 침해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25) 1989년 12월 26일의 판례도 기존의 판례경향을 벗어나지 않
았다.26)
23) 건물의 정화조로부터 악취가 발산되고 같은 건물의 축조로 인하여 일조통풍이 저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대법원은 이웃토지의 건물로 인하여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감수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도의 고통은
감내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24) “인근 일조권침해 유해를 해소하는 범위 내에서의 행정처분만 유지…”라고 하여, 행정
처분으로 일조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설시한 사례;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 일조권 등의 제한에 비추어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그 변경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설시한 사례;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457
판결; 건물을 무단 증축하여 인근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인접하
는 대지를 매수함으로써 일조권의 침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설시한 사례; 대법
원 1985. 12. 24. 선고 84누259 판결.
25)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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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인정: 1990년대
1990년 5월 11일 판례에서도 “불법건축한 건물이 … 주민들의 일조권
을 침해하는 바는 없으며”라고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일조권 침해기
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27) 다만, 1990년 8월 14일 판례는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합의금을 인정하였다.28) 이후 1991년 5월 31일 건축법
을 전부 개정하여 제53조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29)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1992년 5월 30일 건축
법시행령 제90조에서는 이전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였던 일조권 보
호조항의 내용에 “동일 대지 내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에는 당해 대지 내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전 규정에 없었
던 ‘일조시간’에 대한 규정을 처음으로 추가하였다.30) 이 규정이 있은
후에도 일부 일조권에 관한 사례는 있었으나, 일조방해 및 일조시간확보
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시는 없었다.31)
26)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812 판결.
27)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462 판결.
28) 소유건물에 인접한 대지 위에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소유
자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은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례; 대법
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29) 1991년 건축법 제53조에서는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
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로부터 동일대지안의 다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인접대지경계
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
였다. 다만, 이 규정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인 건축법시행령에 위임하였다.
30) 일조시간과 일조를 위한 건물의 높이에 따른 이격거리와의 상호관계에 대하여는 이격
거리는 공법적 규제로 일조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일조권 피해자가 이러
한 공법적 규제를 위반하였다면 일조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서 가해자 측에 불리한
요소로 인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김정진, 앞의 논문, 117쪽.
31) 1993.10.8. 대법원 판례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사업구역 인근의 일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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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조시간에 대한 기준 제시 : 2000년대 이후
3.1 동지일 기준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
이후 1999년 1월 26일 대법원 판례에서 처음으로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신축 건물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
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판시하면서,32)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건축법시
행령 제90조에 의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및 일조시간 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33) 다만, 일조시간에 대해서는 건축법시
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취지의 사례;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 건축법에 위반하여 시공됨으로써 인접주택 소유자의 사생활
과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건물 소유자들은 건물준공처분의 무효확
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사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 건축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인접
주택 소유자는 그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사례;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허가 없이 2층 주택을 증축하면서 1층 세입자의 취사를
위한 부엌의 축조는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바가 없다는 취지의 사례;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907 판결.
32)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 조망 및 압박감의 저해, 프라이버시의 침해
정도도 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아 …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생활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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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을 확인하는 데에 그쳤고 적극적인 다른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즉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
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동지일 기준으로 당해 대지 내의 모든
세대가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건축법시
행령 제90조에서 제시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는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일조시간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3.2 일조시간 확보에 대한 다른 기준 제시
3.2.1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 사이에 2시간 30분 이상 확보
이후 2000년 5월 16일 대법원 판례에서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
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34) 건축법시행령의 일조
시간 확보기준에 의하면, “동지일 기준으로 당해 대지 내의 모든 세대
가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어
야”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 사례에서는 동지일 기준으로 각 아파트
33)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의 높이로 제한받는다. ②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그 건축물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받는다. ③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당해 대지 내의 모든 세대가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34)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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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세대가 8시에서 16시 사이에 일조확보가 2시간 30분 이내의
경우에는 일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다.35) 즉 일조시간이 건축법시
행령에서는 9시에서 15시 사이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대법원은 8시에
서 16시 사이로 전체적으로 2시간이 더 증대되었고, 건축법시행령에서
는 2시간 이상의 연속으로 규정하였으나, 판례는 2시간 30분 이상 확보
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3.2.2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 사이에 4시간 이상 확보
2001년 6월 26일 대법원 판례에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
시까지 사이에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아니한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함으로써 그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
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생활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일조 등의 침해로 인한 원고들이 소유한
아파트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36) 즉 이 사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의 ‘9시부터 15
시 사이’는 그 기준이 같으나, ‘2시간 이상 연속’ 확보가 아닌 ‘4시간
이상’ 확보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3.2.3 동지일 기준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 ‘또는’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 사이에 4시간 이상 확보
2004년 9월 13일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심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35) 건물에서의 일조권 평가기준은 동지기준 연속일조시간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누적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권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한다;
성윤복/여명석/김광우, “사례적용을 통한 인근지역에서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공동주
택 층수 계획 자동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6권 제3호, 한국주거학회,
2005, 70쪽.
36)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44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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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
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
해의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하였는바,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를 하였다.37)
2005년 3월 24일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동일취지의 판시를 하였다.38)
원심은 “가해건물로 인하여 일조가 방해받아 일조시간이 감소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들 중 원고, 선정자 서정부, 김태일, 강명원, 송봉순, 안완
균, 김영호(이하 ‘선정자 7인’이라 한다) 소유의 아파트들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이 확보되고 있고, 그 외의 아파트들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아니
할 뿐 아니라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도 아니하는 상태이다.”고 하면서, “가해건물 건축
으로 인한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하였는바, 이에
대법원은 “선정자 7인에 대한 부분은, 원심이 선정자 7인의 아파트들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
어 4시간 이상이어서 가해건물 건축으로 인한 일조침해가 수인한도 내
이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도 수인한도
내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007년 6월 14일 대법원 판례에서도 “동지일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주택 전면 개구부의 면적을 기준으로 직사광선만을
고려하여 평가한 일조시간은 … ‘1시간 33분’으로 감소되었고, 09:00부
37)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38)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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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5:00까지 6시간 중 … 최장 연속일조시간은 … ‘0’으로 감소된 사실”
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판단의 기준은 동일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과는 달리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경
우이어서 …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기준에 위반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39) 이러한 일조시간에 대한 기준
은 2007년 9월 7일 판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40)
3.2.4. 동지일 기준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 ‘그리고’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 사이에 4시간 이상 확보
그런데 2010년에 들어서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였다. 2010년 6월 24일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
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
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가해건물
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
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
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
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39)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40)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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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면서,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를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
을 측정하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를 기준으로 최장연속 일조시
간을 측정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전 인접 5층 건물 없이 기존
2층 주택만이 있는 상태에서 제2주택의 총 일조시간은 4시간 33분, 최
장연속 일조시간은 4시간 정도였던 사실, 그 후 기존 2층 주택 옆에
인접 5층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제2주택의 총 일조시간은 ‘36분’, 최장연
속 일조시간은 ‘0분’ 정도로 급격히 단축”되어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
상을 인정하였다.41)
3.2.5. 동지일 기준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 ‘또는’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 사이에 4시간 이상 확보
그러나 이후 2014년 2월 27일 판례에서는 다시 이전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즉 “건축되기 전에는 … 전체가 동지일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동안 일조가 확보되었으나, 신축아파트가 건축된 후로
는 이 사건 각 피해세대 가운데 동지일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거나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합계 4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는 세대가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축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
과하여 원고들의 일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42)
즉 2000년대 판례는 일조확보의 기준이 “동지일 기준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 ‘또는’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 사이에 4시간
이상 확보”이었으나, 201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동지일 기준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 ‘그리고’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 사이에
4시간 이상 확보”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후 2014년에는 “동지일 기준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 ‘또는’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
4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4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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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4시간 이상 확보”로 다시 2000년대의 일조확보의 기준을 제시하
였다. 또한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를 함께 비교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Ⅳ. 건축법상 일조권 조항의 개선점
1. 높이제한 규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건축법 제61조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
지역 안의 건축물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 ②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
업지역 안의 건축 제외)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높이 이하, ③ 타법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건축물43)은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에 의하여 위 ①부터
③까지의 적용제외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 의하면, 높이제한은 공동주택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그 경우에도 i) 건축물(기숙사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43)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
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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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
거리의 2배 이하(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
로, ii)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앞 i)을 제외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건축법에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공동주택, 타법 규정에 의
한 일정한 건축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구분하
고 있지만,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만 높이제한으로 규정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격거리로 제한하고 있다.

2. 이격거리 및 인동거리 규정
그런데 이처럼 1999년 2월 8일 건축법 제53조 개정이후로 현행 건축
법 제61조에서는 높이제한 이외에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86조에서 상당히 많은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건축의 이격거리
정북방향으로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ⅰ) 높이 9미터 이하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ⅱ) 높이 9미터 초과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아래 구역의 위 ①의 적용예외
ⅰ) 타법규정44)에 의한 대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44)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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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 포함
도로에 공공공지⋅녹지⋅광장, 건축미관에 지장 없는 도시⋅
군 계획시설을 포함
ⅱ) 법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
에 건축하는 건축물
ⅲ)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포함
ⅰ) 모든 세대의 동지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 2시간 이상
연속 일조확보 거리 이상
ⅱ) 채광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ⅲ)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ⅳ)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미터 이상
ⅴ)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45)
4미터 이상
이처럼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상당히 많은 이격
거리를 두고 있는바, 현행 건축법 제61조에서 이에 대한 위임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지금의 높이제한 규정을
45) 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
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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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에로의 구체적 위임의 개선점이 필요하다.
현행 건축법 제61조의 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의 정북방
향의 건축물 높이제한 ③ 타법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조례에 의한 높이제한의
①과 ③의 적용제외는 높이제한에서 이격거리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건축법시행령에서 높이제한이 아닌 이격거리로 하였
다는 것은 실무상에서는 이격거리가 실질적이라는 반영일 것이므로,
건축법의 건축법시행령과 체계정당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
에 부합한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시행령에는 동지기준 일조시간 확보거리인 인동
거리46)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건축법에서는 일조시간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47)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는
인접 건축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를 일조시간 확보기준을 가지고 판단하
여 왔다. 더군다나, 일조시간 확보의 기준도 건축법시행령에는 동지일
기준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
원은 그 이외에도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 사이에 4시간 이상 확보의
추가적 기준을 판단 근거로 하고 있고, 또한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
해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등도 그 기준의 고려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조시간 확보에 대한 규정도 건축법에
서 그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48)

46) 인동거리는 일조가 가장 짧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시간이상의 일조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상호간에 확보되어야 하는 거리를 말한다; 김종보, “건축법상 일조권”,
환경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1, 202쪽.
47) 일조권 보장의 문제는 태양광선이 사선으로 들어오는 일조의 확보문제임에도 단순히
높이제한 및 이격거리만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일조권 보장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48) 주변지역법제로서 ‘일조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김동련,
“주변지역 지원법제들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 일감부동산법학 제1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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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법 제61조의 개선
우선 현행 건축법 제61조에서의 ①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
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 ③ 타법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건축물49)은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
는 높이 이하,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조례에
의하여 위 ①부터 ③까지의 적용제외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
축법시행령과의 체계정당성을 위하여 이격거리로 규정할 것을 제시한
다. 또한 현행 건축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
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방향이 정북방향의 아닌 남향이거나 일부 동향
또는 서향인 경우 또는 동북쪽으로 치우쳐 있다든지 서북쪽으로 치우
쳐 있으면 그 경우에는 창문을 가린다 하여도 일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이 기준에 의하여 관계구청에서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어줄 경우에는 정북방향에 있는 기존의 건물에 대하여는
일조권 보호를 위한 이격거리 등을 요구하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일조
권 보호를 위한 이격거리 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49)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
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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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건
축법시행령에서의 일조시간 확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조항을 달리
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신설할 것을 제시한다. 대법원의 일조시간 확보
기준에 의한 그 침해기준은 법률에서 정하여 주는 것이 옳다는 관점에
서이다.50) 즉 대법원이 그동안 형성하여온 그 기준은 건축법시행령을
근거로 한 재판상의 기준이라고 할 것이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판례의
관행을 고려할 때,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그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건축법의 일조시간 확보의 근거규정에 한하여 제시한다
면, “공동주택의 일조시간 확보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
정으로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인 건축법시행령에서 탄력
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타법규
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현행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의 개선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50) 일조권 보장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다. 다만, 이격거리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함께 두어 일조권 피해자가 이러한 공법적
규제를 위반한 가해자 측에 불리한 요소로 주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피해자 측에
서 본다면 유리한 규정일 것이다. 또한 일조시간의 확보기준에 대한 요건을 공동주택
보다는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에 더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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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건축법 제61조 개정안 제시
현행 건축법 제61조

건축법 제61조 개정안 제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
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
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한다)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생략
④ 생략

제61조(건축물의 채광 등 일조권의 확보) ① 채광 등
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다음의 건축물 이격거리(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한다. < 이전 ①과 ②의 전문개정: 채광 등의 일조권
확보를 삽입하고 이전 ②의 제1호를 삭제 >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의 건축 <이전의 정북방향 삭제>
나.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
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단, 일반상업지역
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삭제> < 위 ①의 본문 및 나. 로 이동 >
③ 이전과 동일
④ 이전과 동일
⑤ 공동주택의 일조시간 확보의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Ⅴ. 맺음말
1980년대 이후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고층빌딩은 주거지역의 공동주
택으로도 확대되어 왔다. 한정된 토지에 많은 주거지를 형성하려는 의도
에서 아파트는 높아지고 그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은 물론이고 같은 동
안에서의 건물 사이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일조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조권 이외에도 조망권도 주장하고 있어서 고층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및 높이제한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51)
그러나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52) 결과적으로는 건축
51) 김강운, “일조권의 헌법상의 근거와 침해구제”, 원광법학 제23집 제1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236-238쪽.
52) 최근에는 사선제한으로 공동주택의 일조권 보호를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적용
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장범, “지구단위계획시 일조권 사선제한의 효율적
적용 방안과 일조특성을 고려한 아파트의 새로운 주동배치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
논문집 제10권 제1호,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8, 125-132쪽; 최창규, “개발에 있
어 일조권사선제한의 영향력 해석”, 공간과 사회 통권 제22호, 한국공간환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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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상호간의 이해조정의 문제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일단 건축물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이외에도 주택가격의 하락 등의 재산상
의 침해도 발생시킬 수 있다.53) 일조권 관련 분쟁이 개별적으로 진행되
고 있고, 그로 인하여 개인을 오랫동안 소송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경제
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54) 어떠한 방안으로도 국가기관이 일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도 법적 기준
을 마련하여 줄 필요가 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높이제한으로만 규정하
고 있으나, 실제에서는 개별사안의 복잡함으로 이격거리, 동지기준 일조
시간 확보거리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온 규정이 건축
법시행령이지만, 대통령령인 건축법시행령은 근거법률인 건축법에서
위임하여야만 한다. 또한 현행 건축법은 그동안 형성되어 온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일조시간 확보
등에 대한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사항을 건축법에서
위임하여 그 근거에 의하여 발할 수 있도록 그 체계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4, 151-153쪽.
53) 김판기, “일조권의 침해와 수인한도: 공⋅사법간 조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을 중심으
로”,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3, 1887-1888쪽.
54) 용금옥, “건축허가요건과 일조권”, 토지와 건물 통권 제24호, 국제부동산정책학회,
2010,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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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Guarantee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in Building Law

55)

Yang, Jeong-Yun*

Since 1980s, the cities have developed in Republic of Korea. Highbuildings have been expanded to multiplex houses in residence areas. People
tried to make many houses in limited land. This caused the buildings to
get higher. The conflicts over the right to enjoy of sunshine happened not
only between high-buildings and single-houses but also apartments
unintendedly. Recently, even the right to a view is being claimed. Namely,
the problems on the separation distance and height limit of high-buildings
are being made. Once the construction is completed,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could be irrevocable. And also, the infringement
on environmental rights and the financial damages such as a fall drop in
price of house could be brought about. Besides, the process of law suits
might be made people waste their time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need to improve legal solutions not to be involved in the disputes. The present
Building Law consider only the height limit for the right to enjoy sunshine.
In reality, the separation distance and minimum distance for the right to
enjoy sunshine in the winter solstice have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 Lecturer of Korea University, Ph.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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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factors are reflected in the Decree of Building Law, but the Presidential
Decree must be based on Building Law. Furthermore, the cases of Supreme
Court should be also considered. In this point of view, we should need to
study on the Decree of Building Law and the cases of Supreme Court, and
on standard of the time to enjoy sunshine.
[Key Words] Right to Enjoy Sunshine, Height Limit of Apartment Houses,
Separation Distance between Buildings, Minimum Distance to
Enjoy Sunshine in Winter Solstice, Guarantee of the Time to
Enjoy Sunshine, Building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