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3 -

부동산 개사고 유형에 따른 사고방지방안 분석에 한 연구*
Analysis on the Preventive Action by Real Estate Brokage Accident Type

1)정 태 원**․이 상 엽***

Jeong, Tae Won․Lee, Sang Youb

目 次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

2. 연구의 범   방법

Ⅱ. 이론  고찰

1. 부동산 개와 개사고

2. 선행연구  본 연구의 차별성

Ⅲ. 개과정별 사고유형

1. 례분석

2. 설문분석

Ⅳ. 개사고 방지방안

1. 개사고 방지안 요도 도출

2. 개사고 방지방안 책

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시사

2. 연구의 한계  후속연구

<abstract>

<참고문헌>

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type of real estate accident classified by the 

brokerage stage and define the weight level of real estate accident prevention items 

towards the feasible implementation. 

(2) RESEARCH METHOD

The accident types have been analyzed by the precedent of lawsuits and expert 

surveys on the brokerage stage. And the accident prevention items have been identified 

based on prior literature review and the weight for prevention items have been 

developed based on the AHP methodology by 40 expert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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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EARCH FINDINGS

Research finding indicates the ‘contract performing’, ‘brokerage request’, ‘property 

analysis’ stages are vulnerable for accident, and that the important criteria for accident 

prevention are different by the perspective of experts.

2. RESULTS

This study proves that the real estate brokerage should be improved for the 

accident prevention with focus on the type of accident and brokerage stage. It will 

help avoid the potential conflict towards the secure brokerage market.

3. KEY WORDS

∙real estate brokerage, real estate accident type, real estate brokerage stage, real 

estate accident prevention, precedent analysis, AHP 

국문 록

본 연구는 부동산 거래를 보호하기 해 개과정별로 발생하는 개사고의 유형과 방지안을 법원 례와 설문조사

를 통해 분석하고 개사고 방지안에 한 요도를 도출하 다. 분석결과, ‘계약이행’단계, ‘ 개의뢰’단계, ‘물건분석’단

계, ‘고용인의 불법행 ’가 사고발생이 높은 개과정으로 나타났고 사고방지방안에 한 요도는 ‘ 개실무자에 한 

교육강화’, ‘ 개 상물 확인·설명 서식 개선’, ‘공제한도액 상향’,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부여’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이를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차이 을 분석하 다. 본 연구결과가 개사고 방지를 한 근거로 활용되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핵심어: 부동산 개, 개사고 유형, 개단계, 개사고 방지, 례분석, 계층분석기법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부동산은 국민생활의 물  기 이자 공간으

로서 동산 거래에 비하여 가치가 높고 다수의 이

해 계인이 존재한다. 아 트 시장과 토지시장

으로 구분되는 부동산 시장1)의 거래사고는 피해

가 크고 사회 으로 요하다. 2016년 4월 재 

우리나라 체 가구의 가구당 평균 보유자산에

서 실물자산이 74%를 차지하고 있다2). 이러한 

가계자산구조에서 부동산 개사고가 발생되면 

거래당사자는 막 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

므로3) 부동산 개 업무를 국가공인을 받은 공인

개사가 담당하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  개

시장을 투명하고 안정화하고자 하 다4). 그러

 1) 문길·정재호, “부동산시장과 경매시장  경기변동 간의 상호 연 성”,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 제60집, p.87.

 2) 통계청 가계 융·복지조사 : 국 2만여 표본가구를 상으로 실시한 「2016년 가계 융․복지조사」결과로 가계생활수 의 정도, 지

속기간  변화요인 등을 종합 으로 분석하여 정책입안 자료로서 활용하기 해 가구의 자산, 부채, 소득 등을 악하는 조사

 3) 김선웅·최민섭 “부동산 개사고 방을 한 제도 개선 연구”, 도시정책연구, 도시정책학회, 2016, 제7권, 1호,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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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동산 개사고의 표 인 지표가 되는 한

국공인 개사 회 공제  지 5)이 2010년부

터 꾸 히 증가 추세에 있다. 

부동산의 공공재  성격에 따라 공법  규

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사고를 방지

함으로써 거래시장의 신뢰성을 공고히 하는 것은 

필수 으로 의뢰로부터 거래완성, 그 이행에 이

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개사고 방지를 해서는 

사고의 유형과 원인 분석이 필수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사고에 한 객  검증과 법리

 단을 거친 례를 심으로 설문조사를 병

행하여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한 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개

사고에 한 이해를 돕고 사고방지에 연구결과가 

활용되고자 하는 연구목 을 갖는다. 

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의 분석 상이 되는 개사고의 분

석범 는 개과정별로 발생한 사고 례를 기반

으로 하 다. 례는 개사고가 당사자 간 합의

에 이르지 못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쟁송화

된 것으로 법원의 최종 결만이 일반에게 공

개가 되나 본 연구에서는 고등법원 이하의 하

심 례까지 확 하여 연구범 로 삼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부동산 개사고  사례에 

한 선행연구와 법원의 례를 심으로 개사

고의 단계와 유형을 분류하고 빈도를 악하여 

유형별 사고를 정리하 으며 이어서 개과정의 

험성과 유형별 사고의 방지안에 한 개실무

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계층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을 활용한 

요도 분석과 이에 따른 개사고 방지를 한 제

도  보완 을 제시하 다. 

Ⅱ. 이론  고찰

1. 부동산 개와 개사고

‘ 개’란 공인 개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 상물에 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

환·임 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한 행

를 알선하는 것이며, 민법개정안6)에서는 “ 개

는 당사자 일방이 상 방에 하여 계약체결의 

기회를 소개하거나 계약체결을 알선할 것을 의

뢰하고 상 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개란 개계

약에 기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 방에 하여 계

약체결의 기회를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알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개계약이 체결되면 개

인7)은 계약체결을 알선하는 등의 극 인 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8). 부동산 개계약은 특

수한 임계약으로 민법 에 규정되어 있지 않

은 비 형계약이나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민법상 구제수단9)에 의해 권리를 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인 개사법은 민법에 한 특별

사법으로서 개계약의 임계약의 성질을 고려

하면서 개의뢰인을 보호하기 해 개업공인

개사에게 각종 특별한 의무를 부과시키고 이와 

더불어 재산상 손해에 한 배상책임, 공제제도 

 공탁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10) 즉, 개

업공인 개사는 법령상 특정된 개 상물11)의 

거래에 있어 당사자들을 알선·주선하는 것을 업

 4) 임동진·이정호·정재호, “부동산 개사고 향요인 분석을 통한 공제제도의 개선방안”,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3집, p.84.

 5) 공인 개사법 제30조 제3항

 6)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해설”, 채권편, 2013, p.263.

 7) 이하 본문의 ‘ 개인’은 2014.1.28 공인 개사법개정을 통한 ‘개업공인 개사’를 의미함.

 8)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해설”, 채권편, 2013, p.265.

 9)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10) 공인 개사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11) 공인 개사법 제3조( 개 상물의 범 )



66  부동산 개사고 유형에 따른 사고방지방안 분석에 한 연구

으로 하는 자로서, 품 유지의무, 신의성실의무, 

비 수의무의 기본윤리12)를 수하고, 개

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방 리행  

등의 하지 말아야 하는 등13) 각종 작  는 부

작  의무의 수범자이며, 이와 같은 의무는 개

업 종사자14) 모두에게 용된다.15) 

이러한 부동산의 개사고는 일반 으로 

개인이 개업무와 련하여 문성 부족 는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개사고를 

실질 으로 악하고자 일반 개사고를 심으

로 분석하되 부수 으로 개인이 입은 불이익

이나 손해 한 의(廣義)의 개사고로서 다

루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부동산 거래와 련된 경매16), 개17), 등

기18), 수탁19) 등과 련하여 많은 선행연구들 

가운데 개사고 사례 는 사고방지에 한 선

행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 거래사고의 원인을 제도, 사회, 개

인, 기술 인 측면으로 구분하고 체크리스트와 

같은 기술  분야의 요성을 강조한 연구는20) 

설문조사를 통해 물건 종류별 분류의 부   

거래 유형별 미분류 등 체크리스트 기재양식의 

부  등의 문제 이 있음을 지 하고 개선책

으로 행 체크리스트에 한 기재항목의 개선, 

기재주체의 이원화, 공인 개사의 자료요구권 

강화 등을 제시하 다. 이와 함께 거래사고를 

법원 례를 심으로 거래종류, 형태, 피해규

모, 결선고결과, 과실비율별로 각각 구분하고, 

방안으로 법정수수료율 상향, 공인 개사의 

문성 확보, 등기공무원의 심사권 강화, 개

상물 확인설명제도 개선, 에스크로우와 권원보

험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하는 연구도 수행되었

다.21)

한 개 상물 확인설명의무 반에 따른 

개사고에 한 연구22)에서는 개 상물 확

인·설명의무 반의 개사고를 유형별로 구분

하고 행 개 상물 확인·설명제도의 문제

과 개선사항을 분석하 다. 이어 부동산 개업

자의 거래사고에 한 연구23)에서 개사고를 

소유자  리권 미확인, 부동산 시 실수, 개

상물 확인·설명 미흡, 부동산 공법 등에 한 

고지 실수, 개보조원 리 미흡의 5가지로 분

류하고 각 해당 례 사안  실무상 유의 을 

정리하고 개사고 방지를 해 다양한 안을 

제시하 다.

이어서 부동산 개사고 향요인 분석을 통

한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한 연구24)에서는 유

형별로 공제사업제도의 도움(만족도), 개사고 

12) 공인 개사법 제29조

13) 공인 개사법 제33조 각호

14) 공인 개사법 제15조 등에서의 고용인을 말하는데, 개업공인 개사의 고용인에는 소속공인 개사와 개보조원이 포함됨.

15) 임동진·이정호·정재호, 게서, p.88.

16) 이용득·강정규,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개선방안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 제62집, pp.62-76.

17) 박용덕·정재호, “AHP를 이용한 개업공인 개사의 책임 요도  개선방안”,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5, 제63집, pp.32-45.

18) 조재 ,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부여방안에 한 고찰”,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6, 제65집, pp.92-106.

19) 정신교, “부동산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6, 제67집, pp.102-115.

20) 윤 종·민규식, “부동산 거래사고 방을 한 체크리스트 제도 개선에 한 연구”,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 2009, 제7권 1호(통권 

제 11호), pp.1-11.

21) 고덕철·이학동 “부동산거래사고의 실태분석”,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09, 제38집, pp.112-126.

22) 하홍수, “ 개 상물 확인설명의무 반에 따른 개사고 연구”, 건국 학교 부동산 학원 석사학 논문, 2009, pp.1-78.

23) 오은해, “부동산 개업자의 거래사고에 한 연구”, Best Practice in Real Estate Series, 건국 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2011, 

N0. 11-B01, pp.1-17.

24) 임동진·이정호·정재호, 게서, p.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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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에 미치는 요인, 개사고 횟수에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한 결과, 개업 종사자 의무교육 도

입, 허가제 등 개업의 진입규제를 강화하며, 

공인 개사(보)제도로 사고 방안을 제시하

다. 한 거래사고 방지를 공인 개사 교육의 개

선방안 연구에서는25) 사고유형을 법률, 경제, 

기술, 유통 측면으로 분류하고 각각 거래사고 

유형을 하  소분류하여 AHP 요도 분석을 실

시하 다. 최근의 개사고 방을 한 요요

인 연구26)에서는 개사고 방지를 한 개선항

목들을 AHP 분석을 통해 우선순 를 추출하고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3. 선행연구 기반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들은 개사고를 상물 확인설명

제도  법률 , 경제 , 기술 의 분류 하에 

‘계약의 기본  특약사항’, ‘처분권한 확인 방법 

 내용’, ‘공법  제한  규제’, ‘권리분석’ 등으

로 소분류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개사고 유

형화 범 가 소하고, 부동산 거래는 개의뢰

( 개계약)에서부터 실제 거래까지 시간  선후 

계가 있는 동  발 과정이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사고를 정 으로 사안별로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에 의

한 부동산 거래가 일련의 흐름인 을 고려하여 

거래과정별로 사고유형과 빈도를 례분석하고 

개실무자 설문조사를 통해 사고방지 책의  

요도를 분석하여 실무상 유의해야 할 개사

고 유형을 정리·확인하고 개사고 방지를 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 의의를 가진다.

 Ⅲ. 개과정별 사고유형

개과정은 개의뢰에서부터 당사자의 계

약 체결과 그 이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결

합되어 있고 각 과정마다 다양한 개사고의 

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개사고의 빈도와 

사고 액 크기 등에 따라 공제제도나 합의 등 처

리방식 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사고를 

유형화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합한 방지안을 

도출하기 해서는 실제 소송화된 개사고 측

면과 함께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개실

무에서 발생하는 개사고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단계로 개

과정이라는 다단계의 임을 기 로 하여 소

송화된 개사고 례를 유형화하고, 2단계로 

개실무자들에 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개

단계별 사고유형과 이에 따른 방지안을 살펴보

았다.

1. 례분석

개로 인한 부동산 거래 과정은 하나의 흐

름으로서 각 단계별로 사고발생의 험요인과 

험성이 다르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개사고에 해 최근 5년간 쟁송(민사

소송)화 된 사건( 례)을 조사하여 분류하 다. 

조사 방법은 각 개과정 속에 내재되어 있던 사

고 험요소가 실화된 례 사안을 키워드별로 

검색하여 결과값(건수)을 분류하는 방법을 선택

하 다. 이를 통해 실제 소송화된 사고유형과 빈

도확인을 통해27) 최근 5년간 개과정에 따른 

개사고 발생빈도와 내재하는 주요 험요소 

25) 지선 , “거래사고 방지를 한 공인 개사 교육의 개선방안 제안”, 건국 학교 부동산 학원 석사학 논문, 2014, pp.1-72.

26) 김선웅·최민섭, 게서, pp.195-210.

27) 례검색개요

 

목 례검색을 통해 부동산 개과정별 개사고 유형과 빈도를 분석하고자 함

방법

-  본 자료는 2017. 5. 10. 기 으로 민사 결에 한 ① 법고을 CD 검색(법원도서  발매, “법고을 LX 2017”), ② 법원 종합
법률정보 결문 검색(http://glaw.scourt.go.kr), ③ 법원 결문 검색 시스템을 종합하여 각 기간별, ‘부동산 개’를 기
본 키워드로 하여, 다른 핵심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함

- 검색결과는 1심,2심,3심 모두 반 됨
- “동일 키워드로 인한 복 검색사건”과 “동일사건이 상소된 경우(1심에 한 불복으로 상소심에서 다시 단된 사건)”는 사건에 

한 개별 검토를 통해 최 한 배제하고 산출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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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정

부동산 개 사고유형
매매(임 차, 교환 기타 거래 포함)

연도별 례 빈도(선고년도 기 )           단 : 건

  험요소 는 시(key word)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비율(%)

개
의뢰

▪ 개수수료 미수, 개계약, 개행 (여부), 고용인의 
행 , 개 상물(여부) 등 506 569 580 573 522 2,750 24%

고객 
분석

▪일반(본인거래),무권리(타인소유),사기 등
▪무권 리, 리(인)
▪무능력, 제한능력자
총

11
17
5

4
15
7

10
28
5

3
27
8

3
29
7

0
1.6%

33 26 43 38 39 179

물건 
분석

▪ 개 상물확인·설명(서), 불완 이행 등, 물건표시, 
물건하자, 권리 계, 공법상 규제

354 409 433 504 541 2,241 19.5%

거래
계약

▪계약서 작성 참 , 이 등기 의뢰
▪계약서 작성 오류(하자)
▪종  거래, 교회 거래, 착오 취소
총

50
57
171

49
44
167

41
51
195

43
40
210

43
48
192

0
12.5%

278 260 287 293 283 1,401

계약
이행

▪계약 ,해약 , 약
▪ 도 , 잔 수수
▪권리와 유의 이
▪기타특약의 이행(추가부담, 양도세 등)

▪해제 560 591 568 583 655 2,957

37.4%▪특약&손해배
상 (해제 제외) 201 248 266 298 287 1,300

고용자 
불법 ▪소속공인 개사, 개보조인, 고용인 고의·과실28) 120 95 98 103 146 562 5%

총계 11,390 100%

<표 1> 부동산 개사고에 한 례 분류표

항목들을 확인한 결과(표 1 참조), ‘계약이행’ 단

계가 3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

개의뢰’, ‘물건분석’, ‘거래계약’, ‘고용자의 불법

행 ’, ‘고객분석’ 단계의 순으로 각각 24%, 

19.5%, 12.5%, 5%, 1.6%로 나타났다. 례

분석 결과 빈도상  3단계인 ‘계약이행’, ‘ 개의

뢰’, ‘물건분석’의 사건수가 80.9%에 달해 이를 

심으로 사고유형을 정리하 다.

1) 계약이행 단계

계약이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유형과 근

거를 례로 정리하면 ‘분양권 개시 취득자의 

추가 분담 ’29) 등의 추가부담, ‘해약 에 의한 

해제(가계약  수수30) 포함)’, ‘담보책임에 의한 

해제’31), ‘ 개인이 계약이행에 여하여 손해배

상책임을 지는 경우’32), ‘임차권양도나 차계

약 시 임 인의 동의 흠결’33) 등이 있다. 원칙상 

개업공인 개사는 단순한 거래의 알선․교섭, 

즉 개를 통한 당사자의 거래계약의 체결로 

개의무는 완료되고 그 가로 보수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다34). 그러나 개인은 단순히 개

상물을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개 상물에 

한 권리의 득실변경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지 과 소유권 이  등 계약 이행단계까지 

반 으로 여하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설명이

나 설득, 계약이행 일부에 한 확약으로 손해배

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개인

은 거래과정의 제3자로서 객 성을 유지해야 하

고, 부득이 조언이나 설명을 하는 경우에도 차후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한 계약의 해제는 계약 자체에 내재한 

험으로 개인의 보수청구권에는 향이 없음

이 원칙이나35), 부분의 개업공인 개사들은 

28) 고용자의 불법행 는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으나 편의상 개과정 끝부분에 배치함.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선고 2014가단3680 계약   도 반환. 

30) 서울 앙지방법원 2017.02.17 선고 2016가소6309374 해약  등

31) 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3570 결, 춘천지방법원 2017.03.21 선고 2015가단53462 계약 반환 등

3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1 선고 2016가합101728 손해배상(기)

33) 서울고등법원 2017.03.31 선고 2016나2059479 손해배상(기)

34) 공인 개사법 제32조( 개보수 등) 제1항

35) 공인 개사법 제32조( 개보수 등) 제1항 단서



정 태 원․이 상 엽  69

지역  기반 아래 개행 를 하므로 거래계약

이 해제되면 개인 상당수가 개수수료를 받

지 못함에 따라 방지 책이 필요한 바, 개수수

료 미수 험에 한 공제제도 신설36)을 고려할 

수 있다.

2) 개의뢰 단계

개의뢰 단계의 사고는 개인이 의뢰인과 

교섭 후 거래행 가 성사되었는데, 과연 개인

의 노력에 의한 거래성립이었는지가 개수수료

청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 인 분쟁 

유형으로는 ‘ 개계약 체결여부’37), ‘ 개행  

해당여부’38), ‘ 개 상물여부’39), ‘고용인의 행

’40), ‘단순한 개수수료 미수(채무불이행)’ 

등이 있다. 이들은 실무상 부분의 개계약이 

구두에 의해 체결되어 법령해석, 개인의 행

에 한 평가, 변심 등에 기인한 사후분쟁이다. 

한 행 공인 개사법은 일반 개계약과 서면

화가 의무인 속 개계약41)을 규정하면서, 일

반 개계약은 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만42) 서면화 의무를 부여해 개수수료 분쟁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법령개정을 통해서 

개계약의 서면화와 수수료 미수 험에 한 

공제제도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3) 물건분석 단계

물건분석 단계의 분쟁의 유형으로는 ‘등기

부에 공시된 권리분석 오류’43), ‘미공시 권리분

석 오류’44), ‘물건 황 분석오류’45), ‘ 수 등 물

리  하자’46), ‘공법상 규제 등 기타 권리하

36) 개수수료 미수에 한 공제제도는 선행논문에서 언 된 바 없으나, 개수수료 미수 유형에 합한 안으로 단됨.

37) 법원 2012.9.21. 선고 2012다54171 결, 서울고등법원 2011나77889, 서울 앙지방법원 2011가합8558 결, 그 외에도 단순

한 정보제공과 련된 례로서는 구지방법원 2016.05.26 선고 2015나310368 개수수료 등이 있음.

38) 丙의 개를 통한 매매계약이 은행 출의 성사여부에 가장 요한 부분이었고, 공인 개사인 丙은 이러한 출을 알선하는 것을 포기하

던  고려할 때,  출 차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 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정 인 역할을 하 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약정한 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 법원 2009.8.20. 선고 2009다8130 결[ 개수수료])

39) 콘크리트 지반 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이  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구

조물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업상의 노하우 는 포 치에 따른 업상의 이  등 무형의 재산  가치는 공인 개업법상 ‘

개 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27 결). 그 외에도 소  분양권의 개는 공인 개사법상 개

상물인 ‘건축물의 개’에 해당하나( 법원 2013. 1. 24. 선고 2010다16519 결), 입주권의 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 결) 

40) 실질 으로 사건 계약을 개한 자는 개업 자격이 없는 丁이고, 개업공인 개사 丙이 이 사건 계약에서 담당한 역할이 거의 없으며, 

매매계약체결시 입회인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매수인  매도인 방의 계약 과정을 개한 바 없다면, 개의뢰인 乙은 丙에게 

개수수료를 지 할 의무가 없다(서울 앙지방법원 2017.04.05 선고 2016나82821 개수수료 등)

41) 공인 개사법 제23조( 속 개계약)

42) 공인 개사법 제22조(일반 개계약)

43) 경매가 진행 인 부동산 매매를 개하면서 상 부동산에 한 근 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국세  지방세 체납 액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 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1 선고 2014가합2656 손해배상(기)), 신탁법상 신탁된 

부동산에 한 임 차계약을 개하면서, 임 차보증 의 송 상자를 설명하지 않아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서울 앙지방

법원 2017.01.16 선고 2016나33942 손해배상(기)) 등이 있음

44) 다가구 주택일부에 해 임 차계약을 개하면서 선순  임 차보증 에 한 설명이 없어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서울 앙

지방법원 2017.04.05 선고 2016가합508978손해배상, 서울 앙지방법원 2017.04.11 선고 2015가단141395 손해배상, 구지방

법원 2015. 4. 8. 선고 2014가단43233 결, 구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가단18145 결) 등이 있음. 한 실제 유치권

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개하여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 구지방법원 2016.09.21 선고 2015나5390 손해배상, 서울

고등법원 2016.11.17 선고 2016나2014339 손해배상(기)]가 종종 있음.

45) 공인 개사 丙은 매수인 乙의 개의뢰로 Y토지와 그 지상 X건물을 소개·주선하 는데, 등기부등본  토지 장의 면 과 일반건축물 

장의 면 이 상이하고, 토지의 일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어 개인 丙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결)

4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1 선고 2015가소137013 손해배상(기), 그 외에도 건축 후 약 27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매매를 개하면

서 개 상물확인·설명서에 ‘ 수 없음’이라고 체크하 는데, 차후 수로 매수인이 피해를 입어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부산

지방법원 2017.04.11 선고 2016가소43254 건물하자보수)



70  부동산 개사고 유형에 따른 사고방지방안 분석에 한 연구

방지안 방지안 상세 선행연구50)

1. 개 제도 
개선

일반 개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통한 개계약 계의 안정화 a, b,  c 

개의뢰 단계에서 통상 으로 이루어지는 구두 개계약은 사후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개거래질서 확립과 개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해 속 개계약 의무화 d 

2. ( 개실무자) 
교육강화

개사고 방을 해 공인 개사는 물론 개업 종사자들에 해서도 의무교육제의 도입 e 

행 개업자에 한 실무교육이 실무경험  역량과 무 하게 획일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 ,심화 등 맞춤형 교육 실시와 온라인  오 라인 교육 재참여 f 

수습공인 개사제도 도입 g 

3. 에스크로우 
제도 활성화

에스크로우 제도의 의무화 h 

행 공인 개사법이 거래 당사자에게 에스크로우 제도 이용을 권고할 수 있는 임의조항에 
머물고 있으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입법화하고 개업공인 개사  일반인에게도 

극 홍보를 통한 활성화
d

4. 개 상물 
확인·설명 서식

상물확인설명서의 임차인 계나 미공시권리 등 권리 계에 한 기재 부분 보완, 리인 
계약이나 권리변동에 따른 문제발생시 책임소재에 한 문구를 추가·강화

a, i, j 

5. 부동산 등기 
공신력 부여

부동산 등기에는 단순히 추정력만 인정될 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벌률 계 불안을 
해결하기 해 등기공무원의 실질  심사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등기부와 토지  
건축물 장의 일원화

a, b, d

6. 공제제도
   개선

개행 로 인한 손해배상에 한 공제제도와 련하여 행 공제 배상한도가 부동산 가액에 
비하여 히 낮은 수 이므로 개의뢰 당사자 보호를 해 정선에서 인상 b

7. 공인 개사의 
조사권한 강화

주택 는 상가건물임 차보호법상 항력의 요건인 입신고나 사업자등록신청, 계약서에 한 
확정일자의 확인  거래 상 부동산에 한 세 의 체납사실에 한 확인 권한 강화

a

<표 2> 선행연구 기반 사고방지안

자’47) 등이 있다. 이러한 분쟁은 개업공인 개

사의 개 상물확인·설명의무와 한 련이 

있다. 부동산 개가 부동산에 한 권리 취득을 

알선하는 것이므로 물건에 한 권리 등 분석은 

개업공인 개사의 핵심의무가 되며, 개업공인

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의 개사고는 

부분이 개 상물 확인·설명의무 반에 기

인한다. 따라서 개 상물에 한 권리를 취득

하고자 하는 개의뢰인에게 부담하는 개 상

물 확인·설명의무48)와 물건 종류별 서식을 상세

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 개업공인 개사는 확

인·설명의 제로서 개 상물을 조사·확인하

게 되는데, 개의뢰인을 통한 조사·확인, 등기

사항증명서 등 공부를 통한 조사·확인, 장답사

에 의한 조사·확인, 계법령에 의한 조사·확

인49)의 단계를 거치며 진행된다. 

따라서 개사고를 이기 해서는 조사·

확인 방식(개선), 개 상물 확인·설명 서식

(개선), 물건의 황이나 권리분석 부분 등 매우 

범 한 방지방안이 도출가능하나 개가 권리

이 ·취득을 알선하는 것이므로 확인설명 사항

도 권리 계 설명이 핵심인 것으로 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행 개 상물 확인·설명 서식  

권리 계 기재사항란의 문제 과 개선안부분 만

을 다루고자 한다.

2. 설문분석

개과정별 개사고 험성에 한 설문조

사 상의 범 는 서울에서 개업공인 개사로 장

기간 활동하고 있는 개실무자 46명을 상으

로 사고발생 험성 정도를 5  리커트 척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결과, 례분석과 

달리 ‘계약이행’단계가 가장 사고발생 험도가 

높고 ‘물건분석’단계, ‘고용인 불법행 ’, ‘ 개의

뢰’, ‘고객분석’, ‘거래계약’의 단계 순으로 나타났

다. 가장 높은 3개의 단계에 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47) 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4903 결[손해배상(기)]. 그 외 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74342 결, 주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가단17710 결, 부산고등법원 2016.07.07 선고 2015나56062 손해배상(기)) 등이 있음.

48) 공인 개사법 제25조

49) 하홍수, 개서, 2009,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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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행 단계

 개사고에 해 응답자들은 계약실효나 

‘계약이행’ 단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험

성을 가장 높이 보았는데 이는 거래가 체결된 후 

실효(무효, 취소, 해제)되는 것을 거래 계 자체

에 내재된 험으로 인지한 것으로 추론된다. 다

만, 거래계약의 실효는 개수수료청구권과 

련이 있으므로 개인으로서는 계약자체의 하자

가 없도록 유의하고 계약이행을 히 조율함

으로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지 않도록 

리할 필요가 있다.

2) 물건분석 단계

‘물건분석’ 단계, 즉 개 상물확인 설명과 

련된 개사고 험성이 높게 나온 것은 개

인들의 필수 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 개 상

물확인설명의무’의 물리 인 어려움이 반 된 것

으로 단된다.  

3) 고용인 불법행  단계

‘고용인 불법행 ’에 한 험도는 부동산

에 한 문지식이 부족한 황이 반 된 것으

로 보이며, 이에 한 책으로 개보조원을 포

함하여 개실무자에 한 교육강화가 요구되

며, ‘ 개의뢰’단계는 구두에 의한 개계약서작

성이 일반 이어서 개범 나 개수수료 분쟁

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설문분석결과, 례분석결과와 일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선 례의 분

석결과는 개사고가 발생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하여 소송화된 사건이고, 설문결과

에 의하면 일반 으로 개인  합의로 처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을 고려할 때 소송으로 진행

되지 않은 개사고가 다수임을 추론할 수 있다. 

한 설문조사결과는 응답자가 다수의 개경험

에서 직 으로 느껴지는 개과정별 사고발생 

험성의 수 을 표시한 것이므로 이러한 직

과 실제 결과인 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례화된 개사고 유형  고용인의 불법행

는 실제 빈도는 낮지만, 개실무자들은 상

으로 더 큰 험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Ⅳ. 개사고 방지안 분석

본 연구가 개사고 방지안의 주요 방지안

을 제언함을 목 으로 하므로 앞서 개과정에

서 발생하는 사고유형에 한 분석을 기반으로 

주요 개사고 방지안들에 해 AHP설문조사

를 통해 요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책을 제

시하고자 한다.

1. 방지안 요도 도출

앞서 례를 심으로 사고유형별 방지방안

을 선행연구를 심으로 정리를 하여 ‘ 개제도 

개선’, ‘교육강화’, ‘에스크로우 제도 활성화’, ‘

개 상물 확인·설명제도 개선’, ‘부동산등기 공신

력부여’ 등의 총 7개 방지방안을 도출하 다(표 

2 참조). 이에 한 상 인 요도를 악하기 

해 문가 설문을 통한 계층분석기법(AHP)

을 활용하 다. 

AHP에 의한 의사결정방법은 의사결정의 계

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비교로 1:1

비교에 의한 단을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직 을 포착하고자 하는 의사결정방법으로 설문

50) a: 하홍수, 게서, pp.1~78, b: 정미애·김동 ,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를 한 개선방안”, 한국 자통신학회 학회지, 한국 자통신학

회, 2010, 제4권 1호, pp.41-51, c: 고덕철, 게서, pp.112-126, d: 황종술·김상목,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한 특별법의 문제

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15, 제60권, pp.87-105, e: 임동진·이정호·정재호, 게서, pp.84-98, f: 지선 , 게서, 

pp.1-72, g: 김선웅·최민섭, 게서, p.81, h: 허재균, “부동산 거래사고의 유형과 그 방지책에 한 연구”, 한양 학교 행정 학원 석

사학 논문, 2006, pp.1-103,  i: 이재수, “부동산 개사고 유형별 문제 과 개선방안에 한 연구“, 동의 학교 행정 학원 박사학

논문, 2011, pp.1-108,  j: 강희목, ”부동산 개사고 방지를 한 업무효율화 방안“, 명지 학교 부동산유통경 학원 석사학 논문, 

2014, p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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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체 요도
문가 그룹별 요도

주거용(단독/공동) 비주거용(업무/상업/공업용)

1. 개제도 개선51) 0.097 0.082 0.129

2. ( 개실무자)교육강화52) 0.156 0.198 0.085

3. 에스크로우 제도 활성화53) 0.092 0.066 0.112

4. 개 상물 확인·설명 서식54) 0.155 0.196 0.085

5. 부동산 등기 공신력 부여55) 0.145 0.162 0.134

6. 공제제도
   개선

6-1공제한도 상향 등56) 0.151 0.141 0.174

6-2 개수수료 공제 도입57) 0.090 0.074 0.110

7. 공인 개사의 조사권한 강화58) 0.115 0.083 0.171

<표 3> 방지안 요도

결과에 한 일 성비율(Consistency Ratio)을 

확인하여 분석결과의 일 성을 검정할 수 있다. 설

문조사는 2017년 5월 8일부터 2주일 간 개별 시행

하 으며 참여한 문가그룹의59) 문분야는 주거

용 건축물 57.5%, 비주거용(업무용 등) 37.5%, 

토지 5%로 나타났다. 선택항목은 설문지에 <표 3> 

각주의 내용들을 부연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일 성 비율이 0.2미만의 값을 가질 때 설문의 신

뢰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60) 설문에서 회수된 

46부  일 성 검정을 통과한 40부를 유효설문으

로 최종분석에 활용하 다.

설문조사 결과 ‘ 개실무자에 한 교육강

화’의 요도가 0.1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개실무자들이  더 복잡·다양해지는 

개과정에서 개사고를 방지하기 하여 교육

의 질 ·양  확 가 가장 필요하다는 을 이미 

공감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어 ‘ 개 상물 확

인·설명 서식의 개선’은 행 서식에 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기 된다. ‘공제제도 개선’  ‘공

제한도 상향’은 재 공제상한액이 낮아 사고 시 

의뢰인 보호에 불충분하므로 공제액을 상향조정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 다. 그 외 ‘부동산 등

기의 공신력부여’, ‘공인 개사의 조사권한강화’, 

‘ 개실무제도 개선’, ‘에스크로제도 활성화’, ‘

개수수료 공제 제도 도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응답자의 문분야별 추가분석을 통

해 요도를 추출한 결과, ‘ 개제도 개선’이 비

주거용 개실무자들에게 높게 나타났는데, 업

무용 부동산의 경우 일반 으로 주거용 부동산

보다 사후 리의 요성이 크고, 상권분석 등 

개에 더 많은 문 인 지식과 노력이 필요한 

이 차이의 원인으로 보인다. ‘에스크로제도 활성

화’ 역시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거래가액이 상

으로 높고, 매매나 임차권 양도시 권리  한 

수수되어 에스크로우를 통한 안 거래의 필요성

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공제한도 상향’ 한 

업무용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상 으로 높고 

‘공인 개사의 조사권한 강화’도 업무용 부동산 

51) 개· 리·세 ·법률 등 통합서비스 제공, 속 개계약제도 활성화, 일반 개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을 제시함.

52) 실무, 연수교육 강화(교육시간, 교육수 향상), 수습 공인 개사 제도 도입을 제시함.

53) 매매 , 임 차보증  등 치제도, 개법인 등 단체 활용한 서비스 등을 제시함.

54) 선순  임차권 등 미공시 권리 기재부분 보완, 개과정별 험요소 체크리스트 추가 등을 제시함.

55) 무권리자, 무권 리 등의 거래행 에 해 등기부를 신뢰한 개업자  상 방 보호, 등기부와 장의 일원화를 제시함.

56) 1년 보상한도를 2억 과로 설정하되, 보상한도는 개별 건수의 상한을 제시함.

57) 개수수료 미수 시 공제  청구를 제시함.

58) 주민등록세 열람권, 사업자등록정보 열람권, 체납 세  등의 확인권한 등을 제시함.

59) 설문에 참여한 문가 46명은 모두 개업공인 개사로 82.5%가 해당 문 개 업역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42.4%

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었음. 연령은 40  이상이 75%이며 이  43.3%가 50  이상으로 구성되었음.

60) Saaty (1980)는 일 성 비율의 값이 0.1이하이면 합리 인 일 성을 갖고, 0.2이하일 경우는 용납할 수 있으나, 0.2를 과하면 일

성이 부족한 것으로 단한다고 하 음. Saaty, T.L.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1980, McGraw Hill, New York, 

USA. pp.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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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선순  임차인 내역이나 체납세 , 리

비미납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와 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2. 개사고 방지방안 책

1) 개계약서 작성 의무화

개사고 례분석결과 사고유형  상당한 

부분이 ‘ 개의뢰’ 과정의 개수수료 사건으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는 개 행에 기인한다. 

물론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서 구두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나 개 상물 범 , 개행 , 

개수수료 등 불명확성에 따른 사후분쟁 소지가 

매우 크다. 공인 개사법에서는 속 개계약만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일반 개계약의 경

우 개의뢰인이 개업공인 개사에게 개계약

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61)하므로 개

사고(분쟁) 험62)을 이기 해서는 ‘ 개계

약의 서면화’가 필요하며63), 계약내용도 권리·

의무내용이 명확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서

면화가 면 의무화 시 개의뢰인의 의뢰 선택

권을 제한하는 을 고려하여 일정 거래 액 이

상이나 특수한 개 상물에 하여 한정 으로 

시행64)함이 타당하다. 

2017년 8월부터 공인인증을 거쳐 거래계

약을 체결하고 리하는 부동산 자계약시스템

이65) 국 으로 도입·시행되었으나 자계약

서 이용이 임의사항이고, 실거래 신고가 자동

으로 이루어져 임 사업자와 개업공인 개사의 

소득이 략 이나마 노출되는 반면, 당사자의 

출 리 우 66)외에는 큰 이용 동기가 없어 

극 인 활성화 방안이 주요한 과제로 두되

고 있다.67)

2) 개실무자 교육강화

앞서 요도 설문결과 ‘ 개실무자 교육강

화’가 제일 높게 나타났는데 2014.6.5 법 개정

을 통해 강화된 행 개실무자 교육도 자격시

험 난이도와 타 문자격사 연수 황68)에 비추

어 미흡하다고 단된다. 1년 주기로 정기연수

교육과 개업  실무수습제도를 운 하는 타 자

격사와 달리 정기 인 2년 주기 연수교육만 하는 

공인 개사는 개정된 법령과 변화된 업무환경에 

응하고 교육을 통한 개사고 방지에는 무리

61) 공인 개사법 제22조(일반 개계약), 제23조( 속 개계약)

62) 개수수료 청구권 등 권리행사를 한 민사소송은 증명책임의 다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소송상 증명책임은 결정 임. 따라서 

계약서 등 증거 계가 명확하다면 다툼의 여지가 어 개사고분쟁의 험성은 낮아지게 됨

63) 다만, 재 한국공인 개사 회의 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 개수수료와 개 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련분쟁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련 분쟁 방지와 공정한 개질서 확립을 해 궁극 으로는 ‘ 개계약 자체에 한 서면화’ 

는 ‘ 속 개계약 활성화’가 바람직함

64) 하홍수, 게서, p.67

65) 부동산 자계약시스템의 특징으로는 ①계약서 자체를 자문서로 보 하기 때문에 종이 계약서를 따로 작성·보 할 필요가 없는 , 

②부동산의 물 상황에 한 근거자료인 건축물 장  토지 장이 시스템 으로 자동 으로 지원되는 , ③주택 는 상가임 차의 

경우 자계약에 의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 ④ 부동산 거래에 의한 실거래가가 자동신고 되는 , ⑤계약이 완료된 자계약서

는 공인된 자문서센터에 자동 장·보 되는 , ⑥시스템 이용은 공인인증된 개업공인 개사를 매개한 부동산 거래에 한정되어 있는 

 등이 있음. 이를 통해 개사고 분쟁유형  ㉠ (계약서의 자보 을 통하여)계약서 ·변조로 인한 분쟁, 구두에 의한 계약내용 

불명으로 인한 분쟁, ㉡ (인증등록한 개업공인 개사만 이용하므로) 무자격·무등록 개행 로 인한 분쟁들을 감소시키고, ㉢(확정일자 

자동부여와 자동 실거래신고에 의한) 개업공인 개사의 부실한 설명의무 이행에 한 보완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 체 으로 개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을 상됨.

66) 2017.9.26. 재 0.2% 리 혜택

67) 실제 시범실시 기간인 2016.1.1부터 같은 해 5.31.까지 시범사업실 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 자계약 놓고 개

사-법무사 극과 극’, 2016.06.07.)

68) - 변호사: 법률사무소 개설요건으로서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기간, 매년 8시간의 의무연수교육, 2012.2.20.이후 개업한 신규변호사의 

월1회 2시간 이상의 장연수

   - 공인회계사: 매 사업연도마다 40시간 이상의 연수교육 이수의무와 1년 이상의 실무수습기간

    - 세무사: 등록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실무교육 1개월, 실무수습 5개월)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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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한 행 개보조원의 일회성 4시간 

교육도 개업무수행  개사고 방지라는 교

육목 의 부합정도가 실증된 바가 없다. 따라서 

연수교육주기 단축, 개보조원의 직무교육과 

경·공매 매수 리의 험성을 고려한 매수신청

리 연수교육도 정기 으로 실시하고 ‘개업  

실무수습제도’의 시행과 강사자질 담보를 한 

객  기 69)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등기의 공신력과 장 일원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부여는 개사고에서 

고액부동산에 한 불법행  역에서 개인과 

매수인을 보호할 수 있고, 선행연구에서 지속

으로 제안되고 있는 바, 개사고 방지방안으로 

검토해 본다. 이와 함께 부동산의 물  상황을 

나타내는 공부인 장과의 일원화 쟁 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1)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개업공인 개사는 개 상물에 하여 등

기부나 장 등을 통해 조사하여 확인·설명할 의

무를 부담하는데70) 부동산등기부가 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간혹 소유자로 등기된 매도

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매수인은 이

등기의 완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개사고(권리사고)가 발생할 수 있

다.71) 이때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당사자와 

진정한 소유자에 한 보호여부가 바로 부동산 

등기부의 공신력 문제가 된다. 행 부동산 등기

차는 진정성 보장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고, 실

제 부실등기의 문제도 미미한 수 이다. 따라서 

등기에 공신의 원칙을 철 하게 인정하여 개

인의 권리 계 조사·확인 부분을 부동산등기만

으로 간소화하고, 부실등기사고는 발생 빈도나 

소송경제72)를 고려할 때 부실등기의 원인을 제

공한 당사자 간 손해 보제도를 통해 보호하도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례도 부동산 등기에 

법률상 추정력을 부여함으로써 등기를 신뢰한 

거래 당사자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다73).

(2) 등기와 장의 일원화

부동산의 최  소유권보존등기는 장을 기

로 하고 권리 계 변동은 등기부를 심으로 

이루어진다. 장상 권리 계는 등기부를 따르

나 부동산 황, 지번, 지목변경은 장을 심

으로 이루어져 불일치할 경우 권리 계는 등기

부 기재가, 권리 계 이외의 사항은 장 기재가 

우선하게 된다74). 이와 같이 두 장부가 존재목

, 리에 한 지배원리  장기 이 서로 

다르고, 선후 계에 따른 시간  차이에 따라 불

69) 컨 , 매수신청 리 실무교육 지침 제5조(강사의 자격)에서는 자격을 1. 련 실무 박사학  소지자, 2. 학에서 련 실무에 한 

2년 이상의 강의경력자, 3. 련 분야 석사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험자, 4. 변호사 는 법무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70) 공인 개사법 제25조( 개 상물의 확인ㆍ설명)

71) 허 ·부실 등기에 의한 권리사고는 매매나 교환과 같은 소유권 이  목 의 거래에 한정되지 않는다. 주택이나 상가임 차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주택임 차보호법 등에 의한 항력은 임차인이 부동산의 소유자 등 법한 권한을 가진 임 인과 임 차계약을 체결해야만 

효력이 있다(사법연수원, “2016 주택임 차보호법”, 사법연수원)  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결

72) 컨 , X부동산에 하여 甲→乙→丙 순차로 이 등기가 경료하 으나, 乙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등기서류를 조하여 이 등기

를 경료한 경우, 만약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된다면 甲은 乙에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만 진행할 수 있겠지만, 반 로 공신력이 부정된다

면 甲의 乙,丙에 한 이 등기말소청구소송, 甲의 乙에 한 손해배상청구, 丙의 乙에 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됨

73) 부동산에 한 등기부상 소유권이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차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차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 차가 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법원 2003. 2.28. 선고 2002다46256 결[소유권말소등기])

74) 사법연수원, ‘부동산등기법’, 2016, p.6, 토지의 개수는 지 법에 의한 지 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 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1필지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먼  지 공부 소 청에 의하여 지 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는 좌표와 면 이 정하여진 후 지 공부에 등록되는 등 분할의 차를 밟아야 되고, 가사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이로써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다. 아울러, 일정한 토지가 지 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지   경계는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 는 지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

된다.( 법원 1995. 6.16. 선고 94다4615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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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등기강제의 원칙

에 근75)하고, 차간소화와 비용 약 기여의 

장 이 있는76) 등기부와 장의 일원화 필요성

이 제기된다. 

4) 상물 확인·설명 서식 개선

개업공인 개사는 상물 확인·설명 의무

의 이행으로 개완성 에 상물을 분석하여 

상태·입지  소유권· 세권· 당권·지상권·임

차권 등의 권리 계를 설명하고 이를 상물확

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교부해야 한다77). 선순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매는 매수인이 매매

에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하거나 

아니면 말소 후 새로이 출  담보권을 설정하

고 있고, 임 차의 경우 상 부동산의 경매를 

비하여 선순  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확인 

후 임 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선순  

당권의 피담보채무액수는 매우 요한 정보이

나, 행 설명서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이라

는 추상 인 항목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

당권의 채권최고액, 피담보채무의 범 , 기본 거

래계약기간, 피담보채무액수 등을 특정할 수 있

는 세부사항을 구성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5) 조사권한 강화

공인 개사법령은 개업공인 개사에게 

개 상물에 하여 소유권· 세권· 당권·지상

권  임차권 등 개 상물의 권리 계에 한 

사항을 설명·확인해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

나78) 권리에 한 조사권한이 없어 의무의 이행

이 사실 어렵다. 소유권이나 세권 등 공시의 

원칙이 용되는 부동산 물권의 경우 등기부등

본의 열람을 통하여 권리 계조사가 가능하나,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의 경우 등기부상 공시되

지 않아 상목 물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후

순  임차인 보호와 련하여 개사고로 이어

지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최근 개정79)을 

통해 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

지,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보증  등을 기재

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게 하고, 이해 계가 있

는 자의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80)하면서 이해 계

인의 범 를 시행령에 구체화81)하 으나, 역시 

개업공인 개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동일한 

취지로 상 부동산 소유자가 각종 세 을 체납

한 상태로 매매나 임 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개하는 개업자 입장에서 할 세무서

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요구된

다82).

6) 공제사업 개선

공제사업은 개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보

장제도로서 개사고 방지 책은 아니나 개의

뢰인의 신속한 손해 보와 공인 개사에 한 

사회  신뢰와 하게 련되어 있으므로 

개사고 사후처리 측면에서 그 개선 을 언 하

고자 한다. 앞서 ‘부동산 개사고 례 분류’ 

황을 살펴보면, 부동산 개수수료에 한 분쟁

이 부동산 개와 련된 민사쟁송 체의 24%

를 차지할 만큼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유형으로는 개계약의 체결여부, 개행 의 

극성여부, 개로 인한 거래의 완성, 개보조

75) 행 부동산 등기는 탁이나 직권의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신청주의를 원칙(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1항)으로 하므로 당

사자의 미신청으로 인하여 일부 부동산등기부가 실제 권리 계를 정확하게 반 하지 못하는 문제 이 있음

76) 사법연수원, ‘부동산등기법’, 2016, p.7

77) 공인 개사법시행령 제21조

78) 공인 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공인 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79) 상가건물 임 차보호법 일부개정 2015. 5. 13. [법률 제13284호, 시행 2015. 5. 13.]

80) 상가건물 임 차보호법 제4조(확정일자 부여  임 차정보의 제공 등)

81) 상가건물임 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2(이해 계인의 범 )

82) 하홍수, 게서,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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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개입정도와 개수수료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종합하면, 개업공인 개사들이 개 행

를 한 후 개수수료가 상당부분 미수되는 실정

이다. 따라서 와 같은 례 황이나 공제사업

이 부조정신과 단체구성원들의 험분산을 기

로 한다는 을 고려할 때 ‘ 개수수료 미수’부문

에 한 공제사업이 필요해 보인다. 

재 공인 개사 회가 운 하고 있는 공제

사업  개업공인 개사의 손해배상책임 험을 

인수하는 유형에서는 보험한도가 한정되고 한도

액은 건수기 이 아닌 지 상한액으로 용 하

고 있으므로 공제계약자는 물론 개의뢰인 등

에 한 손해보장에 불충분하다. 이러한 공제의 

보호범 는 2017.5 서울시를 기 으로, 주택임

차보호법상 최소액보증  용범 가 1억 원

(보호 액 3,400만 원)이고83), 상가임 차보

호법의 용범 가 4억 원이하84), 최소액보증

 용범 인 6,500만 원(보호 액 2,200만 

원)85)을 고려해 볼 때 보장액의 과소함을 짐작

할 수 있다. 재 개거래 규모나 공제사고 발생

빈도, 개보조원 등 고용인들로 인한 개사고

가 증86)하고 있는 개실무 실정을 고려 할 

때 ‘공제 액’의 실화는 부동산 거래의 문가

로서 공인 개사에 한 신뢰와 공신력과도 직

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1. 연구의 요약  시사

본 연구는 기존의 개사고 개념에 거래계

약실효 상황과 개수수료 미수상황을 포함시켜 

부동산 개사고 유형을 개과정별로 나 어 

분석하고 개사고가 소송화된 최근 5년간 례

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개과정별로 주

요 사고유형을 제시하고 사고방지안을 한 

책을 제시하고자 하 다.

례와 설문조사 분석결과, 사고가 많이 발

생하는 ‘계약이행’, ‘ 개의뢰’, ‘물건분석’ 단계와 

‘고용인의 불법행 ’에서 주요 사고유형에 한 

방안으로 계약실효에 해서는 개수수료 미수 

방지 방안, 개수수료 청구 등에 해서는 개

계약서 작성활성화 방안, 개업공인 개사의 손

해배상책임은 개자 교육강화와 공제제도 개선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고방지방안

들의 요도 설문에서는 ‘ 개실무자에 한 교

육강화’, ‘ 개 상물 확인·설명서 개선’, ‘공제한

도액 상향’,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부여’ 등이 높

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사고 방지를 하여 첫째, 개수수료분쟁

최소화를 해 구두에 의한 개계약의 부분별 

서면화 강제와 속 개계약 활성화, 둘째, 개

보조원 교육정기화와 개업공인 개사 실무수습

제도 시행 등 교육강화, 셋째, 부동산거래의 동

안 을 한 부동산 등기 공신력 강화와 장

과의 일원화, 넷째, 개 상물확인·설명서의 공

시·미공시 권리사항 항목란 개선, 다섯째, 개

사고 험요소 확인을 해 입세  열람권이

나 사업자등록 황서 열람권 부여 등 조사권한

의 강화,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개사고에서 공제한도액 상향  한도액 용

을 건수로 환, 개수수료에 한 공제사업 도

입 등의 개선·보완을 제시하 다. 이러한 정책제

안을 통해 개과정별 다양한 사고에 한 극

 방지를 통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건

한 부동산거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83) 주택임 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    일정액의 범  등) 제1항 제1호,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 ) 제1호, 

2016.3.31이후부터 재까지

84) 상가건물임 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용범 ) 제1항 제1호

85) 상가건물임 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 ) 제1호,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 의 범  등)

86) 부동산 개사고에 한 례 황을 보면, 고용인의 불법행 로 인한 개사고는 2015년까지 증가율이 미미하 으나 2016년에는 년

비 41%가 증가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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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후속연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가진

다. 우선, 부동산 개사고 유형에 한 례 빈

도분석은 개과정과 키워드를 심으로 한 수

치로 개사고에 한 정확한 통계라고 하기 어

려운 한계가 있으며, 설문조사 분석과정에서 응

답자가 수도권(서울)의 소수로 한정되었으며 

개 상물확인·설명서 개선 부분에서는 권리 계 

항목란의 일부 개선안에 그치고 있다. 이에 향후 

지속 인 연구를 통해 소송화된 부동산 개사

고 유형에 한 추가 인 분석과 다양한 개실

무자들에 한 설문조사를 비교·분석하여 범

한 부동산 개사고 방지방안이 확  제시되

기를 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