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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2000s in Korea, apartment building tended to become goods or assets rather than houses. Therefore, conflicts 

between supplier and consumer were aggravated, and the defect dispute has been increased rapidly. This dispute 

enlarges to defect lawsuit and it is social and economical matter. The landscape work in apartment building is main 

work for a resident that appearance and convenient facility which lawn, tree, fountain, chair, playground, and etc. A 

number of defects surround landscape work are important issue in defect lawsuit, but, a related research is a minority, 

and a regulation is incomplete. Therefore, this study is basic study for standard of landscape defect type. As case study 

on defect lawsuit, draw a landscape defect type in apartment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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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0년대 이후로 한국의 공동주택은 상품과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사업주체와 구분소유자간의 하자에 대한 분쟁이 증대되

었다[1]. 이러한 분쟁은 하자소송으로 확대되어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조경공사는 공용 공간에 조성되는 잔디, 나무, 분수대 

등과 같은 다양한 미관시설은 물론 의자, 놀이터, 산책로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하는 중요 공종이다. 하자소송에서도 조경공사를 둘러싼 

여러 하자가 쟁점이 되고 있으나, 조경공사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고 표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례마다 발생하는 하자유형이 제각기 분류되

어 분쟁처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경하자의 표준유형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주택의 조경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유형을 도출하였다.

2. 공동주택의 조경공사 개요

2.1 공동주택에서 조경공사의 정의 및 범위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에서의 조경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조경시설·옹벽·축대)이 대표적이나, 실제 

하자소송에서는 이외에도 제4조의 부대시설 중 많은 부분을 포괄적인 조경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전거보관소(제4조제1항), 안내표지

판(제4조제3항) 등은 조경공사로 발주되고 관리되고 있다.

2.2 주택법상의 조경공사

주택법시행령 제59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르면, 조경공사는 식재공사, 

잔디심기공사, 조경시설물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부대시설공사로 총 6가지 세부공사로 구분할 수 있다.

3. 조경공사의 하자발생유형에 대한 사례분석

3.1 사례분석 개요

전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조경공사에 대한 구분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하자소송에서 조경공사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제기된 하자소송 50건의 사례자료로부터 조경공사의 하자 관련 항목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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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요 하자항목 검토

공종별로 살펴보면 관수 및 배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종에서는 1종 이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경공사의 하자 

항목은 총 38종이 도출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자를 살펴보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하자로는 조경수 고사(1위), 조경수 미식재(2

위), 조경시설물 변경시공(3위), 뿌리분 싸개 미시공(4위), 화단 구배불량(5위) 등이 대표적이다(그림 1). 

그림 1. 공동주택 조경공사의 주요하자 발생빈도

3.3 시사점

사례분석 결과, 조경공사와 관련된 하자의 유형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일한 대상물에서 발생하는 하자가 복수의 세부공사로 

분류되고 있는 점 등 분류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에서 대표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조경공사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구로서,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주택의 조경공사

에서 발생하는 하자유형을 도출하고 그 체계를 검토하였다. 향후 조경공사의 하자유형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헌 검토 및 추가적인 자료수

집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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