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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논문제목 :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

의 형태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The type of lawsuit which one of the provisional registered raise to have a reserved

realty registered.

라. 초록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

2282 판결 등).

그러나,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고, 매매예약완결권을 행

사 즉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의 제

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처분행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

다. 즉 예약완결권이 준공유의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는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이지 ‘처분행위’가 아니다. 또한

위 판례에 의할 경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

한편,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43939 판결은 종전의 판례의 태도와

는 다른 법리를 설시하고 있어 새로운 示唆點을 제공하고 있다.

라. 초록의 결론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83다카2282 등)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이와 다

른 취지로 선고된 대법원 2001다43922,43939 판결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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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형태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 경

I. 머리말

共同名義의 假登記權者가 賣買豫約이 完結된 賣買目的物에 대한 本登記의 履行을 구하는 訴는

必要的 共同訴訟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確立된 見解이다.

예를 들어 보자. 부동산의 소유자인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금원을 借用하면서 그 담보조로 賣

買豫約을 원인으로 한 假登記를 경료하여 주되 갑이 辨濟期까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별다른

意思를 表示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賣買豫約完結의 意思表示가 있는 것으로 約定한 다음 을과 병

의 共同名義로 所有權移轉請求權假登記를 경료하여 주었다. 갑이 변제기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였

음을 이유로 가등기권자 중의 1인인 乙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을 原

因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을 구하는 경우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등

에 의하면, 複數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完結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本登記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必要的 共同訴訟이므로 乙 단독으로 그 一部 持分만의 본등기절차의 履行을 구하는 訴는

不適法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는 대법원 판례가 들고 있는 理論的 根據를 分析함으로써 과연 이러한 解釋이 妥當한가

를 檢討하고자 한다.

II. 豫約完結權의 行使方法

1. 豫約完結權의 性質

매매의 一方豫約 또는 雙方豫約에 의하여 예약권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

를 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를 豫約完結權이라 한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권리자가 상대방

에 대하여 가지는 예약완결권은 자기 單獨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써 本契約인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또는 매매관계를 성립시키는 권리이므로, 그 법률상의 성질은 일종의 形成權이

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通說과 判例1)이며, 日本의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1)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등.



2. 賣買豫約完結權者가 數人인 경우 그 賣買豫約完結權의 行使方法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을 구하는 경우 매매예약상의 권리자가

數人인 때에 그 예약완결권은 數人이 共同하여 행사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

의 대립이 있다.

가. 學 說

(1) 1설 (共同行使說)

예약완결권은 準共有이고,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는 매매예약완결권의 處分行爲이므로, 공

유물의 처분행위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민법 264조에 따라 복수채권자 전원

이 행사하여야 한다.

(2) 2설 (意思解釋說)

數人의 예약권리자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예약완결권의 준공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예약완결

권을 복수의 권리자가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일반적으로 수인이 부동산을 장차 공동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하는 경우

에는 예약완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는 의사이고, 채권담보목적으로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

자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

에 관하여 단독으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게 할 의사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예약완결권이 공동

명의로 가등기가 된 경우에도 담보목적의 가등기인 때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완결

의 의사표시를 하고 또 그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2)

(3) 3설 (단독행사설)

이 사건의 결론에 해당하므로, 말미에서 따로 설명하기로 한다.

나. 大法院 判例의 態度 

(1) 共同行使說 採擇

대법원은, ‘복수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공동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

권이전등기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준공유하는

2) 梁承泰, “共同名義로 假登記한 數人의 賣買豫約者의 法律關係”, 對象判例: 大判 1984.6.12.

83다카2282,「民事判例硏究(제2판)」7권(93.05) 20-22, 24-26쪽 參照.



관계에 있고,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 즉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목적물의 소유

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 완

결의 의사표시 자체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예

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

완결권을 준공유하고 있던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3)한 이래, 같은 법리를 계

속하여 闡明함으로써,4) 확립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內容 分析

① 判例는 複數의 債權者 중의 一部가 자신의 持分 상당의 이전등기를 구하던, 목적물 전체의

이전등기를 구하던 상관없이 같은 이론을 펴고 있다.

大法院 判決 중 85다카604 판결은 가등기권자 중의 일부가 共同保有하는 권리의 보존 내지 관

리행위로 가등기권리자 전원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사안으로 日本 名古屋(나

고야)地裁判決의 事案(뒤에서 따로 살펴 봄)과 유사하고, 나머지 판결은 複數債權者의 1人이 그의

權利比率에 상응하는 持分에 限하여 移轉登記를 求하고 있는 점에서 名古屋地裁判決의 事案과는

약간 다르지만, 大法院 判決 모두가 名古屋地裁判決과 동일한 理論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와 日本 註釋書 등에서 위 名古屋地裁判決을 소개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은 별다른 검토 없이 하찮은 위 일본 하급심 판결의 判示를 그대로 受容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의사해석설의 입장에서는,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매매예약의 경우에는 각 채

권자가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게 할 의사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는 것이지만, 오히려 대법원판례는 모두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매매예약의 경우에

관한 사안으로 이 경우 예약완결권을 공동행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 수인이 공동으로 사용수

익할 것을 목적으로 매매예약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판례가 아직 없다.

다. 日本의 判例 

(1) 主要 判例

(가) 大審院 大正 12(1923). 7. 27. 判決

① 판시내용 : 위 判決은, 2人이 共同名義로 不動産에 관한 賣買豫約을 체결한 후 그 중 1人이

3)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4)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188 판결, 1985. 10. 8. 선고 85다카604 판결,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賣買代金의 半을 제공하고 目的不動産을 半으로 임의 分割한 特定部分의 所有權移轉登記를 請求

한 事案에서「․․民法 427조(우리 民法 408조에 해당함)는 債權債務關係에 관한 規定으로서 賣

買完結과 같은 形成權에는 그 적용을 볼 수 없고 이에는 同法 264조(우리 民法 278조에 해당)만

이 적용되며, 形成權은 그 行使로 인하여 본래의 使命을 다함으로써 소멸하는 고로 그 行使는 바

로 權利의 處分行爲에 지나지 아니하여 共有者 전원이 이를 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고 평등

分配하여 行使할 여지가 없다」고 判示함으로써, 多數人이 賣買豫約의 權利者인 경우에는 그 權

利를 分割하여 가지는 것이 아니라 賣買豫約完結權을 準共有하는 關係에 있고, 그 行使는 바로

위 權利의 處分行爲이므로 共有理論에 따라 準共有者 전원이 공동으로 行使하여야 한다고 判示

하였다.5)

② 分析 : 그러나 이 判決에서의 事案은 擔保目的이 아닌 순수한 賣買豫約에 관한 것이고, 豫

約完結權을 共同行使하여야 한다는 것 외에 所有權移轉登記請求까지 共同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

그 訴訟이 必要的 共同訴訟인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 名古屋地方裁判所 昭和 53(1978). 3. 24. 判決

複數債權者의 關係는 賣買豫約完結權을 準共有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債務者에 대한 豫約完結

의 意思表示 및 이에 伴하는 賣買豫約目的物의 明渡, 移轉登記를 求하는 訴의 提起는 賣買豫約完

結權의 處分行爲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複數債權者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그 訴

는 必要的 共同訴訟이라고 判示하였다.

그러나 小山昇은 위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6)

(2) 日本判例의 內容 分析 (共同行使說 採擇)

일본 판례는 공동행사설을 채택하고 있다. 의사해석설과 같이 수인이 공동으로 사용수익할 것

을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하는 경우와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을 하는 경우

를 구별하는 접근방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

3. 大法院 判例에 대한 疑問點 提起

가. 豫約完結權이 準共有의 對象인지 여부에 관하여 

5) (同旨) 大審院 大正 13. 8. 29 判決.

6) 小山昇, “複數の債權者が別個の債權を根擔保する目的で債務者所有の不動産について共同で

締結した買賣豫約の院結權の行使に基づく不動産の明渡·移轉登記を求める訴えは固有必要的

共同訴訟か”, 對象判例: 78.3.24. 判決 名古屋地裁 昭42(ワ)2779 昭50(ワ)1290,「判例時報」

916號 (242) (79.04) 165面.



민법 제278조는 준공동소유의 대상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으로 보고 있다. 재산권이라 함은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을 말한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인데, 형성권이란 권리를 작용에 의하여

분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성권을 준공유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에는 의문

이 있다.

학설은 일치하여 예약완결권을 독립한 재산권으로 취급하고 있으나7), 형성권인 매매예약완결

권에도 준공유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위 일본의 판례평석에서도 이 점

을 지적하고 있다.8) 또한 수인에 의한 형성권의 귀속형태를 준공유로 보는 것은 형식적이고 공

허한 이론구성이라는 지적도 있다.9)

채권의 경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므로 준공유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준공유의 법리가 그

대로 적용되는 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고, 불가분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10)

나. 賣買豫約完結의 意思表示에 기한 所有權移轉의 本登記節次履行請求가 賣買豫約完

結權의 處分行爲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消極)

① 大法院判決과 日本 名古屋地裁 판결은 豫約完結權이 準共有인 이상 그 處分行爲인 目的物

의 所有權移轉登記請求 역시 準共有者 全員이 共同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履行을 求하는

訴는 必要的 共同訴訟이라고 判示하고 있다. 즉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나 이에 기한 소유권이

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처분행위는 공동으로 행사

하여야 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② 가사 예약완결권이 準共有라고 하여도, 과연 위와 같은 行爲가 處分行爲에 해당하는가? 그

렇지 않다.

賣買豫約完結의 意思表示나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는 豫約完結權의 行

使, 즉 賣買豫約에 의하여 豫定된 賣買契約(本契約)을 完結시키는 行爲이지, 처분행위가 아니다.

賣買豫約完結의 意思表示에 인하여 賣買豫約의 完結權의 存在 自體가 消減되지만, 이로 인하

여 完結權 자체가 처음부터 存在하지 아니한 狀態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賣買豫約의

完結權이 指向하는 本契約의 戌立이라는 目的達成에 인하여 消滅하는 것이므로, 이는 완결권의

처분행위가 아닌 것이다.

7) 편집대표 郭潤直,「民法注解[XⅣ] 債權(7)」, 博英社(1997) 125면.

8) 小山昇, 前揭論文 167面.

9) 梁承泰, 前揭論文 24-25쪽.

10) 民法注解[V] 物權(2), 博英社(1992) 622면.



더욱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예약완결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段階에

있어서 目的物의 明渡나 所有權移轉登記請求를 구하는 것은 賣買의 本契約에 기한 별개의 權利

이지 豫約完結權의 내용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매예약완결권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도 없

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이미 소멸하여 버렸기 때문이다.

③ 다른 예를 들어보자. 근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는 그 가처분으로 근저당

권자의 임의경매신청을 막을 길이 없다.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은 근저당권의 실행이지 근저

당권의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11) 즉 ‘권리의 행사’와 권리의 처분‘은 엄밀히 구별하여야 함

에도 판례는 이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 현재의 登記例規상 複數의 假登記權利者 中 1人이 一部持分權만에 대한 本登記는 

許容되지 않는다는 論據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명의인은 가등기 명의인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그 일부 사람이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등기권리자 중 그 지

분 내지 예약완결권의 포기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런 경우에는 가등기에는 가등기

의 경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 사람이 일부 지분만에 관하여는 본등

기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12)

그러나 위 등기예규는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에 기초한 것이므로13), 판례가

변경되면 이 예규 역시 폐지될 것에 불과하고, 일부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

되지 않는다.

또한 판례는 복수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전체의 부동산에 대한 이전만이 가능하

다고 보고 있지 않다. 즉 83다카2282 판결은 “가등기 권리자중 그 지분 내지 예약완결권의 포기

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권리자중 일부 사람이 일부 지분만에 관하여는 본등기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으로 일부 권리자가 그 지분 내지 예약완결권의 포기

하는 경우 일부지분만에 대한 본등기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준공유의 이론을 관철할 경우

11) 尹瓊「保全處分(假押留․假處分)의 實務(上)」법률정보센타(1999) 72-73쪽 參照.

12) 1984. 6. 12. 등기예규 제522호.

13) 위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그와 같은 등기실무가 있었고, 83다카2282 판결은 이러한 점도

판시로 들고 있는데, 이는 實務上 假登記를 登記簿에 기재할 때에 오직 하나의 本登記만을

예상하여 1회 본등기의 여백을 두고 記載하는 것이 慣例이고, 또한 數人의 假登記權利者로

하여금 각기 일부 持分에 관하여 本登記를 할 수 있게 함은 지나치게 登記關係를 복잡하

게 하여 登記簿에 의한 公示制度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實務的인 이유 때문인데(梁

承泰, 前揭論文 30쪽 참조), 현재 등기부가 전산화된 마당에는 별의미가 없는 것이다.



일부 권리자가 일부 권리자가 그 지분 내지 예약완결권의 포기하는 경우 민법 제267조에 의하여

포기자의 지분은 나머지 준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게 된다. 그런데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등기예규 제522호에 의하면, 複數債權者 甲, 乙,

丙이 共同名義로 賣買豫約을 체결하고 假登記를 經了한 뒤 甲과 乙만이 辨濟를 받은 때에는 附

記登記에 의하여 登記名義人 중 甲과 乙은 抹消되어 丙만이 남게 됨과 아울러 그 目的物도 원래

의 不動産의 3분의 1 持分으로 줄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14)

라. 共同行使說을 따를 경우의 不合理한 點에 대하여

① 위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채권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을 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目

的不動産의 일부 持分에 대하여만 매매예약의 완결을 하여 擔保權을 實行할 수 있는 者에게 그

前提로서 債權者 전원의 意思表示에 의해 全體 不動産을 移轉받도록 하라고 要求하는 것은 不必

要한 것을 强要하는 셈이다. 債權者 중 一部가 行方不明이거나 債務者와 짜고 다른 債權者에게

協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체 債權者에 의한 共同의 權利行使를 요구한다면 결국 擔保權의 實行

은 不可能하게 되는 불합리가 생긴다.15)

② 또한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는데16), 이를 공동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복수의 채권자 중의 1인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자신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

을 막을 길이 없다.

4. 小結論 (單獨行使說 : 原則的으로 單獨行使, 例外的으로 共同行使)

① 수인의 채권자에 의한 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는 준공유에 해당하지만, 준공유인 매매예약

완결권을 반드시 공동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 완결권의 행사는 공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판시에는 찬동하기 어렵다.

② 결론적으로, 共有者는 그 持分을 處分할 수 있고 자신의 持分의 比率에 따라 공유물을 使

用, 收益할 수 있으므로(민법 263조), 복수의 채권자 중의 1인은 자신의 지분범위 내에서 예약완

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14) 梁承泰, 前揭論文 32쪽.

15) 梁承泰, 前揭論文 26쪽.

1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91다44773 판결 등.



이에 대하여 담보목적으로 매매예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준공유자 중의 1인이 민법 265조 단서

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의 보존행위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나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

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17), 다른 준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예약완

결권이나 등기청구권까지 보존행위로 행사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등기예규18)도 가등기 권리

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부동산 전체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③ 다만, ㉠매매예약의 내용 중 예약완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매

매예약의 성질이나 체결경위에 비추어 단독행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매매예약채권자 사이의 내부적 관계가 긴밀하여 공동으로만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를 들

어 조합원들이 예약완결권을 준합유하는 경우)에는 단독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할 여지가 있을 것

이다.

④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의 판시내용은 다음의 2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첫째 수인의 채권자와 “매매예약이 있는 경우”이고, 둘째 그 매매예약이 채권담보

의 목적으로 경료된 경우19)이다.

그런데 만일 원고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가 적용

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즉 매매완결의 의사표시없이 채무변제기가 도과하

면 그 다음 날짜로 자동완결되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 판례

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다카604 판결은 매

매예약완결권행사가 간주되는 경우에도 복수채권자가 위 완결권 자체를 준공유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하여 마찬가지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20)

17) 金容晋, “數人의 共同名義로 된 擔保假登記에 基한 本登記請求權의 行使”, 對象判例: 大判

1985.5.28. 84다카2188,「判例月報」186號 (86.03) 42쪽.

18) 1983. 07. 14. 등기예규 제484호 (441). 공동가등기 권리자 중 한 사람이 부동산 전체에 대

하여 본등기신청 가부 :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할 경우에 그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려

는데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 권리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부동산 전체에 대한 본등기를 신

청할 수는 없다.

19)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이 경료된 경우가 아닌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는

불분명하다.

20) 黃仁行, “複數債權者 共同名義로 假登記된 경우의 本登記履行請求”, 對象判例: 大判

1985.5.28. 84다카2188,「大法院判例解說」4號 (89.01) 111-112쪽.



III. 複數債權者에 의한 賣買豫約目的物의 所有權移轉登記請求가 必要的 共同訴訟인지 여부

1. 學說과 判例의 態度

가. 학설의 대립

複數債權者에 의한, 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가 必要的

共同訴訟인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긍정설

複數債權者에 의한 賣買豫約目的物의 所有權移轉登記請求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견해이

다.21)

(2) 부정설

複數債權者에 의한 賣買豫約目的物의 所有權移轉登記請求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견

해이다.22)

나. 대법원 판례의 태도 (肯定說)

판례는 “복수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공동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고,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 즉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및 이에 따른 목적물의 소유

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처분행위라 할 것이므로, 매매예약 완

결의 의사표시 자체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수채권자 전원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예

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매매예약

완결권을 준공유하고 있던 복수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3)

즉 대법원 판례는 複數債權者에 의한 賣買豫約目的物 所有權移轉登記請求가 必要的 共同訴訟

이라는 理由를 직접적으로는 準共有에 속하는 賣買豫約完結權의 處分行爲라는데서 求하고 있다.

이러한 論理가 타당한지는 뒤에서 살펴본다.

21) 黃仁行, 前揭論文 111-112쪽.

22) 梁承泰, 前揭論文 32쪽; 金容晋, 前揭論文 43쪽; 小山昇, 前揭論文 167-169面.

23)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1985. 5. 28. 선고 84다카2188 판결, 1985. 10.

8. 선고 85다카604 판결,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다. 일본의 하급심 판례 (肯定說)

◎ 名古屋地方裁判所 昭和 53(1978). 3. 24. 判決

① 판시내용 : 위 판결은 債權擔保를 위한 賣買豫約에 관한 下級審判例인데, 債權者 甲은 債務

者 A에게 金員을 貸與한 후 그 擔保로 A所有의 不動産에 관하여 賣買豫約을 체결하고 그 名義

로 所有權 移轉請求權 保全을 위한 假登記를 경료하였고, 그 후 乙과 丙이 각기 A에게 金員을

貸與함에 있어 담보조로 위 같은 不動産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擔保方法으로 종전의 甲 단독명

의로 한 賣買豫約을 甲, 乙, 丙의 共同名義로 變更하되 그에 따르는 登記節次는 따로 하지 아니

하며 甲 名義의 假登記가 그대로 存續된 후, 債務者 A가 債權者 3人에 대한 債務를 전혀 변제하

지 아니하자 甲(실제 소송에서는 甲의 상속인이었으나 편의상 甲으로 한다)은 단독으로 豫約完結

의 意思表示를 한 뒤 目的物 전부에 관하여 假登記에 基한 甲 명의로의 本登記 및 不動産의 引

渡를 訴求한 사안에서, 複數債權者의 關係는 賣買豫約完結權을 準共有하는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

고, 나아가債務者에 대한 豫約完結의 意思表示 및 이에 伴하는 賣買豫約目的物의 明渡, 移轉登

記를 求하는 訴의 提起는 賣買豫約完結權의 處分行爲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반드시 複數債權者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그 訴는 必要的 共同訴訟이라고 判示하였다.

② 분석 : 이 事案은 數人의 債權者 중의 1人이 目的不動産 전부에 관하여 賣買豫約完結의 意

思表示를 하고 그 전부의 所有權移轉을 訴求한 것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의 판시와 일치한다.

2. 긍정설을 채택한 대법원 83다카2282 判決 등에 대한 疑問點 提起

긍정설을 비판하기에 앞서 그 前提로서 먼저, ① 財産權이 共有인 경우 必要的 共同訴訟인지

에 관한 大法院 判例의 흐름 分析하고, ② 數人이 共同으로 賣買契約을 締結한 경우의 法律關係

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財産權이 共有인 경우 必要的 共同訴訟인지에 관한 大法院 判例의 흐름 分析 

判例는 “共有는 所有權이 持分의 形式으로 共存할 뿐 處分權이 共同에 屬하는 것이 아님”을

내세우거나24) 또는 保存行爲를 根據로 거의 共有關係訴訟을 固有必要的 共同訴訟으로 보지 않는

다.

24) 대법원 1965. 7. 20. 선고 64다412 판결, 1994. 12. 27. 선고 93다32880,93다32897 판결. 단

순한 民法上의 共有는 同一物에 대한 數人의 所有權이 持分의 形式으로 共存할 뿐 處分權

이 共同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고(數人에 의한 共同賣却도 各者의 持分을 讓渡한 결과 讓受

人의 單獨所有의 결과로 된 것에 그친다) 共有物에 대한 權利라도 共有者 各者의 共有權을

確定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共有者 全員을 當事者로 할 필요가 없다.



(1) 共有者側이 訴를 제기한 경우(能動訴訟)

(가) 原 則 (보존행위로서 각자가 할 수 있음)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민법 제265조). 여기서 보존행위라 함은 공유물

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말한다25). 공

유건물의 손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리를 한다든가, 부패의 염려가 있는 공유물을 매각하여 금전

으로 보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판례는 공유지분에 기한 방해배제청구(共有物全部에 대한 撤去 따위의 妨害排除請求의 訴26),

引渡․明渡請求의 訴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28) 등), 공유물반환청구도 보존행위에 해당하므

로, 공유자 중 1인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例 外

① 보존행위를 부정한 사례 : 반면,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서만 재판상 청구를 하였으면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공유자와 그

청구한 소송물에 한하여 발생한다.29) 공유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행

사할 수 있다.30) 또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

므로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만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당해 원고에게만 미친다고

하였다.31)

② 共有物 전체에 대한 所有權 確認請求 : 大法院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判決도 共有

物 전체에 대한 所有權 確認도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共有者全員이 하여야 하는 必要的

共同訴訟이라고 비추었고, 共有者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32)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다13 판결은 2人이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경우에 단순한 共同買受

25) 民法注解[V] 物權(2), 博英社(1992) 574면.

26) 대법원 1968. 9. 17. 선고 68다1142,68다1143 판결 .

27) 대법원 1966. 4. 19 66다283, 1968. 11. 26. 선고 68다1675 판결, 1996. 10. 15. 선고 96다

23283 판결.

28)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1999. 8. 20. 선고 99다15146 판결 등.

29)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5146 판결.

30) 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609 판결,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

31)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누405, 406 판결.

32) (同旨) 日最高裁 昭和 46. 10. 7. 判決.



人에 해당될 때에는 賣渡人은 양인에게 1/2 持分에 대한 移轉登記義務를 부담하게 되지만, 그들

을 組合員으로 하는 同業體에서 買受한 것이라면 土地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은 同業者들

의 準合有關係에 있으므로 固有必要的 共同訴訟이라 하였으나33), 이는 합유에 관한 것이지 공유

에 관한 사안이 아니다.34)

(2) 共有者側에 대하여 訴가 제기된 경우(受動訴訟)

判例는 第3者의 共有者에 대한 所有權確認請求 및 所有權保存登記抹消請求는 固有必要的 共同

訴訟이 아니라 하며35), 共同相續人을 상대로 被相續人이 履行하여야 할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請

求36)나 共有不動産에 대하여 時效完成을 原因으로 하는 所有權移轉登記請求37)는 共有者全員을

被告로 하여야 하는 必要的 共同訴訟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모두 處分權이 共有者全員에 共同으

로 歸屬되지 않음을 根據로 한다.38)

그리고 共同占有物의 引渡請求 또는 共有建物의 撤去請求도 共同占有者나 共有者全員을 共同

被告로 하여야 하는 必要的 共同訴訟이라 할 수 없다.39)

(3) 分 析

판례는 保存行爲 또는 各人의 持分權으로 分解하는 理論構成으로 共有關係訴訟에 대해서는 固

有必要的 共同訴訟의 認定을 거의 拒否하는 態度를 나타내고 있다. 例外라면 共有物 전체에 대한

所有權 確認請求 정도이다. 이 점은 日本의 最高裁의 判例傾向도 거의 같고, 共有關係訴訟이 必

要的 共同訴訟이 아니라는 根據로 “不可分債權․債務의 理論”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40)

33) (同旨)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 54064 판결.

34) 그러나 합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으며, 합유물의 분할도 청구할 수 없어, 합유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필요적 공동소송이다(民法注解[V] 物權(2), 博英社(1992) 602쪽, 대

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예외라기 보다는 관계가 없는 판

례로 보아야 한다.

35)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다555 판결,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36)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054 판결.

37) 대법원 1965. 7. 20. 선고 64다412 판결.

38) 반면 日本의 最高裁도 不動産의 買受人이 賣渡人의 相續人에 대하여 賣買契約에 基하여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를 請求하는 訴는 必要的 共同訴訟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그 根據

로 이때의 債務가 이른바 不可分債務임을 내세운다(日最判 昭和 36(1961). 12. 15., 民集 15

卷 11號 2865).

39) 대법원 1966. 3. 15. 선고 65다2455 판결, 1968. 7. 23. 선고 68다1053 판결, 1968. 7. 31. 선

고 68다1102 판결,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

40) 불가분채권의 경우 민법 409조에 따라 1인의 채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나. 數人이 共同으로 賣買契約을 締結한 경우의 法律關係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 대법원 1993. 8. 14. 선고 91다41316 판결 등).

(1) 수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격 (원칙적으로 可分債

權)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약정 내용이나 그

계약의 해석에 따를 것이지만,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인이 취득하는 채권이

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분할채권이 성립한다.41)

판례도 數人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분할채권으로 보고 있다.42) 따라서 공동 매수인 중의 1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자신의 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2) 매도인의 수인에 대한 대금수령채권

기본적으로 매도인의 대금수령채권도 가분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전체를 매도할 의사였음에도 매수인이 수인이라는 사정 때

문에 일부 지분만 이전등기를 하여 주게 됨으로써 사실상 분할 매도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즉 통상의 부동산거래에서 매도인은 부동산 전체를 매

도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수령한다는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런 경

우에는 매수인들의 대금지급채무를 “불가분채무로 한다는 묵시적 특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야 한다43). 따라서 매수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할 때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을 전액 수령하기 전까지는 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다. 肯定說에 대한 批判 

(1) 主流的인 判例의 態度와 背馳됨

41) 편집대표 朴駿緖,「註釋民法 債權總則(2) (第3版)」, 韓國司法行政學會(2000) 151쪽.

42)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281 판결, 1981. 2. 24. 선고 79다14 판결.

43)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51265, 51272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9879 판결 등

참조.



위 공유관계소송에 관한 판례의 추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가등기권자 중 1인

이 자신의 지분에 대한 본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지분권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단독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複數의 假登記 擔保權者가 假登記에 기하여 所有權移轉의 本登記 請求를

하는 경우도 必要的 共同訴訟44)이라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主流的인

判例의 態度와 어긋난다.

대법원 83다카2282 판결 등이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예약완결권행사를 공동으

로 행사하여야 하므로 이에 기한 본등기청구도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사 예약완결권행사를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 본등기청구까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는 지나친 擬制이다.45)

(2) 理論的인 面에서도 問題가 있음

대법원 83다카2282 판결 등은 複數債權者에 의한 賣買豫約目的物 所有權移轉登記請求는 準共

有에 속하는 賣買豫約完結權의 處分行爲이기 때문에 必要的 共同訴訟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예약완결권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段階에

있어서 매매예약완결에 기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를 구하는 것은 賣買의 本契約에 기한 별개의

權利이지 豫約完結權의 내용이라 할 수 없을뿐 아니라, 매매예약완결권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

음은 이미 살펴 본바와 같다. 매매예약완결권은 본등기청구를 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소멸하여 버

렸기 때문에 소멸한 권리의 처분행위란 있을 수 없다.

(3) 不當한 結論에 이르게 됨

① 공동으로만 本登記請求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지분권자는 자신의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되

고, 單獨으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을 막을 수 없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② 83다카2282 판결 등에서 複數債權者에 의한 賣買豫約目的物 所有權移轉登記請求를 必要的

共同訴訟으로 보는 이유는 이것이 賣買豫約完結權의 處分行爲라는 점에 있고, 1인이 함부로 처분

행위를 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만 본

등기를 구하는 것은 다른 준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볼 필요가 없다.

44)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1985. 5. 28. 선고 84다카2188 판결, 1985. 10.

8. 선고 85다카604 판결,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45) 梁承泰, 前揭論文 29쪽 참조.



③ 통상의 不動産 賣買契約에 있어 買受人이 數人인 경우 그 중 1人에 의한 持分移轉登記請求

도 가능하고 반드시 必要的 共同訴訟에 의할 필요가 없으므로(전항의 “數人이 共同으로 賣買契

約을 締結한 경우의 法律關係”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法理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

다. 賣買契約의 效力이 豫約에 의해 發生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權利行使方法에 차이를 두는 것

은 부당하다.

라. 小結論 (否定說)

複數債權者에 의한 賣買豫約目的物의 所有權移轉登記請求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긍정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론적인 모순점을 지니고 있고, 부당한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찬성하기 어렵

다.

오히려 매수인이 수인인 不動産 賣買契約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분채권이라

는 판례의 입장과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주류적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부정설이

기존의 판례의 태도와 수미일관하는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IV. 맺음 말

결론적으로, 복수의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賣買豫約을 체결하고 複數의 채

권자를 공동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假登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중의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의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1985. 5. 28. 선고 84다카2188 판결, 1985.

10. 8. 선고 85다카604 판결,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등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

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복수의 채권자

전원에 의하여 제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위 대법원 판결 등은 별다른 검토 없

이 앞서 본 일본 하급심인 名古屋地方裁判所 昭和 53(1978).3.24. 判決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위 일본 하급심 판결은 일본에서조차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판결인데, 이를 그대로

수용한 하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83다카2282)이 확대재생산되어 잇따른 여러 개의 판결이 선고

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일부 권리자가 단

독으로 자기지분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

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43939 판결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



할 수는 없 지분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발생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복수의 권리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며, 이때 그 가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권리자 전원이 동시에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기존의 판례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보아 기존 판례를 폐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推測되지만, 적어도

기존 판례의 입장과는 다른 태도를 보인 판결로 보이고, 問題解決을 위한 새로운 示唆點을 제공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