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반환청구권과 전세권의 분리양도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

【질 문】

내가 알기로는 전세권이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상, 전세금반환

청구권이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신림

동의 책들이 꽤 여러 권 판례의 태도는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고 있

다.

판례를 보니,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한 경우에 전세권이 소

멸한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

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

【응 답】

명 순 구

I. 서 설

질문내용은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논의의 여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민법이 물건 용익을 내용으로 하는 구관의 '전세권 '을 물권으로 구성하면서,

특히 전세권자로 하여금 전세금 반환을 확보시켜 주기 위한 조치로서 전세금 부분

에 대하여는 담보물권으로서의 측면을 부가시킴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론적 완결성을 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음에서는 질문내용에 국한하여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II. 판례의 변천 상황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일련의 변화를 겪

었다. 판례 변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초기의 판례

초기의 판례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존속하는 한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만

을 양도하여도 전세금에 관한 반환청구권은 이전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일관하였

다(대판 1966. 6. 28. 66다771; 대판 1966. 7. 5. 66다850; 1966. 9. 6. 66다769). 이러

한 판례는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 '라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다.

2 . 현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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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1997년 11

월 25일 대법원(대판 1997. 11. 25. 97다29790)은 한정적극의 방향의 판시를 함으로

써 이 문제에 관하여 일대 전환점을 이루었다. 이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1)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

지므로 담보물권의 통유성으로서의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전세

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그러나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

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다; (3) 그러므로 전세권이 존

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일부 학설은 1969년 12월 23일 대법원 판결(대판 1969. 12. 23. 69다1745)을 들면

서 위 1997년 판결 이전에도 전세금반환채권을 조건부 또는 장래의 채권으로 보아

그 양도성을 인정하였다고 설명하나(예: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574면 등)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1969년 12월 23일 대법원 판결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전세권 '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미등기전세에 관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1969년 12

월 23일 대법원 판결을 분리양도를 허용한 판결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결국, 1997년 11월 25일 판결이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가능성

을 인정한 최초의 것이다.

1997년 11월 25일 판결 이후 1999년 2월 5일(대판 1999. 2. 5. 97다33997) 대법원

은 1997년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

항을 판시하고 있다: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즉 전

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가 허용되는 경우 전세권은 소멸한다는 것이다.

III. 맺음말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

우,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당사자 간의 특약)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가능하다; (3) 분리양도가 허용되는 경우 양수인은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

다; (4) 분리양도가 허용되는 경우에 전세권은 소멸한다.

위에서의 논의는 판례 입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관한 판례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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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 이들 논의

는 다음 기회를 잡아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P .S .]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2000년도 사법시험 1번 문제의 1번지문이 "전세

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

으나, 최근 판례에는 일정한 경우에 그 양도를 허용한 사안이 있다."로 되어 있다면

이는 옳은 설명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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