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 총론 기말고사 – 2007.6.13.

● 고사시간은 2시간 입니다. 

● 법전 참조 가능합니다.

● [문1]은 모두 답하고, [문2]는 두개 중 하나의 문항만을 선택하여 답하십시오.

● 답안지에는 학번만 기재하고, 이름과 학과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문1] 사례형 문제(배점 65점)

김갑동은 자기 소유 대지를 이을순에게 금 2억원에 매도하면서, 매매 대금은 이을순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여 생기는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

정하였다. 토지 매매 대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김갑동은 건물 완공 후 30

일 내로 토지 매매 대금 전액을 이을순이 지급하지 못하면, 건물의 소유권도 김갑동에게 

이전하고, 이을순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하였다.

이을순은 이 사건 건물 축조를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건축업자 박병국과 체결하면서, 

건축 공사대금을 3억5천만원으로 정하고, 그 중 5천만원은 계약 체결일에 우선 지급하고, 

잔금 3억원은 완공일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만일 이을순이 그 기간 내에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지 못하면, 박병국이 김갑동에게 토지 매매 대금 잔금을 대신 지급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 후 상가 건물은 2007.1.3. 완공되었으나, 분양 실적이 부진할 뿐 아니라, 이을순에 대하

여 8천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정금자가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을순이 

건축주로서 완공한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하여 이을순 앞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

에 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그 결과 이 건물에 대하여 정금자를 채권자로 

한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 

사태를 수습할 방도를 모색하려 노력하던 이을순은 강민첩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모두를 

2억8천만원에 매수할 의사를 내비치자, 김갑동의 양해를 얻어, 이을순-김갑동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함과 동시에 김갑동이 그 토지를 강민첩에게 같은 가격으로 매도하

고, 이을순은 그 건물을 강민첩에게 금8천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

약에 기하여 강민첩이 지급한 돈으로 이을순은 2007.3.2. 정금자에 대한 채무 8천만원을 

변제하여 가압류를 취소시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강민첩 앞으로 

경료되었다. 

건축업자 박병국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라.

[문2] 다음 중 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설명하시오(배점 35점).

● 계약 체결 상의 과실

또는 

● 청약의 구속력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