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와 의사연락, 가계약금 송금 BUT 매매계약 체결 불발 – 매매계약 및 계약금

일부 불인정 + 받은 금액 반환, 배액 지급의무 불인정: 전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나6726 판결 

 

 

 

1. 사안의 개요 

A. 아파트 소유자(피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매매 중개 위임 

B. 12/8 매수인(원고) 중개사에게 매수의사 표명 및 매도인 은행계좌로 1천만원 

송금  

C. 그 후 동일(12/8) 중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문자 발송 “매매가액 2억3천만원, 

12/8 1천만원 가계약금, 12/12 계약서 1천만원, 중도금 5백만원, 2/26 잔금 2

억5백만원” + “12/12 계약서 작성 예정, 추가 계약금 1천만원, 중도금 5백만

원 준비”  



D. 공인중개사는 매도인(피고) 매매계약 체결 의사 없음 전달 받고, 매수인(피고)

에게 매매계약 헤지 문자 발송 + 받은 1천만원 송금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  

A. 매수인(원고) 주장요지 – 매매계약 주요사항 의사합치로 매매계약 성립 + 계

약금 2천만원 + 해약금은 그 배액인 4천만원 + 또는 적어도 실제 지급한 1

천만원의 배액 2천만원 지급 의무 있음  

B. 매도인(피고) 주장요지 – 매매계약 불성립 + 가계약금 1천만원  

C. 쟁점 – 매매계약의 성립여부 및 가계약금 배액 반환의무 여부  

 

3. 판결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A. 문자메시지에 이 사건 1,000만 원이 가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B. 공인중개사는 소유자로부터 매매 중개를 위임받았을 뿐이고, 그 매매계약 체

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므로, 전달받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및 지급기일에 관한 사항을 원고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

이에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사항에 관한 교섭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C. 원고와 피고는 상호간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

락하였을 뿐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1,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부터 별도로 당사자들이 직접 참

석하거나 당사자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참석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1,000만 원이 지급될 

당시 매매대금 및 그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모습

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한 부동산 매매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

는 점  

 

(2) 송금한 1,000만 원의 법적 성격 – 가계약금 

A.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종된 계약인 계약금계약도 성립하지 않았

다고 보아야 함 



B. 1,000만 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

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인 ‘가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C. 매매계약과 그에 종된 계약금계약 불성립 -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전제한 매수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3) 가계약금 배액 반환의무 불인정 

A.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등 참조).  

B.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C.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방

적으로 파기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그 계약금으로 정한 2,000만 원의 배액이나 그 일부로 지급된 이 

사건 1,000만 원의 배액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전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나672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