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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례연구〉

2006년도 民事判例 管見
*

梁 彰 洙
**

Ⅰ. 序

1. 2003년 이래 해 온 바와 마찬가지로1) 한 해를 단 로 “필자 개인의 입장에

서 볼 때 이론 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민사재 례를 말하자면 

恣意的으로 골라서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에 말한 로, “｢논의｣라기보다

는, 그것이 필자의 사고를 자극한 바, 마음 속에 의문 는 숙제로 느껴지는 바

를 어 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무슨 확고한 발언이라고 할 것이 있지 않

으며, 오히려 感想이라고 하는 편이 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 에 ｢管

見｣이라는 제목이 붙은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종 에 와 같이 민사 례를 견하는 을 쓴 실제 인 계기는 주로 법원

의 민사실무연구회로부터 매년 1월의 발표회에 그 해의 민사 례  요한 

것을 골라서 그에 하여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받은 데 있었다. 그 게 보면 

그 들의 체제 는 내용은 반드시 요청자의 희망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인 

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어 거나 지난 3년 동안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해 온 

성으로 이제는 그러한 요청과는 무 하게, 그러니까 注文生産이 아니라 自主生

産으로 이 을 쓰게 되었다.

2. 2006년에 나온 법원의 민사재 례  어떤 것들에 하여는 그것이 공표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7학년도 학술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梁彰洙, “2003년 民事判例 管見”, 人權과 正義 332호(2004.4), 53면 이하; 同, “2004년 

民事判例 管見”, 人權과 正義 344호(2005.4), 79면 이하(이상 同, 民法硏究, 제8권

(2005), 361면 이하, 411면 이하에 각 所載. 이하 이에 의하여 인용한다); 同, “2005년 

民事判例 管見”, 서울 학교 法學 47권 1호(2006), 29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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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직후에 필자가 그 때마다 그에 한 견해를 밝힌 바가 있다.2) 그러므로 여기

서 이들을 再論할 여지는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재 례들에 하

여 다른 견해가 표명된 경우가 있는데, 이에 응하여 보다 상세히 논의할 필요

를 느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들에 하여도 일정한 범 에서 언 하기로 한

다(아래의 Ⅲ.  Ⅳ.). 

3. 에는 상이 되는 재 례를 � 례공보�의 발간시기를 기 으로 골랐는데, 

이번에는 그와 달리 ｢2006년｣의 민사재 례라고 하면, 2005년 12월 쯤부터 

2006년 12월 말까지 법원의 민사재  에서 � 례공보�에 실린 것을 가리키

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 을 한 시기가 기 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의 공 

기타의 이유로 민사재 례  민법, 그 에서도 특히 재산법에 련된 것에 

을 두기로 한다.

Ⅱ. 破産管財人과 民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1. 종 에 大判 2003.6.24, 2002다48214(공보 하, 1583)은 假裝消費貸借의 주

가 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산 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제3

자｣에 해당한다고 단한 다음, 그 사건에서 가장소비차주가 산 재인을 상

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하 다(상고기각). 

필자는 산 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

에 하여 최 로 법원의 입장을 밝힌 이 결의 요성에 하여 주의를 환

기시키면서, 기본 으로 그 단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리고 보다 일반

으로,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민법의 여기 기서 보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 

항하지 못한다”는 이른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서 ｢제3자｣ 는 ｢선의의 

제3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여 보는 계기가 된다는 을 강조한 바 있다. 거기

서 ｢다시 생각하여 보는 계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에서 그러하다. 하나

 

2) 梁彰洙, “목적 토지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시효취득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판례평석)”, 法律新聞 3473호

(2006.7.10. 자), 15면; 同, “토지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와 건물신축행위의 중지청구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58454 판결(판례평석)”, 法律新聞 3479호(2006.8.7. 

자),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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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 부터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하여 례가 “가장행 가 유효

임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이해 계를 맺은 자”인지 여부라는 태도를 취하여 왔

다고 이해되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이해를 재검토할 필요는 없겠는가 하는 것이

다. 다른 하나는, 경매나 산과 같이 다수의 이해 계인이 참여하여서 차의 

안정성이 보다 강조되는 장면에서는 구를 기 으로 과연 그 ｢제3자｣를 구라

고 할 것인지, 그 ｢선의｣ 여부는 어떻게 단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제기된다는 

것이다.3)

2. 그 후  결이 다룬 문제에 하여 우리로서는 드물게 열띤 논의가 행하

여졌고,  결의 태도에는 찬성하는 견해는 물론이고, 반 하는 견해도 지 

않게 제기되었다.4) 그리하여 이에 한 법원의 응이 주목되던 차에 大判 

2005.5.12, 2004다68366(공보 상, 927)은 傍論으로 종 의 태도를 그 로 유지함

을 밝힌 바 있다.5) 그런데 이 결이 앞서 본 산 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와 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확

하게 이해하는 것은 상당한 검토를 요한다. 

이 결에서 정면으로 다루어졌던 것은,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감소된 경우에 권자의 면책을 정하는 민법 제485조가 용되는지에 한 

단의 제로 과연 원고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민법 제481조)에 있는지의 문

제이었다. 그리고  결은 산 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

 

3) 梁彰洙(註 1. 2004), 369면 이하.

 

4) 위 판결이 나오기 전의 하급심재판례 및 이 문제에 관한 문헌 등에 대하여는 權英俊, 

“通情虛僞表示로 인한 法律關係에 있어서 破産管財人의 第3者性”, 法曹 2007년 5월호, 

44면 이하(이 글은 원래 ｢私法의 諸問題｣라는 주제로 2007년 2월 22일에 열린 서울대

학교 BK21법학연구단 비교한국법센터 주최의 2007년도 제1차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것이다), 註 3 및 註 8 내지 10을 보라. 그 후에 나온 이 문제에 대한 글로서는 위 權

英俊의 논문에 대한 金炯錫의 토론 요지(이 토론 요지의 내용에 대하여는 후술 4. 참

조); 양재호,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이 경우 ‘선의성’의 판단기준”, 민사판례연구회 2007년 2월 발표 논문(民

事判例硏究 30집(2008년 2월 발간 예정) 수록 예정); 金載亨, “2006년도 중요판례 개

관. 민법 총칙⋅물권”, 法律新聞 3539호(2007.3.22. 자), 12면 참조. 그런데 이상의 세 

문헌은 모두 판례의 태도에 찬성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학설상황은 이제 이른바 긍

정설로 기울어졌다고 할 것이다.

 5) 이 판결에 대하여는 우선 梁彰洙(註 1. 2006), 336면 이하에서 간단하게 검토한 바 있

다.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서는 尹眞秀, “借名貸出을 둘러싼 法律問題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판결”, 民事裁判의 諸問題 15권(2006), 121면 이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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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된다고 설시하면서도, 정작 요한 의 문제에 하여 “  민법 제108조 제2

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의 소멸 등 산 에 

산자와 상 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 계에 하여 산 재인에게 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그 경우 산자와 상 방 사이에 일정한 법률효

과가 발생하 는지 여부에 하여는 산 재인의 입장에서 형식 으로 단할 

것이 아니라 산자와 상 방 사이의 실질  법률 계를 기 로 단하여야 한

다”는 태도를 내세운 다음, 구체 으로 이 사건의 사안6)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  법률 계를 기 로 하여” 단해 보면, “원고는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출 채무에 한 주채무자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실질 인 계에서는 최종 인 

변제책임을 지는 주채무자가 아니라 그 채무를 변제할 경우 B 고가 실채무자

인 A 회사에 하여 가지는 채권  이에 한 담보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지 에 있다”고 하여 결국 민법 제485조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러니까 의 大判 2005.5.12.는 정작 문제가 되는 변제자 의 격 유무의 

문제에 하여, 원심 결이 산 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

하는 것을 이유로 그 격이 인정된다고 단하 던 것과는 뚜렷이 다르게, ｢실

질  법률 계｣라는 기 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산 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법  단은 ｢실질  법률 계｣에 비

되는 그야말로 ｢형식  기 ｣으로서, 문제가 되는 법률 계의 성질 여하 등에 따

라서는 반드시 그 로 용되지 아니할 여지를 안고 있는 부차 인 의미를 가지

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 게 보면,  大判 

2005.5.12.가 앞서 인용한 부분에서 “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덧붙이는 것도 심상하게 보이지 않는다.

3. 그런데 이번에 나온 大判 2006.11.10, 2004다10299(공보 하, 2066)는, 산

 

6) 이 사건에서는 A 회사가 B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으려고 하였는데, 그 대

출에 있어서 동일인 대출한도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동의 

아래 그 대출자의 명의를 원고로 하되 A 회사, B 금고 및 원고 사이에서는 원고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A 회사의 지배주

주 C 등은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원고 등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 금고 앞으

로 설정하였다. 그 후 B 금고는 파산하였는데, 그 직전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등

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B 금고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채무부존

재확인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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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건 해결의 결론

을 좌우하는 맥락에서 의문의 여지 없이 종 의 태도를 그 로 유지하고 있다. 

이제 산 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고한 

례의 태도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1) 이 결의 사실 계를 요약하면, A 신용 고의 주주 B가 A 고에게 

출을 요청하자 A 고는 출자자 출 지규정(구 상호신용 고법 제37조 참조)

을 면탈하기 하여 제3자의 출명의를 빌어 출을 실행하기로 하고 원고로부

터 그 명의를 빌어 27억원을 출하 는데 그 명의 여에 있어서 원고에게는 아

무런 채무 는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하 다는 것이다. 그 후 A 고에 

하여는 산선고가 행하여졌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A 고의 산 재인( 보

험공사)을 상 로 해서  출에 기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것의 확인을 청구하

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 다. 그 이유는, A 고의 원고에 한 출은 

통정허 표시에 해당하지만, 피고가  산선고 당시에  출이 명의 여에 

기하여 행하여졌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7) 피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시하여 원심 결을 기하 다.

“ 산 재인은 선임되어 산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명되는 법  

지 에서 여러 가지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바, 산 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

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한 것( 법원 2003. 6. 24. 선고 2002

다48214 결, 2005. 7. 22. 선고 2005다4383 결 등 참조)은, 산 재인은 

산채권자 체의 공동의 이익을 하여 선량한 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 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산

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 으로 할 수는 없고, 총 산채권자를 기 으로 

하여 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산 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7) 문제의 파산선고가 있기 전에 금융감독원이 A 금고에 대하여 경영관리조치(영업정지

명령)를 취하면서 그 관리인의 한 사람으로 피고의 직원(검사역) B를 임명하였는데 그 

B가 實査를 통하여 이미 이 사건 대출거래가 가장행위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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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산 재인인 피고가 산선고 이 에 

에서 본 바와 같은 까닭으로 개인 인 사유로 이 사건 출계약이 통정허

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산선고시 산 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피고가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함을 제로 한 원심의 단에

는 산 재인의 선의성 단에 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 결과에 향을 미

친 법이 있다.”

(3) 그 외에 이 결은 앞의 1.의 말미에서 제기한 문제들과 련하여서, 선의

⋅악의 단은 산채권자 원을 기 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단의 기 시 은 산선고시라는 것을 밝힌 데

도 큰 의미가 있다. 

4. 필자는 산 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하는 

례의 태도에 찬성하는 것은 기본 으로 산채권자가 이 맥락에서 압류채권자와 

달리 취 되어야 할 결정  이유가 없다는 고려에서이다.8) 즉 산은 내용 으

로 보면 압류가 채무자의 체 재산에 하여 행하여져서 채권자 원의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는 차이고, 산 재인은 그 차에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개별

으로 권리를 추 할 수 없게 된― 채권자들 원을 한 이익 표자로서 그 

직무를 행한다. 그러므로 개별 재산에 한 압류로써 자기 채권의 만족을 한 

차를 推動한 채권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의 보호를 받는다면, 이

러한 압류채권자의 법  지 를 包括的이고 한 集合的으로 보유⋅실행하는 

산 재인은 더욱이나 그 게 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9) 

한편 반 견해의 가장 주요한 논거는, 어떤 이가  ｢제3자｣에 해당하려면 그

 

8) 梁彰洙(註 1. 2004), 369면 이하 참조.

 

9) 뒤의 註 14에서 보는 대로 허위표시의 당사자에 대한 ｢채권자｣(넓은 의미의)가 ｢제3자｣

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를 가장 상세히 다루는 일본문헌인 米倉明, “法律行爲(四二) ― 

虛僞表示(六)”, 法學敎室 87호(1987.12), 33면은 그 중에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말한다.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본민법] 제94조 제2

항의 ｢제3자｣에 해당함에 대하여는 판례⋅학설을 통하여 지금까지 거의 異論이 없다. 

… 그렇게 보는 이유는 파산은 말하자면 포괄집행(파산자의 全財産에 대한 압류, 일반

적⋅포괄적 압류. [관련 파산법 조항 열거])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굳이 

말하자면 압류채권자 전체)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인용문 중의 꺾음괄호는 인용자의 

부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을 포함하여 이하 같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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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허 표시의 유효성을 믿어서 새로운 이해 계를 맺었어야 하고 종 의 재

례도 같은 취지에서  ｢제3자｣에 하여 이를 “허 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외형

상의 법률 계를 토 로 새로운 이해 계를 맺은 이”라고 定式化하고 있는데, 

산 재인은 산자의 재산 계를 그 로 제하여 산채권자들의 공평한 만족

을 도모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와 같은 ｢제3자｣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압류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만 산 재인

은 그 지 않다고 하는 이유로, 집행 상에 하여 압류채권자는 주도 ⋅공격

이고 강력한 이해 계를 가지는 데 산채권자는 수동 ⋅ 립 이고 약한 이해

계를 가지는 것으로서, 양자의 利害關係가 다르다고도 한다.

여기서 이러한 논변에 응하는 주장을 보다 상세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이에 하여는 다른 분의 에서 필자가 말하려는 바가 曲盡하게 피력된 바 있

다. 그런데 그 은 학술 회에서의 주제발표에 하여 구두로 행하여진 토론문 

원고로서,10)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근자에 발표될 실제  가능성도 없다고 한

다. 그러므로 그 필자의 동의를 얻어 문헌을 보충하는 의미에서라도 그 주요한 

내용을 여기에 옮기기로 한다.11)

첫째, 산 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에 하여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실제  의문이 제기된다. 압류에 의하

여 가장채권을 환가할 수 있는 채권자가 추가 으로 산요건이 충족된다고 

단해서 산을 신청하 다고 해서 지 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 가장채권을 압류해서 제108조 제2항의 용을 받을 수 있게 

된 채권자가 이후 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문제의 가장채권이 갑자

기 책임재산에서 이탈하는 결과가 되어도 좋은가?

둘째, 법원의 견해를 따른다면 산선고시 구체 으로 압류를 하 거나 압류

를 하 을 채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에 한 계에서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이 

용될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련해서는 

산선고의 효과가 가지는 특수성이라는 에서 볼 필요가 있다. 즉 산 차가 

개시되면 각 채권자에게는 산채권의 개별행사가 지되고, 기존에 진행 이던 

소송도 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9조). 그 신 법률은 채무자의 재산을 산재

단으로 구성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여 압류  효력을 발생시킨 다음, 이

10) 金炯錫(註 4)의 토론문.
11) 그러므로 이 항목 부분은 기본적으로 金炯錫 교수의 저작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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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 하여 그리고 강제 으로 모든 산채권자에게 귀속시킨다. 즉 여기서 법

률은 산 재인⋅ 산채권자에게 ｢수동 ｣ 지 를 강요하는 한편, 그 강요에 

한 ｢보상｣으로 재산 체에 한 압류채권자로서의 지 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산선고가 있은 후 산 재인이 산채권자들을 ｢ 표｣하여 민법 제

108조 제2항의 ｢제3자｣로서 보호를 받는 것은 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의도된 

법  지 의 균형상 당연한 것이다.

셋째, 우리 강제집행법상 채권자평등주의가 채택되어 있어, 실제로 압류채권자

의 지 가 산채권자의 지 와의 차이가 외국과 비교할 때 크지 않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컨  오스트리아 민법 제916조 제2항은 “[허 표시의] 의사

표시를 신뢰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서는 허 표시의 항변을 항할 수 없

다”고 규정하는데, 례는 압류채권자는 이에 포함시키지만 산 재인은 포함시

키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이에도 반 견해가 있는데, 어떻든 이 견해는 오스트

리아법에서는 수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조문은 신뢰에 의한 “권리 취득”

을 명시 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강제집행법상 채권의 압

류가 있으면 채권자에게 압류질권이 발생하여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반면,12) 

산채권자는 평등주의에 따라 그러한 혜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 

제916조 제2항의 문언과 채권자 주도에 의한 압류질권 취득을 제하는 집행법

⋅ 산법 조문 하에서는 와 같은 해석이 일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체계

에서는 압류에 의하여 압류질권을 취득한 자는 이후에 산이 선고된다고 해서 

자신의 지 를 상실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한 압류가 아니라 산을 신청하는 

이는 이러한 압류질권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108

조 제2항은 그러한 “권리 취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실제로 례

도 그러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법상 어도 원칙 으로는 압류채

권자에게 별다른 우선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며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평등

분배를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에서 우리 압류채권자의 지 는 산채권자의 

지 에 근 하게 된다. 이러한 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제3자성을 정한다면, 

산채권자에게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필자는 산 재인의 ｢제3자｣성에 련한 논의를 보면서 법학방법론  

에서 다음과 같은 감상을 가진다. 

12) Koziol/Welser, Grundriß des bürgerlichen Rechts I, 12.Aufl. (2002), S. 3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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否定說은 민법 제108조 제2항, 나아가 第三者保護規定 반에 한 일정한 이

해로부터 출발하여, 일반 으로 ｢신뢰보호｣를 말하고 혹은 일반 으로 ｢외 기

성｣를 논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종 의 재 례가 말하는 앞서 인용한 일정

한 定式(“허 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외형상의 법률 계를 토 로 새로운 이해

계를 맺은 사람”)에 의하여 지지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산 재인은  규

정이 보호하려는 ｢외 에의 신뢰｣와는 무 하게 선임되었고,  그의 법  지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그에게 무슨 ｢새로운 이해

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그 다면 이에 하여는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를 들어 A가 어떤 부동

산이 가장양도로 인하여 실제로는 B의 소유가 아니나 그의 명의로 등기된 것을 

보고 B에게 채무를 변제할 상당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B에게 을 여

하 다고 하자. 여기서 A는 “허 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외형상의 법률 계를 토

로 새로운 이해 계를 맺은 사람”이라는 정식에 꼭 들어맞는 것 같으며, ｢신뢰

보호｣의 입장에서도, ｢외 기 성｣이라는 입장에서도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을 듯하다. 그런데도 학설은 하나같이 이

를 부인한다.13)14) 그 이유에 하여는, 그가 “새로운 이해 계, 즉 가장행 와는 

별개의 법률행 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 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15) 여기서는 다시 반드시 종 의 공식으로부터 무리 없

이 도출되는 것인지 의문이 없지 않은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 계｣

라는 기 이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데, 설사 이를 그 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도 체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 계｣란 어떠한 것이기에 의 경우

에 A가 B에 을 여한 것이 그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 하지 않을 수 없다. 

13) 이를 논하는 문헌은 일치하여 그렇게 말한다. 民法注解[II](1992), 372면(宋德洙 집필); 

高翔龍, 民法總則, 제3판(2003), 403면; 金容漢, 民法總則論, 再全訂版(1993), 291면; 李

東炯, “通情虛僞表示를 한 者의 破産管財人이 民法제108조 제2항의 第三者인지 여부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法曹 573호(2004.6), 143면 등 참조.
14) 우리의 학설이나 판례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의 논의를 답습하고 있다고 해도 큰 잘

못은 아닐 것인데, 일반적으로 허위표시의 당사자에 대한 ｢채권자｣(압류채권자, 대위채

권자, 특정채권자, 일반채권자를 포함하여)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일본민법 제94조 제2

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를 논의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또 가장 착상이 풍부한 일

본의 문헌은 필자가 본 한에서는 米倉明(註 9), 28면 이하이다. 그리고 同所, 39면에 

의하면, “단순한 채권자가 동 조항[일본민법 제94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물론”이라고 한다.
15) 民法注解[II](1992), 372면(宋德洙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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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우리 민법 제108조 제2항으로부터 일본민법 제98조 제2항 → 일본구민법 

증거편 제50조로 소 하면서 그 연원의 하나로 인정되는 ｢假裝行爲(Simulation)｣

에 한 랑스민법 제1321조16)(“비 증서[contre-lettre]17)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만 효력을 가진다. 비 증서는 제3자에 하여는 어떠한 효력도 없다”)의 제2문

의 해석으로는 일반채권자(créanciers chirographaires)가 그 규정상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데 異論이 없는 것이다.18) 

 압류채권자는  정식에 잘 들어맞는 것도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꼭 그 게만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도 없지 않다. 채권자는 채

무자의 책임재산을 자기 채권의 만족에 돌릴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채무

자의 실제의 재산상태를 기 으로 해서 채권의 만족가능성이 措定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행 로 취득한 재산은 그를 공취할 수 없고, 공취를 시도하여 압류

를 한들 그것이 ｢새로운 이해 계｣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충분히 제기될 여

지가 있다. “押留는 기존의 법률 계를 강제 으로 實現하기 한 수단과 련된 

차의 하나일 뿐이며, 압류 차를 밟는 것이 새로운 법률상 이해 계를 갖게 하

는 법률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19) 압류채권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피력되는 것도20) 그러한 

에서만 보면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필자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재 례가 말하는 定式은 물론이고, 

나아가 일반 으로 ｢신뢰보호｣라거나 는 ｢외 기 성｣이라고 해도,21) 그것이 

16) 일본민법 제98조 제2항의 沿革 및 起草過程에 대하여는 우선 米倉明, “法律行爲(三八) 

― 虛僞表示(二)”, 法學敎室 82호(1987.7), 40면 이하 참조.
17) 여기서 ｢비밀증서｣란 가장행위를 가리는 이른바 은닉행위, 즉 가장행위의 당사자들 사

이에 행하여진 진정한 합의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18) 우선 Larroumet, Droit Civil. T.3: Les Obligations, Le Contrat, 4e éd. (1998), No.766 

(p.846); Malaurie/Aynes, Cours de droit civil. Les obligations (1985), No.418 (p.285); 

Starck/Roland/Boyer, Obligations. 2: Contrat, 4e éd. (1993), No.997 (p.419) 참조.
19) 李東炯(註 13), 143면 이하.
20) 尹眞秀, “2006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서울 학교 法學 48권 1호(2007), 161

면 이하 및 註 79도 “압류채권자를 위 조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 하

는 점에 관하여도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적어도 우리 학설의 

이해로는 이는 전형적인 ｢신뢰보호｣의 제도인― 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독일민법 제892

조 제1항 제1문의 해석으로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채권자(Vollstreckungsgläubiger)

가 그 공신력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며 그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진정한 재

산만이 책임재산이 된다고 보는 데 거의 異見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21) 혹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선의의 제3자만을 보호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관점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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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단기 을 남김없이 한 

별도의 평가작업을 할 필요 없이 논리 인 포섭만으로 용할 수 있을 만큼 구

체 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다. 그리고 그 단은 종국 으로는 제3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구체 인 경우의 형  이해 계를 세 하게 

음미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재 례의 정식과 같은 단틀은 오

히려 그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지시 인 역할을 하는 데 그치는 ｢일응의 규칙

(Faustregel)｣일 뿐인 것이다.22) 실은 산 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개인 으로 필자의 흥미를 끄는 것은, 이미 

앞의 1.의 말미에서도 언 한 로, 이와 같은 법  단의 ｢공식｣과 개법 법문

제 사이의 긴장 계를 정면으로 제기하기 때문이다. 

Ⅲ. 時效完成 후 有效하게 設定된 根抵當權의 被擔保債務를 

辨濟한 時效取得 의 債務 에 한 求償權

1. 大判 2006.5.12, 2005다75910(공보 상, 1039)은 부동산에 한 장기취득시효

가 완성된 후 아직 시효완성 유자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할는지 모르나, 굳이 말하자면 그 규정은 가장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制裁이며(프랑스의 문헌으로 Terré/Simler/Lequette, Les Obligations, 7e éd. (1999), 

No. 526 (p.496) 참조), 다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그러한 제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설명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편 그 규정에서 악의

에 관한 입증책임을 가장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진다는 확고한 통설⋅판례의 

태도는 결국 그 규정상의 ｢제3자｣는 원칙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인데, 이는 그 규정을 

―가령 선의취득에 관한 제249조에서와 같이― 신뢰보호 내지 선의자보호의 측면에서

만 이해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음을 말하여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 그렇게 보면 민

법 제108조 제2항에서 過失 있는 제3자도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도 심상

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일반적으로 신뢰보호의 제도 또는 신뢰책임의 제도라고 해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위상과 내용의 개별제도들이 포함되는 것이며, 肝要한 것은 

그 개별제도들에 관한 전형적 이익상황 및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음미하는 데 있는 

것이다. 
22) 이러한 점은, 주채무가 허위표시로 인하여 무효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大判 2000.7.6, 99다51258(공보 하, 

1861)을 둘러싼 논의에 의해서도 傍證된다. 그 논의에 대하여는 諸哲雄, “불성립한 보

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의 보호와 민법 제108조 제2항”, 民事法學 21호(2002), 266면 

이하; 尹眞秀, “虛僞表示와 第3者”, 스티스 94호(2006), 237면 이하, 특히 255면 이

하를 각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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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법률 계에 하여 매우 흥미로운 단을 보이고 있다.

(1) 이 결의 사실 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유하여 1995년 2월에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 후 아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가 

행하여지기 인 1996년 2월에 그 소유자인 피고는 자신이 A(농업 동조합)에 

하여 재  장차 부담하는 채무의 담보로  부동산에 하여 A 앞으로 채

권최고액 6천만원의 근 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A가 2000년 11월 의 근 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하여 임의경매를 신

청함으로써 경매 차가 진행되어 2001년 9월에 낙찰허가결정이 있었다. 원고는 

이 결정에 즉시항고하면서 A를 피공탁자로 하여 5천2백여만원을 변제공탁하

다. 그 후 원고는 다시 A에게 5백여만원을 지 하 고, 그러자 A는 2002년 3월 

임의경매신청을 취소하고, 나아가 근 당권등기를 말소하 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해 계 있는 제3자로서 와 같이 A에 한 피고의 채

무  합계 5천7백여만원을 변제하 다는 이유로 그 돈  이에 한 지연손

해 의 지 을 청구하 다( 비 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하 다). 이에 하여 

피고는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목 물상의 근 당권 등 물  부담도 시효취득

자에게 이 되므로 원고가 A에게 변제한 것은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 다.

(2) 원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는데, 법원도 다음과 같이 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 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가 마쳐

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한 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이 

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상 그 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

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 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

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 한 소유권을 확보

하기 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한 행 라 할 것이니, 그 변제액 상당

에 하여 원소유자에게 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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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선은 인용자가 생략

한 부분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2.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결취지에 찬성할 수 없다. 어떠한 부동산을 오

래 유하여 그에 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그 유자 앞으로 소유

권이 등기가 행하여지기 에 당권(이 사건에서는 근 당권이 문제되나, 통상

의 당권의 경우와 달리 취 할 이유는 없겠다)이 설정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당권의 부담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물  부담의 차원에서 그러할 뿐이

다. 시효취득자 는 소유권 취득 의 시효완성 유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

한 것은 어디까지나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원래의 채

무자를 상 로 구상할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 이에 하여는 이미 拙見을 밝

힌 바 있으므로23) 여기서 이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그런데 그 후로  졸견에 언 하면서  결의 태도에 찬성하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견해는 “  결이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

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그 자신의 이익을 한 행 라는 이유만

으로 원래의 채무자에 한 상환청구를 부정한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다”는 은 시인하면서도, “시효취득자가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사정”을 

시하여 와 같은 경우에 시효취득자의 원소유자에 한 구상권은 부인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증여자의 담보책임을 원칙 으로 부정하는 민법 제559조를 원용

하여 “부동산을 증여하 는데 그 부동산에 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수증자가 이

를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수증자로서는 증여자에게 그 상환을 청

구하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이치는 시효취득자와 원래의 소유자에

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오히려 시효취득의 경

우에는 원래의 소유자의 의사와는 계없이 소유권이 시효취득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원래의 소유자에게 피담보채무 상당의 상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이라는 에서 비추어 보아도 부당하다”고 한다.24)

23) 梁彰洙(註 2. 3473호), 15면.
24) 尹眞秀(註 20), 4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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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나 증여자의 담보책임을 원칙 으로 부정하는 민법 제559조를 시효취

득자와 부동산소유자 사이의 법률 계에 유비할 수 있는지가 우선 의문이다. 

애  매매나 증여 등 계약 계에 있지 아니한 시효취득자와 원래의 소유자 사

이에 어떠한 계약목 물의 권리 는 물건의 성상 등에 한 ｢보증(guarantee)｣으

로서의 ｢담보책임｣이 논의될 여지는 없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민법은 공

유물분할이나 상속재산분할에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70조, 제1016조), 이들에 있어서는 분할에 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거나 

그 합의가 없으면 이에 갈음하는 재 상 분할을 정하고 있어서(제269조, 제1013

조), 어느 경우에나 지분의 상호 교환 계에 쉽사리 유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그러한 유비가 있을 수 

없다.

나아가 내용 으로도 민법 제559조는 “증여자는 목 물의 상 로 증여하는 

것이므로 목 물상의 물건하자에 하여 담보책임을 질 이유가 없고,  자신이 

가지는 것 이상을 부할 의사는 없으므로 권리의 흠결에 하여도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당사자의 의사 추정에 기하여 정하여진 것이다.25) 그러므

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와 같은 의사 추정이 작

동할 여지가 없는 취득시효의 경우에 그 규정을 유추 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

(2) 혹 민법 제559조가 시효취득자와 부동산소유자 사이의 법률 계에 유비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의 목 물에 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시효완성

유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것이라면, 이에 하여

는 부담부 증여에 한 동법 제559조 제2항(“상 부담 있는 증여에 하여는 증

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이 유추 용되어

야 할 것이다. 

(3) 뿐만 아니라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한 민법 제559조는 증여계약이 체결

된 후 이를 이행하기 에 증여자가 야기한 권리흠결에 하여는 용이 없다고 

25) 우선 民法注解[XIV](1997), 51면(高永銲 집필) 참조. 우리 민법 제559조와 같은 내용의 

일본민법 제551조에 관하여 新版 注釋民法(14)(1993), 53면(柚木馨⋅松川正毅 집필)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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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되어야 한다. 연 상으로 보면 우리 민법 제559조는 일본민법 제551조를 거

쳐 독일민법 제523조 내지 제525조로 소 되는데, 독일에서도 제523조가 그와 

같이 해석된다는 데 異論이 없다.26)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소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완성 유자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가 행하여지기 에 근 당권

을 설정하 다. 그러므로 굳이 시효취득을 증여에 類比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가

정하여도, 증여의 경우로 보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이 있기 에 권리

흠결을 스스로 야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더욱이나 민법 제559조

를 여기에 끌어들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견해는 “부동산을 증여하 는데 그 부동산에 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수증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수증자로서는 증여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하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물론 부동산증여의 경우에 목 물에 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당권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방이 그 당권의 존재를 아는 경우가 부분일 것

이고, 그 다면 방이 그 피담보채무의 인수(이행인수 등을 포함하여)에 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가 사정

에 따라서는 묵시 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약의 

해석으로 수증자의 피담보채무 이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수증자가 ―

단순히 당권의 물  부담을 넘어서― 타인의 채무인 그 피담보채무를 이행하

는데 이에 하여 증여자에게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이유가 없다. 

의 견해는 아마도 민법 제559조가 담보책임을 원칙 으로 배제하므로, 매도

인의 담보책임에 한 민법 제576조 제2항27)도 용되지 않고, 따라서 민법 제

559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시효취득자와 원소유자 사이의 법률 계에 있어서

도 민법 제57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환청구는 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도 모른다.

민법 제576조는 그 제1항에서 매매의 목 이 된 부동산에 당권( 는 세권)

이 설정된 경우에 그 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26) 우선 MünchKomm/Kollhosser, § 523 BGB Rn.4 (4.Aufl., 2004, S.1298)(같은 취지의 

문헌들을 열거하고 있다) 참조.
27) 위 견해는 증여자의 담보책임이 배제되는 것과 관련하여 민법 제576조 제2항을 구체

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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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제2항에서 “前項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원래 매수인이 매매목

물에 설정된 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매도인이 동시에 당채무자인 경

우에는 매도인에 하여 그 출재가액을 상환받을 수 있고, 당채무자가 매도인

이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제3자에 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민법 제576조 제2항은 후자의 경우에 매도인에 하여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28)

이와 같이 민법 제576조 제2항은 단지 상환의무자의 범 를 원칙 인 경우보

다 확장하여 매도인의 보호를 도모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민법 제559조에 좇

아 증여에 민법 제576조 제2항이 용되지 않지만, 수증자가 증여목 물에 설정

되어 있던 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 다면 그로 인한 구상 계는 당연히 

원래의 법리로 돌아가 그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와 같은 경우에 그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이면 증여자에 하

여, 제3자의 채무이면 그 제3자에 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게 

보지 않으면, 그 채무자는 타인의 출재로 자신의 채무로부터 종국 으로 벗어나

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수

증자가 그 채무도 인수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는 증여

자에 한 報恩의 심정 등에서 증여의 의사로 그것을 이행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출재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증여목 물에 원래부터 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를 반복하거니와, 자신의 소유물 는 매수한 

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당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은 물  부담의 차원에

서의 문제이고, 그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인  채무가 소유자, 매수인 

는 수증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스스로 당권을 설정하여 

 경우에도 당권의 물  부담을 벗어나기 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28) 民法注解[XIV](1997), 447면(南孝淳 집필) 참조. 우리 민법 제576조 제2항에 상응하는 

일본민법 제567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하여 注釋民法(14)(1966), 245면(柚木馨⋅高木多喜

男 집필)(“매수인이 제3자로서 변제를 한 경우에는 그는 별도로 상환청구권과 ―때로

― 대위권을 가지는데, 이 경우에도 이에 더하여 本項의 보호를 받는 것을 막을 근거

는 없다(통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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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무자에 하여 구상할 수 있는데(민법 제341조, 제370조 참조), 하물며 스

스로 당권을 설정하여  것도 아닌 사람이 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

다면 당연히 이를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치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취득시효라고 해서 달라질 이

유가  없음은 앞에서 앞서 이 말한 바와 같다.29) 와 같이 원소유자의 

채무를 변제한 시효완성 유자의 구상권을 부인하는 견해는 시효완성 유자가 

남의 부동산을 아무런 정당한 원인 계 없이(“공짜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정

도의 의무이행은 당연히 스스로 감수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지

도 모른다. 그러나 취득시효는 유자가 목 물을 장기간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유한 경우에 사회의 평화를 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무단 유자의 

자주 유 추정을 정당하게도 부정한 大判(全) 97.8.21, 95다28625(集 45-3, 84)

(“ 유자가 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

산을 무단 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

의 의사가 있는 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 이래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  기타 법률요건｣에 기하지 않은 취득시효는 원칙 으로 인정되

지 않는다. 비록 원래의 소유자에 하여 법 으로 유효하게 철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체로 시효완성 유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행 를 하여 당해 부동산의 

유를 개시하 던 것이고, 그 원인행 는 ―비록 많은 경우에 원래의 소유자에 

하여 행하여진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통상 일정한 재산  출연을 수반한

다.30) 요컨  시효취득제도는 이를 내 으로 보다 납득이 가는 방향으로 그 요건

이 정비됨에 맞추어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31) 

29) 이기용, “한국민법에 있어서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民事法學 37호(2007), 20면 이하

도, 위 大判 2006.5.12.의 사안에서 원고는 타인(채무)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비록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하여도 이를 물상보증인의 그것과 달리 볼 이

유가 없다고 하여, 필자와 같은 견해를 취한다. 뒤의 註 31도 참조.
30) 이와 관련하여서는 증여에 관해서도, 당해 재산출연행위만을 놓고 보면 증여자가 아무

런 대가 없이 재산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몰라도, 이를 장기적으로 사회적 맥

락에 놓고 보면 그에게도 상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있다는 사회학자들의 知見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1) 이기용(註 29), 21면 이하도, 위의 大判 2006.5.12.은 “근본적으로 취득시효로 인한 소

유권 취득을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고, 즉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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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뿐만 아니라, 앞의 (3)에서 언 한 바와도 련하여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이어서 원고에 하여 소유권이 등기를 경료하여 

 의무를 지는 상태32)에서 제3자에게 근 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에 다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근 당권 설정이 유효함은 前稿의 2.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大判 

94.4.12, 93다60779(공보 1431) 등 례가 시효 완성 후 등기 에 처분한 원래 

소유자의 불법행 책임의 成否에 하여 “부동산에 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에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 등기청구를 하기 이 에는 

부동산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가  토지를 시효취득한 이후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때까지 원고가 피

고들에게 시효의 주장이나 소유권이 등기의 청구를 한 이 있음을 인정할 만

한 직 인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가  매도 당시 원고의 시효취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 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33)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이 있기 

에 근 당권을 설정해  피고가 원고에 하여 불법행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

물 것이다. 

그러나 객 인 법상태라는 에서 보면 피고는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이제 

차 으로 소유권이 등기만을 남기고 있는 원고의 온 한 소유권 취득을 해

편면적 이해로부터 초래된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고 하면서, “실제 취득시효가 

주장되는 사안 중 적지 않은 사건을 잘 살펴보면 과거에 점유취득의 원인이 매매였던 

경우라 할 수 있고 바로 이 점을 판단하기 위하여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자유점유’

가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요컨대 시효제도는 일응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

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양면이 존재한다. 시효제도는 전자의 경우라면 매우 적절한 제

도라 할 수 있고 그러나 후자의 경우라도 법제도로[서]의 존재가치가 인정되는 제도이

다. 취득시효의 요건론 특히 자주점유론을 치밀하게 전개하고 탐구하는 것은 가능하면 

전자의 경우를 확보하고 후자의 경우는 줄이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나아가 제3자인 법

관이 현재의 진실도 밝히기 어려운데 과연 아주 오래된 과거의 진실을 어느 정도 확인

할 수 있는가를 반문하여 본다면 취득시효제도를 “단지 점유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물

건을 취득하는 부도덕한 제도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한 다음, 

위 대법원판결에서는 당연히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하였어야 했다고 결론내린다. 
32) 부동산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기 전의 법률관계에 대

한 필자의 ｢試論｣(이른바 節次的 權利說)에 대하여는 梁彰洙(註 1. 2006), 306면 이하 

참조.
33) 한편 예외적으로 취득시효 후의 처분에 대한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하는 大判 

89.4.11, 88다카8217(공보 746); 大判 93.2.9, 92다47892(공보 955) 등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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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가 되는 처분행 를 하 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설사 시효완성 유자

인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설정된 그 근 당권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와의 계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이익을 린다

는 것은 그만큼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법 인 논리로서는 물론이고, 

에서 본 반 의 견해가 원용하는 원래 내용이 막연한 바인 그 ｢형평｣의 이름

으로도 상 결의 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Ⅳ. 土地抵當權에 기한 妨害排除와 建物新築行爲의 中止請求

1. 大判 2006.1.27, 2003다58454(공보 상, 316)은 나 지에 근 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지할 것을 토지 당권

자가 그 당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1)  결의 사실 계는 다음과 같다.

A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에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을 건

축하여 분양할 계획을 세우고, 1996년 4월 건축허가를 받아 동년 9월 공사를 시

작하 다. A는 동년 12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 B 은행으로부터  

건물의 건축자 으로 180억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B를 하여  토지에 근

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A 회사는 이른바 IMF경제 기로 인한 분양 부진으로 1998년 1월 지하공사를 

진행하던 단계에서 부도를 냈다. 그러자  오피스텔을 개별 으로 분양받은 수

분양자들이 피고 조합을 결성하 다. 피고는 동년 2월에 A로부터  건축사업의 

시행권을 양수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아래서 보는 가처분이 있을 때까지 지하 6

층부터 지하 1층에 하여 체로 공사를 완료하 다.

원고 회사(유동화 문회사)는 2000년 12월에 B로부터  여 채권과 근 당

권을 양수하 다. 그리고 2001년 3월 그 근 당권의 실행을 한 임의경매를 신

청하여 그 경매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경매법원은  지하공사로 인한 구축물(평

가액 196억원)은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이라고 할 것인데도 이를  토지의 

부합물이라고 잘못 보고 이것도 경매목 물에 포함시켰다. 토지와 지하구축물을 

포함하여 도합 252억원에 낙찰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락허가결정이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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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와 같은 하자로 말미암아 이 결정은 결국 2003년 7월에 종국 으로 취소

되었다.

한편 2002년 4월 원고의 신청으로  근 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

권리로 하는 공사 지가처분이 내려졌다. 그리고 동년 5월에 그 본안으로 이 

사건 공사 지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

(2)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으나, 항소심은 이를 인용하 다. 법

원도 다음과 같이 시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 다.

법원은 우선 추상 으로 “ 당권은 … 당부동산의 소유자 는 그로부

터 유권원을 설정받은 제3자에 의한 유가 제되어 있으므로 소유자 는 

제3자가 당부동산을 유하고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한 당권

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당권자는 당권 설정 이후 환가에 이르

기까지 당물의 교환가치에 한 지배권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목 물의 

소유자 는 제3자가 당목 물을 물리 으로 멸실⋅훼손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밖의 행 로 당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등 당권자의 우선

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당권자는 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 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시하 다. 

나아가 구체 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 지의 소유자가 나 지 상태에서 

당권을 설정한 다음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 으나 피담보채무를 변

제하지 못함으로써 당권이 실행에 이르 거나 실행이 상되는 상황인데도 

소유자 는 제3자가 신축공사를 계속한다면 신축건물을 한 법정지상권이 성

립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경매 차에 의한 매수인으로서는 신축건물의 소유자

로 하여  이를 철거하게 하고 지를 인도받기까지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

여야 하므로, 당 목  지상에 건물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경매

차에서 매수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매각가격을 감시켜 결국 당권자가 지

배하는 교환가치의 실 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단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 차가 개시되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한 사실” 등을 들어 원심의 단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2. 이 결은 나 지의 당권자가 당권설정자의 건축상 권리를 인수하여 

그 지 에 건물을 신축하는 이에 하여 그 신축공사의 지를 청구하는 것

을 당권의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인정한 것이다. 이는 부동산담보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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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실무는 물론이고, 당권의 이론  악에 있어서도 극히 흥미로운 결이

다. 그리고 와 같은 내용의 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한 최 의 결

로서,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건해결에 결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매우 요한 단을 담고 있다.34)

(1) 그러나 이 결의 태도에 하여는 그 추상 인 법리의 에서도, 구체

인 사건해결의 결론에서도 찬성할 수 없다. 이 두 측면을 엄 히 구별하기는 어

려울지도 모르지만, 여기서는 일단 자에 한정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후자와 

련해서는 이 사건 근 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바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하여 

제공된 여 채권이었다는 것, 그러므로 근 당권자는 애 부터 당해 공사가 진

행되어서 장차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에 존립하리라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

라 이를 극 으로 지원하 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에서 당권 설정 당시 이

미 공사가 진행 이었고 그 후에도 피고는 원래의 계획 로 공사를 진행하 을 

뿐이라는 것만을 지 하여 두기로 한다. 

한편 자와 련하여 상 결은 당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

축하는 것이 당권의 법한 침해가 되는지를 논한 우리나라의 문헌35)이 주장

하는 바와 궤를 같이한다. 이 문헌에 의하면, “ 당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 토지

에 한 당권의 실행이 곤란하게 된다. 당권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건물의 존

재는 당권의 담보가치를 손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 으로 

당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 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어도 당권에 

기한 경매 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당권자의 환가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36) 그러나 그 주장에 하여는 뒤의 (3)에서 보는 로 의문이 

지 않다.

(2) 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민법 제370조에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

을 규정하는 민법 제214조를 용함으로써 명문으로 인정되는 바이다. 문제는 과

연 당권에 한 ｢방해｣를 어떠한 요건 아래서 인정할 것인가이다. 이를 생각함

34) 이 판결에 대한 평석 기타 관련 연구에 대하여는 尹眞秀(註 20), 411면 註 80 및 註 

83에 게기되어 있다. 
35) 金載亨, “抵當權에 기한 妨害排除請求權의 認定範圍”, 스티스 85호(2005.6), 101면 

이하.
36) 金載亨(前註),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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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출발 이 되는 것은, 방해배제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바의 당권에 

한 ｢방해｣는 법한 것, 즉 법질서 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

다는 이다. 민법은 소유물반환청구권에 하여 민법 제213조 단서에서 유자

에게 ｢ 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가 그에 하여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표 하고 있다. 이는 비록 정면에서 규정하지는 않

지만 다른 물권  청구권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37)

(3) 당권(이 사건에서는 근 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여기서 다루는 논 에 

한 한 양자 사이에 차이를 둘 것은 아님은 물론이다)이 설정되었더라도 그 당

목 물을 사용⋅수익할 권능은 당권설정자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당권자도 

그러한 용익을 제로 해서 그 목 물에 당권을 설정받는다. 이 사건에서와 같

이 당목 물이 나 지인 경우에 당권설정자, 즉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그 

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는 제3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그 용익권의 행사에 

기한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하다. 나 지 에 건물이 신축

되면 후에 행하여지는 토지 당권에 기한 경매에서 매각 이 건물이 없는 경

우보다 하락하는 것이 부분일지 모르나, 그 신축행 가 와 같이 법하지 아

니한 이상 당권자가 방해배제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다. 나아가 그것은 당권

자가 애 부터 기하 거나 어도 기할 수 있었던 바의 사정이기도 하다.  

그것만을 이유로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한다면, 이는 당토지소유자의 법  지

를 부당하게 약화시키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상은 당권을 양수한 사

람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다.

이에 하여는 “ 당권이 설정된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토지의 

담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 당권이 실행되거나 그 

실행이 상되는 상황이라면 건물의 신축행 는 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

아 그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법원 결을 지지

하는 견해가 있다.38)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당목 물의 담보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만으로 당물소유자의 목 물 이용이 법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再

論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지에 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에게 그 소유자의 

건물 신축이라는 나 지의 가장 형 인 이용형태가 당연히 상되고 상되어

37) 이에 대하여는 우선 뒤의 註 54에 드는 문헌 참조.
38) 尹眞秀(註 20), 41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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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것이며, 그 담보물의 가치는 애 부터 그러한 건물의 존재를 제로 하

여 정하여져야 한다.39) 그러므로 나 지 상에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비로소 새삼

스럽게 그 토지의 담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40) 그로 

인하여 나 지의 담보로서의 가치가 히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으

로 건물을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물건으로 다루는 우리 법의 기본  선

택의 부득이한 결과이다. 한 나 지를 담보물로 제공받는 당사자로서는 뒤의 

(4)에서 보는 로 지상권을 설정받는 것으로써 그 나 지의 용익에 법  향력

을 행사할 방도를 손에 넣는 것을 통하여 나 지의 담보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

이다.

 견해는 “일단 건물 신축이 법하 다고 하더라도 와 같은 상황[즉 당

권이 실행되거나 그 실행이 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건물 신축 공사를 계속하

는 것이 당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까지 그 법성이 유지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령 돼지 여러 마리에 하여 집합동산 양도담보를 설정하

다고 하는 경우에, 양도담보설정자는 양도담보의 목 물을 이루는 돼지를 반출하

는 등의 행동이 허용되지만, 일단 채무불이행상태가 된 이후에까지 그 돼지를 반

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41) 그러나 거기서 든 집

합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도 양도담보설정자는 일반 으

로 여 히 통상의 업 는 생활의 범  내에서는 그 목 물을 반출⋅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채무불이행이 있기 이라도 일반 으로 통상의 업 등

의 범 를 넘은 반출⋅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만 집합

동산양도담보권을 실행하려면 먼  그 목 물을 특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러한 이른바 집합물의 ｢固定｣은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양도담보권

자의 실행통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일어나며, 그 내용도 그 후에는 그와 같이 고

정된 목 물을 이제 반출⋅처분할 수 없게 되는 것뿐이다.42) 그러므로 의 견해

39) 저당채권자가 저당목적물인 나대지의 이용에 간섭할 권한을 가지고자 하는 경우에는 

뒤의 (4)에서 보는 대로 저당권 외에 지상권을 설정받는 것이다. 그러한 권리를 스스

로 확보하지 아니한 저당권자가 애초 허용되었던 저당목적물의 이용을 이제는 막을 

수 있게 된다고 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40) 이 관련에서 저당권설정자의 가치유지의무가 운위되기도 한다(예를 들면 尹眞秀(註 

20), 411면 및 아래의 본문 (8)에서 보는 원심판결의 판시 참조). 그러나 저당물소유자

가 그의 적법한 권한에 기하여 행위가 설사 저당물의 가치를 저락시킨다고 해도 그것

이 그 의무위반이 되는 것은 아님을 물론이다.
41) 尹眞秀(註 20), 4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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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선 그 집합동산양도담보에 한 설명이 정확한지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담보의 목 물이 집합물이 아니어서 이른바 ｢고정｣이 문제되지 아니

하는 일반의 당권의 경우에 집합동산양도담보에 한 설명을 끌어들이는 것은 

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와 같은 견해는 채무불이행의 

상황이 되면 토지소유자의 목 물 용익이 돌연 그 법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

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할 수 없다. 

(4) 한편 우리나라의 융실무에서 나 지를 담보로 취득할 때에 당권 외에 

지상권도 설정받는 일이 지 않게 행하여진다. 그리고 그것은 후에 나 지 에 

건물이 신축되는 사태에 비하기 해서이다. 법원도 大決 2004.3.29, 2003마

1753(공보 상, 781)에서 “토지에 하여 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

해 지상권은 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 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당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 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사건에서 제3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축 의 지상 건물에 한 건축주 명

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해 받았어도 지상권자에게 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지상권자로서는 제3자에 하여 그 건물 축조의 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결론

을 내렸다. 이와 같이 담보의 목 이 된 나 지 에 당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는 그 목 물의 용익에 하여 간섭할 수 있는 법  가능

성을 가지게 된다. 

이와 련하여 이번의 법원 결의 태도를 지지하는 견해는 “ 당권자가 지

상권을 같이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당권자에게 당 부동산의 담보가

치를 확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당권설정

자도 당권자의 이러한 목 을 한 지상권 설정 요구에 하여 특별히 거부할 

사유는 없다. 그 다면 구태여 당권과 더불어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당

권에게 그러한 보호를 부여할 이유는 없고, 당권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보

호를 하여 주는 것이 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비용을 감한다는 면에서 더 합리

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한다.43) 그러나 이는 쉽사리 동의하기 어려운 발상이

42) 이에 대하여는 일본의 문헌으로 우선 道垣內弘人, 擔保物權法(2004), 328면, 331면 이

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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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法制度를 마련하여 두었음에도 이를 이

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고자 하 다면 이용할 수 있었고  그 제

도를 이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용을 감할 수 있다는 논법으로 그 법제도에 의

한 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가? 를 들어, 부동산매수인이 자기 앞으로의 등기를 

게을리하고서는, “그 부동산을 보유할 의사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고, 매도인

도 그 등기 요구를 거부할 사유가 없었으며,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감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 물권  청구권과 같은 부동산소유자로서의 법  구제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부동산임 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확

정일자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 목 물의 용익을 확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는 말할 수 없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확정일자를 받지 않음으

로써 그 비용을 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에게 주택임 차보호법 제3

조의2에서 정하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5) 나 지에 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에서 정하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경우 건물의 신축으로 생

길 수 있는 당권자의 불이익에 처하기 하여 민법은 제365조에서 일 경매

청구권을 구정하고 있다. 그 법문은 “토지를 목 으로 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

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를 그 요건으로 규정한다.44) 그런데  규정

의 취지에 하여 大決 94.1.24, 93마1736(공보 788); 大決 99.4.20, 99마146(공보 

하, 1235); 大決 2001.6.13, 2001마1632(공보 하, 1678); 大判 2003.4.11, 2003다

3850(공보 상, 1178) 등은, 한편으로 당권자에게 당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 다른 한편으로 “후에 당

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

경제 으로 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에 응하는 것이라

고 악한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하여 법원은 일 경매청구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

으로  규정을 해석하여 왔다. 를 들어 大決 98.4.28, 97마2935(공보 상, 1481)

43) 尹眞秀(註 20), 413면. 金載亨(註 35), 120면 이하도 유사한 취지를 말한다.
44) 한편 토지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축조되었으면 그 축조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일괄경매를 인정하는 2004년 개정 후의 일본민법 제389조에 대하여는 梁彰洙, “最近 

日本의 擔保物權法 改正”, 同, 民法硏究, 제8권(2005), 192면 이하, 특히 19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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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이들에 하여 공동 당권을 설정한 후 건

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나 지 상에 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

와 마찬가지로 당권자는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토지와 신축 건물의 일 경

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시하 고, 大判 2003.4.11, 2003다3850(공보 상, 1178)

은, 당권설정자로부터 당토지에 한 용익권을 설정받은 이가 건물을 축조하

어도 그 후 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

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 특히 후자의 결에 비추어 보면, 당권설정자 자신

뿐만 아니라 당토지의 제3취득자, 나아가 당권설정자로부터 당 토지의 용

익권능을 취득한 사람이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일 경매를 인정하

는 것은 그리 먼 걸음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앞서 본 개정이 있기 의 일본민법 제389조의 해석에 있어서, 그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토지 당권 실행 당시 건물이 당토지상에 존재하는 것 

 당토지에 한 임의경매로 토지를 경락받은 사람에 항할 수 있는 당해 

건물의 소유를 목 으로 하는 토지이용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의 두 요건이 충족

되면 토지 당권자는 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45) 우리나라에

서도, 그 게까지 넓게는 아니지만, “ 당권설정자와 건물신축자의 사이에 특수

한 계가 있어서 양자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등 개별 인 사정에 따라서는 

제3자가 건축한 건물에 하여도 일 경매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한 경매

신청시에 토지⋅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 등을 완화

하여 해석함으로써 일 경매의 범 를 확 하는 쪽으로 그 요건에 한 재검토

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46) 

돌이켜 이 사건의 사안에서는 원래의 당권설정자인 A 회사가 애 의 계획

로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를 내자 그 오피스텔을 개별 으로 분

양받은 수분양자들이 피고 조합을 결성하여 A로부터  건축사업의 시행권을 양

수하고 공사를 재개하 던 것으로서, 의 견해가 말하는 ｢ 당권설정자와 건물

신축자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형 인 경우일 것이다. 그 다면 

45) 우선 新版 注釋民法(9)(1998), 595면 이하(生熊長幸 집필) 및 동소 인용의 문헌 참조.
46) 李均龍, “共同抵當權의 目的인 建物을 再建築한 경우에 法定地上權의 成否와 民法 제

365조의 一括競賣의 可否 : 일괄경매의 요건과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

여”, 司法論集 32집(2001), 4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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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토지 당권자는 당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에 하여 일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건물의 존재로 인한 당권 실행상의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었다

고 할 것이다.47)

(6) 이번의 법원 결에 의하면, 나 지의 당권자는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

행이 있으면 그 토지 상에서 행하여지는 건물신축행 의 지를 청구할 수 있다

는 것으로 이해된다.48) 그런데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후하여 당권자(  

당물소유자, 나아가 그로부터 목 물의 용익을 허용받은 이)의 법  지 가 그처

럼 격하게 달라져야 하는가? 

필자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를 들어 일반 으로 건

물이 당목 물인 경우에 그 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불이행상태에 빠지면 이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을 용익할 수 없게 되어 가령 이를 제3자에게 임 하여서

는 안 되는가? 오히려 그는 이를 임 하여 얻은 수익으로써 자신의 재산상태를 

개선하여 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어야 하지 않는가? 물론 그 

경우 임차인은 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매수인에게 목 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지만(  그 경우에 임 인, 즉 당물소유자의 계약상 책임의 문제는 

남는다), 이것은 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 하는 것을 당권자가 

당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막을 수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임은 물론이다. 한

편 민법 제359조는 “ 당권의 효력은 당부동산에 한 압류가 있은 후에 당

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果實 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

다”고 정한다. 이 규정의 이해에 하여는 지 않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49) 그

러나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같이 여기의 ｢과실｣에는 借賃 등 法定果實도 포함되

고50)  일부의 학설처럼 의 규정이 과실수취권을 압류시로 앞당겨 이 시키

47) 일괄경매에 관한 민법 제365조의 해석에 관하여는 別稿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상세한 

논의는 그에 맡긴다.
48) 즉 거기서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설시는 

그 바로 앞에 있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를 꾸미는 말이라고 이해된다.
49) 민법 제359조의 전신이라고 할 일본민법 제371조에 대하여는 특히 物上代位가 우리 

민법에서와는 달리 목적물의 ｢임대｣의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정하는 동법 제372조, 제

304조와의 관계에서 현저한 견해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 新版 注釋民法(9) 

(1998), 141면 이하(山崎寬 집필) 참조.
50) 우선 李英俊, 物權法, 新訂2版(2004), 813면 및 동소 인용의 문헌 참조. 한편 종전의 

법원행정처, 法院實務提要. 强制執行(上)(1992), 333면은 법정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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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지라고 해도,51) 그 시간  기 은 압류, 즉 당권실행 차에의 착수이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가 아님은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의 민법 제

359조는 원래 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과실에 하여 “ 당물소유자가 고

의로 경매 차를 지연시켜 과실을 취득하는 불합리”를 막기 하여 외 으로 

당권의 효력이 과실에 미치는 경우를 정하는 것이므로, 과실수취 이외의 목

물 용익에 하여는 그 용이 없다는 주장도 행하여지고 있다.52) 그 다면 더욱

이나 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나 지상의 건물신축행 에 

하여 임 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는 없지 않을까? 특히 그것이 당권의 설정 

당시부터 행하여지던 것이라면 말이다. 

반 로 피담보채무가 불이행상태에 빠지기 이라도 당물소유자 는 그의 

승인을 얻은 제3자의 용익이 ―뒤의 (7)에서 보는 로― 당권의 실 을 방해

할 목 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당권자는 당권에 기하여 이를 막을 수 있

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7) 다른 한편으로 당권설정자에게 객 으로 당목 물의 용익권이 있다

고 하여도 를 들어 그 권능이 당권의 실 을 방해할 목 으로 행사된다면 

이를 쉽사리 허용할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이번의 법원 결이 나오기 에 

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문제를 추상  법리의 차원에서 다룬 大判 2005. 

4.29, 2005다3243(공보 상, 837)이 그 요건에 하여 “ 당부동산에 한 유가 

당부동산의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의 범 를 과하여 그 교환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유자에게 당권의 실 을 방해하기 하여 유를 개시하 다

는 이 인정되는 등, 그 유로 인하여 정상 인 유가 있는 경우의 경락가격

과 비교하여 그 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 차가 진행되지 않는 등 당권의 실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었는데, 오늘날의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 부동

산집행(2003)에는 그러한 서술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南基正, 實務 强制執行法(不動産

競賣)(1986), 282면도 “현행 부동산경매절차의 구조상 동 경매를 위한 압류의 효력은 

법정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만일 법정과실에도 미친다고 하려면 경매에 

있어서도 강제관리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제668조[현재의 민사행정법 제164조]에 상

당한 규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임료추심을 위한 절차 내지 기관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51) 李英俊(前註), 813면; 黃迪仁 外, 物權法(註釋民法 II)(1990), 673면. 反對 : 民法注解

[VII](1992), 53면(南孝淳 집필).
52) 民法注解[VII](1992), 53면(南孝淳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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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인용문 

의 강조는 인용자가 가한 것이다. 이하 같다)고 설시한 것은 그나마 수 하지 

못할 것도 아니었다. 비록 의 뒷부분에서 객 으로 ｢ 당권의 실 이 곤란하

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만을 그 기 으로 내세운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지만 

말이다. 

그리고 일본의 最判 2005(平 17).3.10(民集 59-2, 356)도, 소유자로부터 유권

원을 설정받아 당부동산을 유하는 사람이라도 “그 유권원의 설정이 당

권설정등기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설정에 당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 차를 

방해할 목 이 인정되며, 그 유에 의하여 당부동산의 교환가치의 실 이 

해되어 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곤란하게 되는 상태가 있는 경우”

에는 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인정된다고 시한 것도 이러한 입장에 선 

것이라고 하겠다(구체 으로는 그 사안에서 그러한 목 을 인정하여 방해배제청

구를 인용하고 있다).

한편 에서 본 로  법원 결을 지지하는 견해는 “일반 으로 물권  

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상 방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는 요건이 아니므

로 이러한 주  요건을 도입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제

의 심리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므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다.53) 그러나 물론 일반론으로서는 그 견해에 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고 

해서 물권  청구권의 발생요건을 단함에 있어서 주  요건을 고려하는 것

이 언제나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를 들어 제3자의 채권침해와 

련하여 그 법성의 단54)에서 害意 등의 주  요건이 고려되는 것55)을 보

아도 바로 알 수 있는 바이다.

와 같이 제한 인 범 에서 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더

라도, 당물소유자 는 그에 의하여 승인된 제3자의 목 물 용익행 가 ｢부

｣한 것이라면, 이를 통제할 가능성은 일정 부분 확보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

다. 실제로 나 지에 새로운 건물의 신축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그 건물의 존속을 

53) 尹眞秀(註 20), 412면 註 84면.
54) 이는 물론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이 문제되는 것이나, 물권적 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서도 ｢위법성｣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民法注解

[V](1992), 246면(梁彰洙 집필); 李英俊(註 50), 529면 참조. 그 한도에서는 논리적 판단

구조에 있어서 양자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 
55) 한편 이에 대하여는 뒤의 Ⅶ.의 서술도 참조.



2007. 6.] 2006년도 民事判例 管見 145

한 법정지상권 등 토지이용권이 성립할 여지가 애  없고 나아가 일 경매 등

을 통하여 정한 환가를 얻을 길도 쇄되어 있어서 그 건물이 종국 으로 철

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강행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와 같은 토지 당권의 실 을 방해할 목 을 가지는 것이라고 사실

인정될 여지도 없지 않은 것이다.56)

(8) 한편 원심 결은 일단 경매목 물에 한 압류가 이루어지면 처분행 가 

지되는데 경매목 물의 가격을 감소시키는 사실  처분행 에 하여는 당

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채무자 

는 경매목 물의 유자로서는 경매의 목 에 반되거나 경매목 물의 가치

를 감소시키는 사실행 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일종의 부작 의무를 부담하고 있

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나 부동산의 유자가 그러한 의무를 무시하고 

반행 를 하게 되면 당권자로서는 당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

다”고 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은 “압류는 부동산에 한 채무자의 리⋅이용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제83조 제2항).57) 이 사건에서는 압류시는 물론이고 

그 당권 설정 부터 이미 문제의 건축이 행하여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압

류 후로 그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된 흔 을 찾을 수 없다. 물론 경매개시결

정 후에 경매법원은 ｢침해행 를 방지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민사집행법 제83

조 제3항)나 ｢부동산의 가격을 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 ｣

의 지조치(민사집행규칙 제44조 제1항)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압류 

부터 행하여지고 있던 와 같은 ｢채무자의 리⋅이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56) 吳賢圭, “抵當權에 기한 妨害排除請求權과 建物新築行爲의 中止請求”, 民事判例硏究 

29집(2007), 519면 이하, 특히 555면 이하는 이번 대법원판결의 사안에 대하여 경매방

해의 목적을 긍정할 수 있다고 한다.
57) 이 규정에 상응하는 일본의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대한 설명으로 中野貞一郞, 

民事執行法, 新訂四版(2000), 363면 이하 및 378면 註 8 참조. 예를 들면 임차권이 이

미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에 대하여 우리 민법 제63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등에

서와 같이 갱신거절이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압류 후라도 법정갱신을 포함하여 계약

갱신이 허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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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損害의 存否 는 賠償範圍

1. 우선 大判 2006.1.27, 2005다16591(공보 상, 325)이 흥미롭다. 

(1) 원고는 2001년 9월에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

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 인인 피고의 방해로 자신의 목 물 용익이 

불능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임 차 계는 종료하 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방해

로 말미암아 임차건물에서 퇴거한 때부터 그 약정의 임 차기간이 종료할 때까

지의 2년 7개월 간 원고가  학원 운 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에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 다. 쟁 은 여럿 있으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그 로 인정한 것에 하여, 법원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 차목 물을 신할 다른 목 물을 마련하기 하여 합리 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 물을 이용하여 업을 계속하 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그에 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

을 뿐(다만 다른 체건물로 이 하는 데에 필요한 부동산 개료나 이사비용 등

은 별론이다)”이라고 하여 원심과 같이 원래의 임 차기간 만료시까지의 일실수

입손해에 한 배상청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단하고 원심 결을 기한 

것이다.

(2) 이른바 휴업손해에 하여는 大判(全) 2004.3.18, 2001다82507(공보 상, 

627)이 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그 체 물건의 마련(제조 는 구입)에 필

요한 합리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통상의 손해로 배상되어야 한다고 시한 

바 있다.58) 그리고 그 후의 大判 2004.3.25, 2003다20909(공보 상, 693)은 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하여 필요한 합리 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에 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 다. 한 大判 2005.10.13, 2003다24147(공보 하, 

1779)도 수익용 차량이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사안에 하여 새 차를 구입

하여 업을 개시할 수 있을 때까지의 휴업손해는 통상의 손해라고 한 것도 궤

58) 이 판결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판례해설로, 蔣尙均, “영업용 물건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

상의 범위”, 법원 례해설 49호(2004년 상반기)(2004), 37면 이하 참조. 그리고 판례

연구로서 朴孝寬, “영업용 물건이 불법행위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수리불가능한 경우 

휴업손해의 배상 여부”, 判例硏究(釜山判例硏究會) 16집(2005), 40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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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결은 업용 물건이 멸실 는 훼손된 경우에 그 물건의 교환

가액이나 가치감소액과는 별도로 그에 가하여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휴업손해

에 하여 시하 던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의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임 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약정기간의 종료시까지 목 물을 용익한다는 임차인의 주요한 이익 그 자체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에는 의문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휴업손해를 물건의 멸실 는 훼손의 경우에서와 같이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

다. 만일 이 사건의 원고가 2년 7개월에 걸치는 장기간의 휴업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합리 으로 노력하여 체목 물을 마련하 더

라면 그로 인한 손해를 일 수 있었다는 이른바 피해자의 損害避抑義務를 끌어

들여 과실상계의 법리에 하는 처리를 함으로써 족하 을 것이다. 일반 으로 

大判 92.9.25, 91다45929(공보 2987) 이래 최근의 大判 2006.8.25, 2006다20580

(공보 하, 1617)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피해자에 하여 손해를 회피하거나 억

제할 일반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가 해태된 경우의 손해배상문제를 과

실상계(민법 제396조)에 하여 처리하여 왔다. 이번에 나온 의 결은 이를 

손해배상의 범 에 하여 정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의 손해｣의 문제

로서 다루는 에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 

2. 나아가 大判 2006.9.8, 2006다21880(공보 하, 1662)이 주목된다. 

(1) 이 결은 원고 은행으로부터 담보가 될 수산물의 가격⋅상태 등의 검정을 

탁받은 회사(피고)가 그 과실로 그 물건의 가액을 과 평가함으로 인하여 지나

치게 많은 출가능가액을 산정하 고 원고는 이를 믿고 과다한 액의 출을 

행한 사안에 한 것이다. 원심은, 담보물의 가치에 한 피고 회사의 과 평가

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주들에 하여 출하지 않았을 돈을 출하거나 

그 출  채권에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담

보물의 가치에 한 피고 회사의 과 평가로 인하여 원고가 과다한 출을 하

을 때에는 출 즉시 원고에게 과다 출 부분만큼의 손해가 발생”하 다고 인정

하고, 그러므로 그 출 후에 발생한 그 물건의 가격하락, 경기침체로 인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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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채권 등의 증가 등의 사유를 내세워 피고 회사의 책임이 면제 는 제한

되지 아니한다고 단하 다. 법원도 이 부분의 원심 단은 이를 정하

다.59)

(2) 그런데 담보와 련하여 행하여진 계약불이행이나 불법행 에 있어서는 그 

손해의 발생 여부나 그 범 에 하여 통상의 권리침해의 경우와는 다른 에

서 근하여야 하지 않을까? 즉 담보는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한 것으로서 

그 목 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에 종속 이다. 그러므로 피담보채권의 만족 는 

만족가능성 여하라는 것을 도외시하고서 그 손해 유무 등을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될 수 있다(이것이 반드시 그 담보권의 실행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그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에라도 손해를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이 사건에서와 같

이 애  담보물의 가액평가를 과실로 잘못하여 과다 출이 된 경우에도 가령 

당물이 제3자에 의하여 멸실 는 훼손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 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발생하 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 출하지 않았을 돈을 출”

하 다고 해도, 출자는 여 히 제3자에 하여 출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므로, 그것이 고의로 을 편취하는 경우 등이었다면 모를까, 쉽사리 손해를 

정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특히 그 제3자, 즉 차용자가 자신의 차용 채무를 

임의로 변제한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감정평가업자의 부실감정으로 과다 출을 한 경우의 손해배상문제에 하

여는 大判 99.5.25, 98다56416(공보 하, 1249)가 지도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이 결은 “담보목 물에 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

써 감정 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과한 출을 한 경우에

는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출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59)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산물의 객관적 가액을 증거에 의하지 아

니하고 판단한 잘못이 있고, 또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 회사

의 검품담당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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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담보가치를 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고 시하고 있다.60) 

그러나 大判 99.5.25.는, 원고가 출을 한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

의 채무에 하여 지 보증을 하 는데 후에 소외 회사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와 같이 지 보증한 액을 변제하 던 것으로서, 와 같은 담보부동산에 

한 부실평가로 말미암아 결국 원고가 소외 회사에 한 채권(구상 채권)의 만

족을 얻을 가능성이 실제로 없게 된 사안에 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이 담

보평가에 잘못이 있어 과다 출이 행하여졌으면 그 즉시로, 즉 그것만으로 과다

출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에서 인용한 

설시는 와 같이 이미 원고의 채권이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밝

진 사정 아래서 감정평가상의 잘못을 범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단한 것(“… 손해액이 된다”)이라고 이 보다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그 후 같은 문제에 하여 단한 大判 2004.5.27, 2003다24840(공보 

하, 1045)도 의 大判 99.5.25.를 참조 결로 들면서, 에서 인용한 시부분을 

그 로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담보목 물인 주택에 하여 이미 경매

가 행하여졌던 것으로서, 역시 이제 달리 원고( 융기 )의 채권만족가능성은 없

게 되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4) 그 다고 하면 이번에 나온 大判 2006.9.8.이 정작 선례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손해의 인정  그 발생시기에 하여 ｢ 출 즉시｣ 과다 출액만큼의 손해

가 발생한다고 하고, 그러므로 나아가 그 출 후에 발생한 그 물건의 가격하락, 

경기침체로 인한 일반  부실채권의 증가 등의 사유는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한 에 있다고 해야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사후에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손해의 인정 등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한다면, 후에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제 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만을 생각해 보아도, 이는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0) 같은 문제를 다룬 大判 2004.5.27, 2003다24840(공보 하, 1045)도 위 판결을 참조판결로 

인용하면서, 위와 같은 판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나아가 하급심레벨에서는 光州

高判 2001.2.14, 99나5810(下集 2001-1, 452)도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의 판시취지에 따라 위 대출원금 전액을 일응 피고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재산상 손해로 본다”고 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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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賃借建物의 滅失로 인한 賃借人의 責任

1. 大判 2006.1.13, 2005다51013(공보 상, 235)은, 보험회사인 원고가 본소로 

원고의 화재보험에 가입하 던 피고에 하여 보험 지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데 하여 피고가 반소로써 원고에 하여 보험 의 지 을 구하는 소송

에 한 것이다. 요한 쟁 은, 피고 소유의 건물이 소실된 데 하여 그 건물

의 임차인이 피고에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여부로 귀착된 듯하다. 원심

은 결국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 고, 법원도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인하 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하여 선량한 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

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임차건물이 건물구조의 일부인 기배

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 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

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임 차가 장기간 계속되었고 화재의 원인이 된 

기배선을 임차인이 직  하 으며 임차인이 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기배선에 한 리는 임차인의 지배 리 역 

내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와 같은 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목 물의 보존에 한 선량한 리자의 주의의무

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건물의 임차인이 이를 유하여 사용하던 에 화재 등으로 멸실한 경우에 

임차인의 책임에 하여 종 의 실무는 주지하는 로 매우 간명한 해결을 주고 

있었다. 즉 특정물인도채무자가 선량한 리자의 주의로 목 물을 보존하여야 한

다는 민법 제374조가 이에 용되어, 임차인측에서 와 같은 멸실로 인한 목

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하여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멸실의 원인, 특히 화재로 인한 멸실의 경우에는 화재의 원인이 밝 지지 아니

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와 같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상은 늦어도 大判 69. 

3.18, 69다56(集 17-1, 323) 이래 수많은 재 례61)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이다.62)

그런데 여기서의 ｢손해배상책임｣은 통상 목 물 가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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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증  는 세 은 통상 목 물의 가액보다 낮게 설정되므로, 임차인

은 이를  반환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제하고도 임 인에 하

여 상당액의 배상책임이 남게 된다. 나아가 례63)는,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개

의 포  하나를 임차하 는데, “각 포가 구조상 독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 함으로써 각 유지⋅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로  건물 체가 소실되었다면 그 포들 

체에 한 손해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64) 이러한 태도를 앞서 본 

입장과 결합시키면, 임차인의 책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 것은, 종 에는 와 같은 태도 아래서 임차인이 보

존의무를 다하 음을 인정하여 그의 책임을 부정한 를 별로 찾을 수 없다는 

이다.

3. 필자는 에 채무불이행책임 일반(민법 제390조)에 한 입증책임에 하여 

다루면서 와 같은 실무의 태도에 약간의 의문을 제시한 바 있다.65) 그것은, 

와 같은 태도가 건물임차인에게 일방 으로 불이익한 결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

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그 의문  하나는, 임 인은 “契

約存續  그 使用收益에 필요한 狀態를 維持하게 할 義務”(이른바 修繕義務)를 

61) 얼핏 보아도 同旨의 재판례로 大判 80.11.25, 80다508(集 28-3, 200); 大判 82.8.24, 82

다카254(공보 875); 大判 85.4.9, 84다카2416(공보 729); 大判 87.11.24, 87다카1575(集 

35-3, 281); 大判 92.9.22, 92다16652(공보 2968) 등이 있다.
62)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프랑스민법 제1732조는 가옥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은 임

차물의 사용 중에 발생한 훼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 이에 대하여 자신에

게 과책이 없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 이어서 동법 제

1733조는 특히 화재의 경우에 대하여 임차인은 그가 “화재가 우연한 사고, 불가항력 

또는 건축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 또는 “불이 이웃집으로부터 옮겨 

붙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문에서 본 우리 실무의 태도는 그 연원을 이에 두었는지도 모른다.
63) 大判 86.10.28, 86다카1066(集 34-3, 120); 大判 97.12.23, 97다41509(공보 98상, 378); 

大判 2004.2.27, 2002다39456(공보 상, 521) 등 참조. 
64) 만일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례준칙(이른바 상당인과관계의 법리)을 임차건물의 소

실 기타 멸실의 경우에 그 로 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러한 손해배상 범위의 

인정이 이와 같이 하나의 건물 내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고 그들이 서로 ｢유지⋅존립

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이유도 ―임차인에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피한다는 것 외에는― 쉽사리 수긍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65) 民法注解[IX](1995), 381면 이하(梁彰洙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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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데(민법 제623조), 임 차목 물이 멸실에 이른 원인이 임 인의 이 의

무 반에 기인한 것인지, 임차인의 와 같은 보존의무 반에 기인한 것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목 물의 멸실에 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일방 으로 임차인으

로 하여  주장⋅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이었다.66) 그 후 

필자의 와 같은 의문에 기본 으로 동조하는 견해가 조심스럽게 주장되었다.67) 

4. 그 후에도 大判 97.6.10, 97다9192은, “피고는 임차건물에 입주한 이상 바로 

그 기시설 등을 검하여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원인 등을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사용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다고 하여 귀책사

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단순히 고장난 안 기를 교체하고 기선을 검하

다는 정도만으로는 그 책임을 다하 거나 이 사건 화재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

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정하는 결론을 냈다

고 한다.68)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임 차계약의 내용, 목 물의 구조  용도, 화

재 발생의 정황 등 세 한 사실 계는 알 수 없으나, 일반 으로 과연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입주한 이상 바로 그 기시설 등을 검하여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지극

히 의문이며, 오히려 그러한 것은 앞에서 본 임 인의 수선의무의 범 에 들어간

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결은 법원실무가 민법 제374조를 임차인에게 무차별

으로 용하는 양태를, 는 그러한 용의 오랜 으로 말미암아 비  사

고가 심하게 무디어졌음69)을 단 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66) 그 외에, 임대차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임 인의 사용수익시킬 의무의 이행불능책임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이 져야 하지 않는가도 지적하였다.
67) 예를 들면 문흥수, “賃借建物이 火災로 因하여 燒失된 경우에 있어서의 賃貸人과 賃借

人 사이의 法律關係”, 人權과 正義 268호(1998.12), 144면 이하, 특히 147면 말미 이하 

참조. 한편 姜東郁, “賃借建物이 原因不明 火災로 燒失된 경우의 法律關係 ― 歸責事

由에 대한 立證責任을 중심으로”, 民事判例硏究 23집(2001), 322면 이하, 334면 이하

는, 종전 실무의 추상론에는 찬성하면서도, “위에서 살펴본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을 

임차목적물 소실의 경우에 형식논리적으로만 적용하다 보면, 예컨대 발화원인이 불명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발화장소 자체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부

담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원칙의 극단적인 적용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없게 되는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68) 이 판결은 공간되지 아니하였다. 姜東郁(前註), 332면에서 引用.
69) 오히려 관련 재판례들을 읽다 보면, 소방서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의 所

見 등에 의해서도 화재의 원인이 ｢추정｣될 뿐이라고 그 의미를 낮게 평가하고, 그러므

로 결국 화재의 원인은 불명이어서 그에 대한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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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判 99.9.21, 99다36273(공보 하, 2209)은 임차목 물의 소실에 한 임차

인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 결을 기환송하 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공장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 으나 조명기구 이외에 기기구는 일  사용한 일

이 없고 건물 내부의 기배선을 바꾸거나 추가한 이 없었다. 임차 후 약 1년 

후에 발생한 화재는 피고의 임차부분에서 일어났으나, 정확한 발화지 이나 발화

원인은 밝 지지 않았고, “다만 연소형태와 주변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기합선

에 의하여 천장이나 벽체에서 발화가 이루어진 것이 합   스티로폼에 착화⋅

연소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부정한 이유는, “화재발생

원인이나 발화 지 조차 밝 지지 않고 있는 이상 화재발생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임차인이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임차인의 작업

형태, 그가 작업에 사용한 기구, 공장의 내부구조, 그리고 천장의 공용 기시설을 

임 인이 리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임 인의 리소홀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 결은, “화재가 어도 피고가 임차한 공간인 이 사건 임차건물 안에

서 발생하 음을 기록상 히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임차인인 피고가 

그 화재로 소훼된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

면 극 으로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하여 선량한 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

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고, 원심 결을 기하 다. 이는 화재가 임차인이 

용하는 공간 안에서 일어난 한에서는 앞서의 태도는 견지됨을 밝힌 것으로 이

해된다.70) 그러나 뒤의 5.에서 보는 大判 2000.7.4.의 사안과 비교하여 보면, ｢임

차인이 용하는 공간｣이라고 하여도 천장 등과 같은 주변 인 곳에 이르면 그 

의미가 반드시 명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大判 99.4.13, 98다51077(공보 상, 868)은 드물게도 임차인의 책임을 부

인하 다. 그러나 이 사건의 사실 계는 메추리농장을 임 한 임 인이 임차인과

의 계약에 좇아 하여야 하는 메추리농장의 운 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도 주었는데 그 수 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서, 임차인의 귀책사유는 

당연히 부인되어야 할 것이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임차인으로서는 당연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방향으로 

사건 해결의 결론을 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조차 받게 된다.
70) 李宣憙, “賃借建物이 燒毁된 경우 賃借人의 債務不履行과 善管注意義務”, 法曹 50권 6

호(2001.6), 171면은 “이 판결은 결과에 있어서 가혹하다는 느낌을 주게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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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러나 그 후에 나온 大判 2000.7.4, 99다64384(공보 하, 1833)은 임차목

물의 멸실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련하여 극히 주목할 시를 포함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이었는데, 그 

건물 내부로부터 불이 났다. 그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의  천장 부분의 비닐

선이 합선되어 스 크가 발생하면서 그 불꽃이 천장 반자 부분[종이나 나무로 

반반하게 만든 천장]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사안은 앞서 본 大判 99.9.21.과 유사한 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

은 피고의 책임을 부정하 고, 법원도 상고를 기각하 다. 이 결의 주요한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원심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된  천장 부분의 비닐 선은 통나

무로 된 벽 안쪽으로부터 천장 안쪽으로 연결된 배선의 일부분으로서 외 상으

로는 그 상태를 확인하거나 검할 수 없는 상태 던 사실, 피고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해 오면서  화재가 발생하기 까지는 한 번도 건물의 기배

선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도 없고,  피고가 기배선 부분은 물론 이 사

건 건물의 구조물에 하여 어떤 수리하는 등의 작업을 한 일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인정 사실에 의하면 건물의 벽과 천장의 내부를 통과하고 있

는 기배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

라도, 이를 수리⋅유지할 책임은,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

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 차의 목 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

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 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로서는  발화부 인 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도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소훼됨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 차계약상의 임차목 물의 일부를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 인이 임 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고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

목 물의 보존을 하여 선량한 리자로서의 통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단하 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와 같은 사실인정과 단은 정당하고 거

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내지 선량한 리

자의 주의의무에 한 법리를 오해하 거나, 이에 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한 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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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은 무엇보다도, 발화 원인과 련되는 발화부 의 어떤 하자에 하

여 임 인이 이를 ｢수선｣할 책임이 있었던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존의무를 물을 

수 없다고 하여, 임차인의 보존의무 반의 책임이 임 인의 수선의무 인정에 의

하여 배제됨을 밝힌 데 그 의의가 있다.71) 그리고 이는 종 에 일방 으로 임차

인에게 불리하게 단되어 오던 임차목 물 멸실로 인한 책임과 련하여 임차

인이 원용할 수 있는 방어방법, 그것도 매우 일반 인 방어방법을 제시한다는 

에서 그 특별한 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은, 앞서 본 大判 99.9.21.

과는 달리, 비록 발화부 가 임차인의 용공간 안이었음이 밝 진 경우에도 마

찬가지의 단기 이 용됨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에서 더욱 흥미롭다.

나아가 의 결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부 에 존재하는 하자에 

한 임 인의 수선의무와 련하여 임차인이 임 차목 물에 존재하는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은 납

득하기 어렵다. 우선 하자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어서 임차인이 이를 쉽게 알 수 

있으면 임 인의 수선의무가 배제되고, 그것이 숨어 있어서 임차인이 쉽게 알 수 

없어야 그 수선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임차인이 계약 당시에 그 하자

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다면, 그 수선에 하여 당사자들이 별도의 약정을 맺

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그 약정의 내용 여하에 따라 임 인의 수선의무가 배제

될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72) 그러나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임 인의 수선의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論者에 따라서는 “일반 으로 

임차인은 임차목 물을 직  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경미한 정도의 하자에 하여는 직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임 인은 

71) 李宣憙(前註), 174면은, 이 판결을 “목적물의 멸실원인이 불명인 경우에 결코 임차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차인으로 하여금 귀책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방법으로서 적어도 원인이 된 하자부위를 밝히고 그것이 쉽게 발견될 수 있

는 범위가 아니며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가 적용되어야 할 부분임을 밝히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72) 大判 89.6.13, 88다카13332(공보 1061)가 “임차인이 누수현상이 있던 건물지하실을 인

도받고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라 지하실 사용에 필요한 전기 및 전등공사와 방수시설

보완공사를 완료한 다음 이를 의약품 및 의료기구 등의 저장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왔

다면, 다소의 누수현상이 있더라도 임대인에게 지하실을 사용수익할 상태를 유지할 의

무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는 것은, 수선의무에 관한 의사해석이라

는 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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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수선을 필요로 하는 하자에 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73) 이러한 취지도 이해될 수 있는 裁判例도 없지 않다.74) 물론 특히 경미한 

하자에 하여는 이를 일일이 임 인으로 하여  수선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

으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임차인이 그 비용으로 이를 수선하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고 해서 민법 제623조에서 정하는 임 인

의 수선의무가 규모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요

컨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것이면 임 인은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 문제와 련한 재 례로서 大判 94.12. 

9, 94다34692(공보 95상, 453); 大判 2000.3.23, 98두18053(공보 상, 1086); 大判 

2004.6.10, 2004다2151(공보불게재. 법고을 검색) 등도 “임 차목 물에 손 

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

이 아니라면 임 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 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 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설시하여, 그 기 이 임차

인의 용익을 방해하는 것인지 여부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75) 이러한 기 은 임

73) 李宣憙(註 70), 174면. 그리하여 위 사건에서 “전기배선과 같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

루고 대규모의 수선을 하지 아니하는 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의 하자가 화재

의 원인이 되었음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임차인이 그 부분을 수선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임대인의 유

지수선의무 위반이 문제된다”고 주장한다.
74) 실무는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파손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를 부인하는 경향이라고 추측된다. 연탄가스중독사고에 대한 임대인의 형사책임을 부

인한 大判 78.1.24, 77도3465(集 26-1, 刑 15)은 “부엌방의 바닥에 심한 균열이 있다 

하여도 반드시 임 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규모의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

엌방에서 연탄가스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임대인에게 過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그 후의 大判 83.9.27, 83도2096(集 31-6, 刑110); 大判 

89.9.26, 89도703(공보 1621) 등 刑事裁判例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75) 본문의 大判 94.12.9.는 나아가 “그러한 내용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

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

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

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다. 

이 판시부분은 명백히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제한하는 특약의 의사해석기준에 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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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목 물의 멸실로 인한 임차인의 책임을 단하는 하나의 ―소극 ― 기 으

로서의 임 인의 수선의무와 련하여서도 별다른 변용 없이 용할 수 있을 것

이다.

6. 앞의 5.에서 본 大判 2000.7.4.이 나온 후로 민사실무가 거기서 제시된 端緖

를 어떻게 개할 것인지 궁 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그와 련된 재 례

를 보지 못하 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의 大判 2006.1.13.은 이러한 궁 증을 

어느 만큼 해소하여 주는 것으로서 의미가 지 않다.

(1) 이 사건의 사실 계는 법원 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의 친동생인 

A는 1979년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그 건물  기계들

을 임차하여 재까지 도정공장을 운 하여 왔다. A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무렵에는  공장의 반 인 운   리를 처남인 B에게 임하여  공장을 

운 하 다. B는  화재 발생 당일 녁 7시 30분경 사무실에 설치된 도정공장

의 일반 원 차단기를 직  내린 후 마지막으로 퇴근하 다.  퇴근 당시까지

는 화재의 발생을 의심할 만한 이상 징후가 없었으나 같은 날 밤 10시 40분경 

 공장 기계실로부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 다.  화재는 공장 뒤 약 5 m 

가량 떨어진 신주로부터 공장 기계실 정맥기 고압모터로 연결되는 인입선에서 

연성 약화 등에 의한 단락이 발생하여 기  발열로 연 피복 는 인 한 

먼지 등 가연물에 불이 붙어 화재로 발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입선은 기계

실 상단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하여 기계실 내로 들어와 정맥기에 연결되고 

3,300 V의 고압 류가 흐르는 선으로서  화재 발생 약 10년 에 B가 기

존의 선을 교체하여 설치하 다. 그런데  교체된 인입선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되어 바람이 부는 날에는 때때로  신주에서 스 크가 발생하기도 

하 다. 한편  인입선이 연결된 정맥기는  화재 발생 약 6년 부터 가동하

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굳이 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인입선의 

원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만일의 경우를 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B는  

이고, 임의규정으로서의 민법 제623조에서 정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재판례의 이해에 대하여는 다른 기회에 언급한 바 있다. 梁彰洙, “법 

공부의 현재 상황을 점검한다”, 同, 민법산책(2006)(원래는 試界 2004년 1월호, 181

면 이하 所載), 33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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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선의 차단기가  신주 에 설치되어 있어 단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를 그 로 방치하고 있었고(사무실에 설치된 일반 원 차단기를 내리는 것만으

로는  인입선의 원이 차단되지 않는다),  인입선을 검하거나 보수한 

도 없었다.

법원은 앞의 1.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론을 이 사실 계에 용하여, “ 와 

같은 장기의 임 기간, 화재의 원인이 된  인입선의 설치 치  설치자,  

인입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한 임차인의 인식,  인입선에 한 

원 차단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인입

선의 하자에 한 리책임은 임 인인 피고가 유지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역에 속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임차인인 A가 선량한 리자로서 임차목 물을 

보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역에 속해 있었던 것”이라고 한 원심의 

단을 수 하 다. 그리하여 피고의 주장, 즉 임차인인 A가 선량한 리자의 주

의의무를 다하 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 다.

(2) 이 법원 결은 우선, 일반 으로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공작물 

는 건물부분(이 사건에서는 기인입선)의 하자가 임차인의 ｢지배 리 역｣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임차인의 보존의무 반 유무를 단하는 기 으로 정면에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支配領域的 내지 領域的 思考(Sphärengedanke)는 종 의 

재 례에서 보여지지 아니하던 것으로서 극히 흥미롭다. 이를 앞의 5.에서 본 大

判 2000.7.4.의 지와 합하여 보면, 이제 임차인이 임차목 물의 소실 기타 멸실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앞의 4.에서 본 大判 99.9.21.이 설시하는 바

와 같은― “ 극 으로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하여 선량한 리자의 주의의무

를 다하 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막연한 요청이 임차목 물의 소실 기타 멸실

을 일으킨 ｢하자｣가 자신의 지배 역 밖에 있는 것임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만으로도 종래 만연히 임차인의 책임을 외없이 

인정하던 입장으로부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새로운 진 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만

일 지배 역  사고를 철 하게 고 나간다면, 임차인이 그 멸실을 일으킨 ｢하

자｣를 구체 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요컨  어떠한 ｢하자｣가 임차인의 

지배 역 밖에 있어서 그것이 멸실의 원인이 되었음을 입증하면 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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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법원 결이 그 외에 임 기간의 장단이나 ｢하자｣에 한 임차인의 

인식가능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는 것에 하여는 의문이 없지도 않다.

Ⅶ. 第三 의 債權侵害로 인한 不法行爲責任

1.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 책임의 문제는 교과서에서는 상당한 

심을 가지고 다루어지는 바이다. 그리고 ｢제3자의 채권침해｣는 특히 채권  법

지 에 기한 妨害排除請求 는 留止請求가 어도 일반 으로는 부인되는 법상

황에서 일정한 범 에서 직 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한 법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기능 으로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 

까지는 이에 련한 재 례가 별로 없었다. 특히 이를 정한 재 례는 거의 없

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원은 일 이 大判 53.2.21, 4285민상129(集 1-6, 1)에서 “채권도 법률이 보

호하는 권리인 이상 일반인은 이를 존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이를 

침해치 못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한 

때에는 채권자에 한 불법행 가 성립되어 채권자는 그 제3자에 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선언한 바 있고,76) 大判 75.5.13, 73다

1244(集 23-2, 21)에서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 를 구성할 수 있다 

함은 시인”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의 결에서 그 ｢정당한 이유 없이｣

의 내용에 하여 보다 상세하게 밝히지 않으며, 후자의 결에서도 에서 인용

된 설시에 이어서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 가 되는 것은 아

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 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할 

문제”라고만 한다. 

그리고 이 두 결은 모두 결론 으로는 그 책임을 부인한다. 즉 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채무자에 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유 할 것을 요청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의 불법행 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것을, 법원

76) 이 판결은 바로 이어서 “정당한 이유 없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이 방

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시한다. 이와 같이 이 판결은 ｢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라는 주지의 문제

에 대하여도 거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라는 불확정한 개념의 보충 여하에 따라서

는 매우 광범위한 긍정론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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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것이 단순한 지불보류요청이라면 피고와  채무자 간에 채무자가 피고의 

요청을 거 치 못할 특별사정의 유무 등을 심사한 후가 아니면 원고 청구의 

부를 결정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이들 사실에 언 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기환송하 다.  후자에서는 원고로부터 소[牛]의 

매매를 탁받은 A가 이를 팔아 받은 돈이 피고에 의하여 편취된 사안에서 “그 

행 로는 채권자인 원고의 A에 한 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그의 책임재산

이 감소되었을 뿐으로 원고는 간  손해를 본 데 불과하므로 불법행 가 성립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하여7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다(상고기각).

2. 그런데 얼마 부터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 의 문제를 다루는 

재 례가 법원에서 나온 것만 하여도78) 드물지 않게 보인다.79) 

(1) 우선 大判 2001.5.8, 99다38699(集 49-1, 319)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한 

것이다. 피고는 한국도로공사와의 사이에 甲 고속도로 주유소의 운 계약을 맺고 

이를 운 하고 있으며, 원고(정유회사)는 역시  공사로부터 甲을 포함한 고속

도로 주유소에 휘발유 등을 공 하는 권리를 취득하 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리 계약을 맺고 그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휘발유 등을 공 받았는데 

외상공 량 등에 불만이 있던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A 정유회사와 새로이 

77) 이 설시는 ｢제3자의 채권침해｣에 고유한 위법성의 문제가 불법행위책임의 다른 요건, 

특히 손해의 발생 내지 인과관계 등의 문제와 사이에 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추측하게 한다. 
78) 한편 朴興大, “제3자의 계약침해와 불법행위”, 判例硏究(釜山判例硏究會) 15집(2004), 

452면도 “우리 거래계에서 이러한 법적 문제[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의 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는 실상을 보여 준다”고 하고, 同所 註 5는 

그때까지 이 문제를 다룬 하급심판결로서 서울地判 2002.5.23, 2000가합73891 등 4건

을 들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제시된 이들 하급심판결은 유감스럽게도 �법고을�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79) 그 전에 大判 94.11.11, 94다22446(공보 2361)은 임대인(건물소유자)의 아버지로서 임

대인으로부터 그 건물의 임대차 및 관리⋅보수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피고

가 임차인인 원고가 인도받은 목적물(점포)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내부시설공사를 중단

시켜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용익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임차권｣

을 침해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긍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침해된 것은 

단순한 채권으로서의 임차권이라기보다는 ―임차권에 바탕을 두기는 하였으나 독자적

인 법익이라고 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수익 그 자체 내지 실제로 영위되는 영업이

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판결을 제3자의 채권침해에 관한 재판례로 다룰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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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계약을 맺고 그로부터 휘발유 등을 공 받으면서  주유소에 A 회사의 

상호와 상표를 붙여 업하고 있었다.80)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도로공사로부터 취

득한 자신의 석유제품공 권이 피고의 와 같은 행 로 말미암아 법하게 침

해되었다고 주장하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 다.

원심은 그 청구를 기각하 는데, 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 다. 법원

은 앞의 1.에서 본 大判 75.5.13.의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

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 으로 검토

하여 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한 설시를 인용한 다음, 이 사건에서 원심이 “독립

한 경제주체 간의 경쟁  계약 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계약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체결된 계약에 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의⋅과실  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i] 제3자가 채무자와 극 공모하 다거나 는 [ii] 제3자가 기망⋅ 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iii]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

을 체결하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과실 

 법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단을 정하 다.

여기서 법원이 인한 원심의  추상  설시부분을 ｢ 법원의 례｣라고 

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종 에 비하면 제3자의 채권침해가 불법행 가 

되는지에 한 단기 과 련하여 보다 구체 인 일정한 방향지시가 행하여졌

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특히 앞서 인용한 시  [i] 내지 [iii]에서 두드

러진다. 그리고 이 결의 설시에서도 시사되고 있는 바 로, 이 사안에서와 같

이 기업의 경쟁행 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특히 공정거래법  에서 근할 

필요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결은 고의⋅과실과 법성을 같이 논하고 있으나, 이론 으로 

물론 법성이 먼  문제되는 것이고  설시된 단기 도 당연히 일차 으로 

법성 단의 기 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바로 뒤 (2)에서 보는 大判 

2001.7.13.에 비추어 보면 명백하다.

80) 그 사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주유소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

결함에 있어서 석유제품공급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하여 시정권고

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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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大判 2001.7.13, 98다51091(공보 하, 1835)은, 마이클 잭슨의 국내 공

연을 반 하는 시민단체(피고)가 그 공연 주 사인 원고와 입장권 매 행계약을 

체결한 은행 등에 하여 입장권의 매를 즉각 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

하지 않으면 은행 등의 모든 상품에 하여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고지하자 은

행 등이 그로 인한 경제  손실 등을 우려하여  행계약을 일방 으로 ｢취소｣

하여 그 업무의 취 을 거 한 사안에 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그 행 는 은행 등과 체결한 입장권 매 행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권 등을 침해

하는 것으로서 법하다고 주장하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 다. 

원심은 “피고의 행 는 통상 시민단체가 취할 수 있는 형 인 운동방법의 

하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 로 

인하여  은행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본질 으로 침해당한 정도에 이르 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으로 허용될 수 있는 시민단체의 행 범  안에 속하

거나 어도 상 방의 수인범  안에 속하여 법하다고 볼 수 없고, 한  각 

은행이 원고와의  계약을 취소하기로 한 것은 피고들이 보낸  서한으로 인

하여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었다기보다는 스스로 입장권 매 행에 의한 이익

과 시민단체의 불매운동으로 인한 업손실을 비교 교량하여 독자 인 업 단

에 따라 선택한 결과로 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공연반 행 와  각 은행의 

입장권 매 행 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직  인과 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결을 기하 다.

“피고들이 그들의 공익목 을 철하기 하여 일반시민들을 상 로 공연

람을 하지 말도록 하거나  각 은행 등 공연 력업체에게 공연 력을 하지 말

도록 하기 하여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

을 벌이는 것은 람이나 력 여부의 결정을 상 방의 자유로운 단에 맡기

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일반  업권 등에 한 제

한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민단체 등의 정당한 목 수행을 한 활동으

로부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으로서 그 자체에 내재하는 험이라 할 것이

므로 피고들의 그와 같은 활동이 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들이  각 은행에게 공연 력의 즉각 지, 

즉 원고와 이미 체결한 입장권 매 행계약의 즉각 인 불이행을 요구하고 이

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 은행의  상품에 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

는 경제  압박수단을 고지하여 이로 말미암아  각 은행으로 하여  불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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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인한 경제  손실을 우려하여 부득이 본의 아니게 원고와 체결한 입장

권 매 행계약을 기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는 원고가  각 은행과 

체결한 입장권 매 행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

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목 에 공익성이 있다 하여 이러한 행 까지 정

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각 은행이 원고와의  계약을 불이행한 것은 피고들의 요구에 

의한 불가피한 결정이 아니라 독자 인 업 단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

서 피고들의 공연반 행 와 직  인과 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사실 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은행이 피고들로부터 

불매운동의 고지를 포함한 계약 기 요구를 받은 직후 원고에 하여 피고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상됨을 이유로 들어 부득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한 사실을 알 수 있어,  각 은행이 내세운 그와 같은 이유가 

명목상 내세운 구실에 불과할 뿐 진정한 이유는 불매운동과는 계없이  각 

은행 스스로의 반성  고려에 의한 독자 인 결정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사정이 

심리되지 않고서는 피고들의 행 와  각 은행의 계약불이행  이로 인한 원

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 계가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결은 앞의 (1)에서 본 大判 2001.5.8.와는 달리 ｢경쟁  계약 계｣, 즉 경

쟁 계에 있는 두 기업 사이의 업행 가 문제된 것은 아니나, 여기서도 원고가 

이미 행하고 있는 업활동의 침해가 문제된 이 주목된다. 그리고 이 결에서

는 특히 피고가 은행에 하여 ｢그  상품에 한 불매운동이라는 경제  압박

수단｣을 고지한 이 법성을 인정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는 앞의 (1)에서 본 

[ii]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이라는 기 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 한편 大判 2003.3.14, 2000다32437(공보 상, 965)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한 것이다.

피고는 A 자동차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부품을 제작하여 이를 A

에게만 공 하고 제3자에게는 일  유출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고서도 계속하여 이

를 타에 유출함으로써 A와의 계약을 반하여 왔다. 그 후 원고가 A와 그 부품의 

독 매계약을 체결하고 독 매를 한 매망을 구축하는 등 업을 한 제

반 비를 갖추고서 A와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유출행 를 단하여  것을 요구

하 으나, 피고는 다른 이유를 들며 계속하여 그 요청을 거 하여 오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표법 반 의로 고발하자 비로소 유출행 를 단하 다.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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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고는 피고에 하여 와 같은 불법유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 다.

원심은, “독 매계약의 침해로 인한 제3자의 채권(계약)침해의 인정은 경쟁

해성의 문제 때문에 한정 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단순히 계약의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해의 는 그에 하는 불법성의 존재를 필요로 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어도 원고 회사에게 독  

매권이 부여된 이후의 피고 회사들의 시 유출은 부당⋅ 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단하 다. 

법원도 “일반 으로 채권에 하여는 배타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

간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

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 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 한 

경쟁을 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

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 법한 행 를 함으로

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 다면 이로써 불법행 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 의 태양, 침

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 ⋅개별 으로 단하되, 거

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

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의 와 같은 유출행 는 … 제3자가 특정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독 매

인으로서의 지  내지 이익을 직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 어도 피고가 원

고의 독 매권 취득을 알게 된 시 부터는 자신의 행 로 인하여 원고가 법

하게 취득한  독 매권자로서의 지  내지 이익을 침해하게 됨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기 하여 상표법에 반하면서까지 불법유출을 계속한 것

으로서, 앞서 본 단 기 에 비추어 볼 때 상업거래의 공정성과 건 성을 해하

고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경제  질서에 반하는 법한 행 로 평가된다고 할 

것”이라고 단하여, 원심의 이 에 한 단을 인하 다.81)

81) 그러나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인용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그 이유

는 이 사건과 같은 시장왜곡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이에 대하여

는 우선 梁彰洙, “獨占規制法에서의 損害賠償”, 同, 民法硏究, 제5권(1999), 217면 이하 

참조)에 관련된 것이다. 즉 원심은 “불법시중유출이 중단된 이후의 원고의 기간 당 순

이익에서 중단되기 전의 기간 당 순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액수 전

액”을 문제된 불법시중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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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매우 요한 것은 채권침해의 법성을 단하는 데 참작하여야 할 사

유로, 구체 으로 [i]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ii] 침해행 의 태양, [iii]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의 셋이 제시되었다는 이다. 종 에는 이 사건의 원심

결에서도 보듯이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 책임의 성립 여부는 그 침해

의 태양이 채권의 귀속이 아니라 채권의 실 에 한 침해인 한에서는 단지 침

해자의 害意 등과 같은 주  사정에 달려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앞의 (1) 내지 (2)에서 본 결이 시사하는 로, 이미 [ii]

의 침해행 의 태양은 실질 으로도 고려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大判 2003.3. 

14.에서는 문제된 침해법익이 독 매계약상의 지 이었다는 것이 그 단에 있

어서 시되었다고 여겨진다. 결국 [i]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채

권｣의 침해라고 하여도, 여기서 다루어지는 ｢채권｣은 매우 다양한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게 보면, 이 大判 2003.3.14.은 제3자의 채권침해라는 법문

제에 하여 례의 태도를 종합 으로 밝힌 새로운 지도  선례의 의미를 가진

다고 할 것이다. 

3. 제3자의 채권침해가 문제된 재 례는 2006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1) 우선 大判 2006.6.15, 2006다13117(공보 하, 1324)를 들 수 있다. 이 사건

에서는, 채무자 A와 계속  거래 계(발주자의 지 )에 있는 제3자(피고)의 이사 

등이 A에 하여 채권자(원고)에게 지 하여야 할 자 으로 A의 다른 채권자에 

한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청하여, 채무자가 그 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자신

여 산출된 액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하려면 “피고의 유출행위가 중단된 이후의 이

익의 증가는 오로지 그 중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이 밝혀져야 할 것

이고, 또 기업의 이익에는 매출액의 대소 외에도 여러 가지의 수입요소와 지출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이익 중 위 물품의 판매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체 이익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

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거기에 이 판결은 “피고의 유출행위

가 중단된 이후의 원고 회사의 매출액의 증가가 오로지 그 중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라도, 손해액의 산정은 원고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당기순이

익 또는 순손실의 비교에 의하기 보다는 증거에 의하여 매출액의 증가분을 인정 내지 

추인하고 이에 대하여 적정범위 내에서의 평균순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 점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적절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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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의 피용자가 고

의로 원고의 이 사건 물품 의 추심을 방해한 행 는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

한 불법행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그 사용자인 피고에 하여 불법행 책임

을 물었던 것이다. 원심은 원고의 이 청구를 기각하 는데 “A가 채권자인 군소

력업체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 가 정당한 법률행 인 이상 이를 요청한 피

고의 피용자들의 행  한 법성이 없어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

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 다. 법원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와 같은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 이 가고, 거기에 제3자의 채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 의 성립  사용자책임에 한 법리오해 등의 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 다. 이 결이 정한 원심 결의 논

리에 하여는 따져 보아야 할 이 있을지 모르나, 어 거나 그 결론은 수 할 

수 있고, 이 은 앞의 1.에서 본 大判 53.2.21.에 비추어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나아가 大判 2006.9.8, 2004다55230(공보 하, 1652)의 사실 계는 앞의 2. (3)

에서 본 大判 2003.3.14.과도 련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부품거래계약

에 의하여 특정기업에 물품(자동차 안 유리)을 공 하기로 약정한 피고가 원고

가 그 특정기업과의 독 매계약을 통하여 당해 물품의 독  매권을 취득

한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를  물품의 유통망에서 배제하기 하여  특정기업

에 한 물품의 공 을 단한 것이 불법행 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법

원은 앞의 大判 2003.3.14.의 추상론을 그 로 인용한 다음, “앞서 본 단 기

에 비추어 볼 때 거래의 공정성과 건 성을 해하는 법한 행 ”라고 하여 이를 

정하 다.

Ⅷ. 受忍限度를 넘는 醫療過誤 자체로 인한 不法行爲責任

1. 大判 2006.9.28, 2004다61402(공보 하, 1819)는 의료과오로 인한 법  책임

에 하여 요한 시를 담고 있다.

주지하는 로, 의사측에 의료과오가 있고  환자측에 기하지 못한 나쁜 결

과가 발생하 어도 그 둘 사이에 인과 계가 없으면 그 결과에 하여 법  책

임을 지지 않는다.  결은 그 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 주의의무 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하게 불성실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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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 를 구성

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  고통에 한 자료의 배상

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때 그 수인한도

를 넘어서는 정도로 하게 불성실한 진료가 있었다는 은 불법행 의 성립

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시한다.

2. 의료과오와 발생한 결과 사이에 요구되는 인과 계에 하여는 大判 95.2. 

10, 93다52402(集 43-1, 51) 이래 피해자의 입증의 부담을 경감하는 일련의 재

례가 축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과 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의사측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아  불가능한가? 

이에 하여 일본에서는 1980년 부터 자료의 배상을 정하는 하 심재

례가 차로 축 되었는데, 이러한 태도를 정하는 학설의 뒷받침을 얻어서 이

제는 “부정 인 입장에 서는 재 례는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82)에 이르 다.83) 

이들 재 례는 그 근거로서,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한 치료를 받을 기회 내

지 기 가 상실되었다거나 일정 시기까지의 생존가능성이 상실되었음을 들고 있

다고 한다. 그 후 日最判 2000.9.22(民集 54-7, 2574)는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과오와 그 사망 사이의 인과 계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과실이 

없었다면 환자가 그 사망의 시 에서 여 히 생존하고 있었을 상당한 정도의 가

능성이 있었음이 증명되는 때”에는 의사가 불법행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시하

고, 그 이유로 “무릇 생명의 유지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 인 이익이고, 와 같

은 가능성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이익으로서, 의사의 과실로 와 같은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이 결은 와 같은 하 심

재 례들의 태도를 기본 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법동향에 주목하면서 유사한 취지를 주장하는 견해가 

없지 않다.84)

82) 新美育文, “醫療過誤による生存可能性の侵害と醫師の損害賠償責任”, 私法判例リマーク

ス 24호(2002), 60면 中段.
83) 그 간의 일본하급심재판례에 대하여는 石川寬俊, “延命利益, 期待權侵害, 治療機會の喪

失”, 太田幸夫 編, 醫療過誤訴訟法(2000), 288면 이하가, 일본의 학설에 대하여는 澤野

和博, “醫療過誤における機會の喪失と損害賠償”, ジュリスト 1177호(2000.5), 188면 이

하가 상세하다.
84) 김민규, “진료기회상실론과 인과관계 및 위자료배상의 신경향”, 比 法學(釜山外大) 15

집(2004), 167면 이하 참조.



梁 彰 洙 [서울 학교 法學 제48권 제2호 : 116～169168

3. 이번에 나온 법원 결은 의료과오와 환자의 사망 등 결과 사이에 인과

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과오 그 자체를 이유로 자료청구를 필자가 

아는 한에서는 최 로 정한 것으로서 앞으로 실무에 지 않은 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 결은 그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주의의무 반의 정도가 일반

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

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아기)가 

신마취수술을 받은 후 사망하 는데 그 사망이 환자의 특이체질에 기인한 것

으로서 의료과오와 그 사망 사이의 인과 계가 인정되지 아니하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의사의 불성실한 진료행  그 자체가 곧바로 불법행 가 된다고 인정하

다. 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결을 기하 는데, 그 이유는 앞

의 1.에서 인용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에게 불법

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

서 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큼 충분한 입증에 

이르 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의사측의 불법행 책

임을 인정하는 근거에 하여는 별다른 설시가 없다. 다른 한편 이 결은 ｢일반

인의 입장에서의 수인한도｣를 그 단의 기 으로 들고 있으나, 의사의 진료가 

｢불성실｣하여 그 주의의무를 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지 아니한 경우에

라고 해도 그것이 과연 일반인의 입장에서 受忍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부터 의

문이다. 어 거나 이와 같은 이른바 수인한도의 기 이 앞으로의 재 례에서 구

체 으로 어떻게 개되어 갈지 주목된다.

주제어: 민법 례, 산 재인, 허 표시, 취득시효, 구상권, 당권, 방해배제청구

권, 손해배상의 범 , 건물임 차,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역사고, 제3

자의 채권침해, 의료과오, 수인한도, 인과 계의 증명



2007. 6.] 2006년도 民事判例 管見 169

<Abstract>

Review of Civil Law Cases Rul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2006

85)Chang Soo Yang
*

This paper aims to review some civil law cases rul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2006. It does not purport to give an overview of all the civil law 

rulings, the number of which amount to more than 300 if we count only those 

published in Panrye-Kongbo [Court Decisions Official Gazette], but concentrates 

on 10 or more important decisions that attract its author’s special interest in 

terms of their impacts on the future court practices. So it must be called a 

“personal review”. In regard to the specific subjects that are dealt with in this 

paper, key words presented below may be referred to.

Key word: trustee in bankruptcy, fictitious manifestation of intention, acquisitive 

prescription, indemnity right, mortgage, claim for removal of 

disturbance, scope of damages, building lease, liability of lessees, 

Sphärengedanke, illegal infringement of credit right, medical 

malpractice, excusable violation, proof of caus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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