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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抄錄

계약은 근대사회 이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람의 사회생활

을 법률에 가장 널리 그리고 밀접하게 관련시켜주는 법률행위로, 계

약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약 준수의 원칙

은 사적자치의 주요내용으로서 자본주의경제와 문화 발달의 원동력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체결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

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변경되어 원래의 계약내용대로 구속

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의 수정 내지 해소를 인정하는 것이

사정변경의 원칙이다. 따라서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준수의 원칙과

서로 상충적 가치로 작용하고 있고, 나아가 법적안정성과 합목적성

의 이념이 접점을 이루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이론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독일에서는 행위기초론, 프랑스에서는 불예견론, 영미에서는 계약

좌절(Frustration) 법리가 전개되었고, 오늘날 민법개정안을 통한 입

법화가 시도되고 있다. 특히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유럽계약법원칙(PECL), 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등 국

제통일계약법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이 명문화 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데,

최근 매매계약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긍정하는 태도를 보인 대법

원 판례와 사정변경의 원칙을 도입한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아파트나 상가

의 분양계약에 있어서의 사정변경문제나 키코계약(KIKO, 통화옵션

계약)에 있어서의 환율급등문제에 대한 소송, 그리고 201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통해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신의칙상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본질과 계약적 정의에도 반한다

는 점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질서의 정립과 올바른 운용을 위해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요건은 계약준수의 원칙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우리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

요건으로는 사정변경의 현저성, 예측불가능성, 계약유지의 신의칙상

부당성이 핵심요건이 되어야 한다. 요건의 엄격화를 위해서는 되도

록 구체적 표현을 조문에 담을 필요가 있고, 조문화가 부적절한 것

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한 일관된 해석의 정립이 필요하다. 사정변

경의 원칙의 인정효과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의 고유한 기능

이 계약의 수정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계약의 수정과 해소를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의 수정과 해제․해지를 병렬적으로 인

정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계약의 수정방식이나 해제방식에 있어서 당사자의 행

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기존의 법체계와 사적자치에 좀 더 부합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소송을 통한 법원의 후견적 개입은 필요하

고 계약의 수정에 대한 법원의 후견적 개입도 인정될 필요가 있다

고 볼 것이다. 향후 2012년 민법개정안이 입법과정을 통과하고 실무

에서 적용되어 더 많은 이론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법적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자율과 후견의 이념이 조화롭게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사정변경, 사정변경의 원칙, 민법개정안, 계약의 수

정, 계약준수의 원칙

학번 : 2003-2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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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계약은 우리 생활의 모든 방면에 걸쳐서, 끊임없이 또한 끝없이

행하여지고 있다. 계약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

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좁은 의미에서

는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1)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

의한 각자의 의무를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의 계약준수의 원칙 내지 계약의 구속력은 개인이 법질

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

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의 주요내용이 된다.2) 그러나 계약체결의 기초

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변경되어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일

방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 경우 본래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계약내용의 수정 내지

해소를 인정할 것인가라는 법률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

가 사정변경의 원칙 내지 사정변경의 법리이다.3)

이러한 계약이후의 사정변경에 관하여는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

1)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5, 6면.

2) 김욱곤, 민법학의 기본문제, 삼지원, 2005, 396면.

3) 정상현,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소의 유형적 판례분석”, 판례연구 제23집 제1

호, 서울지방변호사회, 2009, 135면. 특히 정상현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명문

규정도 없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이를 신의칙과 대등한

그 분칙으로서의 일반원칙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정변

경의 법리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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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론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근래에 들어 여러 국제통일계약

법에서 입법화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었고, 이에 따라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

서 2004년에 마련한 민법개정안에도 명문의 규정으로 채택되어 있

었는데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후, 좀 더 심

화된 논의와 수정을 거쳐 2012년에 마련한 민법개정안4)에도 명문의

규정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종래 판례는 계속적 보증에 한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를 인정할 뿐, 일반적으로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

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목할

만한 판례5)가 나왔으며6), 보증이 아닌 약정수수료에 관한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에 대해 판단한 판례7)가

나왔다. 또한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사정변경문제8)나 키코계약

(KIKO, 통화옵션계약)에 있어서 환율급등문제9) 등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으면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사회적 이슈가 된 키코계약에 관한 소송을 공

개변론하기도 하였는데 결국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주장은 배

척하였다.

4) 2013년 10월 현재까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는 못한 상황이나, 2012년 제4기 민

법개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012. 6. 27)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민법개

정안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다는 점에서 이하에서 ‘2012년 민법개정안’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5)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공 2007상, 601).

6) 윤진수, “2007년도 주요 민법관련 판례 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320면.

7) 대법원 2011.6.24. 선고 2008다44368 판결(공 2011하, 1451).

8) 이에 대한 연구로는 황영두, “아파트분양계약과 사정변경의 원칙”, 법학연구 제

34권, 한국법학회, 2009, 참조.

9) 이에 대한 연구로는 백태승, “키코(KIKO)계약과 사정변경의 원칙”, 고시계 제54

권 제7호, 고시계사, 2009; 나태영, “키코통화옵션계약의 효력에 관한 소고”, 한

양법학 제22권 1집(통권 제33집), 한양법학회,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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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의의와 연원, 외국

에서의 논의와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와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특히, 최근 판례들의 태도와 동

향들을 검토하고, 아울러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민법개정안에 대

해 검토한 후, 계약 이후의 사정변경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

색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먼저, 근대 계약법의 기

본 원리인 계약준수의 원칙 내지 계약의 구속력에 대하여 살펴보아

야 한다. 계약준수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주요내용으로 법적 안정성

의 기초가 되는데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 또는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준수의 원칙의 의의와 근

거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에 따른 사정변경의 원칙의

태동과 연원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로서 독일과 프랑

스, 영미, 일본 등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

되어 발전되어 왔고, 현재 어떠한 인정요건에 따라 어떠한 법적효과

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최근

에 제정되거나 발표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CISG),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유럽계약법원칙

(PECL), 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등 여러 국제통일계

약법에서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

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우리 민법상의 사정변경의 원칙의 의의와 구별개념, 일

반원칙으로서의 인정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과 판례의 태도를 정

리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 민법상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종래의 판결들은 일시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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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것과 계속적 계약에 대한 것으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특히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선언적 의의를 갖는 최근의 판결과 그 이

후의 최근 판례들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끝으로 법무부가 마련한 민법개정안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명문조항이 채택되어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2004년 민법개정안과 2012년 민법개정안의 성안경과와 내용을 정리

하여 검토해 보고, 성안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를 바탕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명문화에 대한 올바른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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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계약준수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

제 1 절 계약준수의 원칙의 의의와 근거

Ⅰ. 의의

계약준수의 원칙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것이다. 이 원칙은 근대민법에서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10)

계약은 법률요건의 하나이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그것에

는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된다. 즉,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유효

하게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

고 당사자들은 그 약정된 채권·채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에서 약정된

대로의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계약의 구속력

이다.11)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모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

며 계약의 구속력의 발생이 바로 계약의 주된 효력인 것이다.12)

이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구속적

인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관계를 변경할 수 있다

고 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는 계약관

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법관에 의해서도 당

사자 간에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관계가 변경되어질 수 없음을 의미

하며, 입법자에 의해서도 본래의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질 수 없다는

10) 최창렬, “계약준수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재

산법학회, 2011, 160면.

11) 계약준수의 원칙과 계약의 구속력은 같은 로마법언(Pacta sunt servanda)에 근

거한 것으로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사정변경의 원칙과의 균형상 가

급적 계약준수의 원칙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12) 김욱곤(주 2), 295면.



- 6 -

것을 의미한다.13)

프랑스민법 제1134조는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은 이를 체결한 당

사자 간에는 법률의 구실을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구속력을

명시하고 있고, 독일민법 제305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통한 채무관계의 성립이나 채무관계의 내용의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

법은 제105조에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구속력을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계

약편의 제 규정들은 역시 계약의 구속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14)

Ⅱ. 근거

고대 로마와 게르만사회에서는 약속에의 충실의무는 약속 그 자

체로부터가 아니라 약속을 위한 마법적 의식 내지는 종교적 선서에

서 나오는 것으로 보았다. 법문화가 상당한 정도로 발달한 로마 공

화정 이후의 로마법에서도 계약의 일반이론은 정립되지 않았으며

엄격한 요식주의하에서 계약에서 인정되는 법률효과의 발생은 정해

진 외형의 준수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15)

중세 교회법시대에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요청과 특히 기독교 윤

리의 영향으로 인하여 로마법상의 요식주의는 점점 완화되기 시작

하였고 무방식의 약속에 대하여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노력이 행해

지게 되었다. 중세 카논법 학자들은 신에 대한 약속과 마찬가지로

신의 모상을 닮은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약속도 준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약속의 구속력의 근거를 인간의 양심 내지는 기

독교적 도덕률에서 찾았다.16)

13) 김욱곤(주 2), 296-297면.

14) 김욱곤(주 2), 297면.

15) 김욱곤(주 2), 298면.

16) 김욱곤(주 2), 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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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날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서 계약방식의

자유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

여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 합의된 계약의 내용대

로 계약을 지켜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계약법이론

에서는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를 당사자의 합의와 실정법규범의 양

자에서 찾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17) 그러나 왜 실정

법규범이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사법관계의 형성을 승인하고 이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인가 하는 법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는 ① 인간의 자기결정력과 그 존엄성의 인정은 법의 근본가치이기

때문에, 법질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사법관계의 형성을 당연히

인정하여야 한다는 자기결정이론, ②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의 이해

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합의를 하게 되며, 이러한 계약

메커니즘을 통한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에 의하

여 정당성이 보증되고, 각 당사자는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의사에 구속된다고 하는 계약 메커니즘에 의한 정당성보증이론, ③

실정법질서가 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이유를 거래안전의 필요성

과 계약성실이라는 도덕률에서 찾는 신뢰보호이론 등의 이론이 있

다.

국내에서도 영미 계약법이론의 영향을 받아 독일민법학의 영향을

받은 종래의 법률행위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정법규범이 계약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계약제도가

인간의 자기발전과 공공선(公共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범

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고,18) 현재로서는 정당성

보증이론과 신뢰보호이론을 절충하여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로 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19) 일본에서도 계약의 구속

17) 김대정, “한국 계약법의 성립과 전개”, 법학연구 제52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

학연구소, 2011, 29면.

18) 김욱곤,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법학 창간호, 성균관대

학교 비교법연구소, 1987, 209면.

19) 김대정(주 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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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근거에 대해서 현대적 상황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20)

제 2 절 사정변경의 원칙의 의의와 연원

Ⅰ. 의의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21)이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정이 그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해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매우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는,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효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22) 법률행위를 체결할 때는 당사자가 그 당시의 개인

적 내지 사회·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 법률행위를 성립시키고 이

러한 사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

우에 따라서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후에 당사자의 개인적 사정 내지

는 사회경제적인 사정이 급격히 변화하는 수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

에도 그 법률행위가 예외 없이 본래 목적한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

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그 법률효과를 신의형평에 적합하도록

변경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파악되고 있다.23)

20) 정종휴, “계약의 구속력의 근거”, 민사법학 제37호, 한국민사법학회, 2007, 422

면 이하.

21)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학자들이 신

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원칙으로 이해하는 태도에 근거한 것이라

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명문규정도 없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효력

과 관련하여 이를 신의칙과 대등한 그 분칙으로서의 일반원칙으로 인정하는 것

은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정변경의 법리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

해가 있다. 정상현(주 3), 135-136면.

22)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2013, 79면.

23) 정조근, 사정변경의 비교법적 연구, 제일문화사, 198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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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계약의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변경이 있어서, 당초의 법률행

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때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그 법

률행위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법원칙이 사정변경의 원칙이

다.24)

Ⅱ. 연원

사정변경의 원칙의 역사적 기원에 대하여는 로마법에서 유래한다

는 견해와 중세 스콜라철학에 바탕을 둔 교회법상의 제도라는 견해

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 로마법상의 연혁적 근거를 제시하는 견해25)

에서는 학설휘찬(Digesta)의 법문에서 제3자에 대한 변제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 만일 변제자가 입양되거나 유배된 경우 또는 노예가

된 경우에는 “그가 동일한 조건으로 남아있다면”이라는 합의가 묵시

적으로 계약 속에 존재한다고 이해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제를

적법한 변제라고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는 중세교회법에 의하여 제기된 “만일에 사물이 그대로 있었

더라면”이라는 조항(clausula rebus sic stantibus)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기원을 찾고 있다. 이 법문은 계약체결의 기초가 되는 사정

이 변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효력유지약관26)이지만, 반

대로 사정이 변경되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의

미를 내포하는 것이고, 모든 계약에는 이러한 약정이 묵시적으로 존

재함을 전제로 한다.

24) 김상용,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비교 고찰”, 일간최병욱교수정년기념, 현대민

사법연구, 법문사, 2002, 221면.

25) Jean Carbonnier, Droit civil 4-Les obligation, 12
e
éd, presses universitaire de

France, 1985, n˚69, p. 267(정상현(주 3), 139면에서 재인용)

26) 일반적으로 사정존속약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민법[채권

각칙(1), 백태승 집필],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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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교회법 이후 사정변경의 원칙은 18세기 중엽에 프로이센일반

란트법과 오스트리아민법, 스위스채무법에서 명문으로 수용되기도

하였으나, 19세기의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강조된 계약준수의 원칙

에 묻혀 그 빛을 잃었었다. 그러나 두 번의 세계대전이 가져온 경제

적 변동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여러 명칭으로 다시 논의되기 시작

하였다.27)

제 3 절 사정변경의 원칙과 계약준수의 원칙의

관계

계약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은 계약법의 대원칙이다. 이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계약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거래를 촉진한다. 그런데 사정변경의 원칙은 이러한 계약

법의 대원칙과 긴장관계에 있다. 이는 계약의 기초를 이루는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

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도록 허용하

기 때문이다.28)

그러므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계약의 종료를

인정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

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을 고려

하지 않는 것은 또한 계약적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

서 계약준수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은 서로 충돌되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할 민법에서의 과제이다.29)

27) 정상현(주 3), 141면.

28) 권영준, “위험배분의 관점에서 본 사정변경의 원칙”, 민사법학 제51호, 한국민

사법학회, 2010, 203면.

29) 김상용(주 24), 222면; 이재목, “계약사정의 변경과 계약내용의 조정”, 비교사법

제8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2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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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 1 절 독일의 행위기초론

Ⅰ. 서설

우리나라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독일에

서는 행위기초론30)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이론은 1921년 외르트

만(Oertmann)에 의하여 창시된 것이며 그 후 판례에서 이 용어를

채용하여 널리 이용되기에 이르렀다. 행위기초란 계약의 기초에 있

는 일정한 사태이며, 그의 부존재 또는 소실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31)

따라서 행위기초론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

에 계약 성립 후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당사자가 당초 예견

하지 못한 변경이 생겨, 그 결과 본래의 급부가 다른 당사자에게 현

저하게 부당한 경우, 신의칙에 의하여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32)

Ⅱ. 학설의 전개

행위기초론의 이론적 기원은 중세교회법의 사정존속약관(clausula)

이다. 그러나 사정존속약관은 계약의 내용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있

는 반면, 행위기초론은 계약내용으로 되지 않은 상황을 그 주요문제

로 삼고 있으므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33)

30) Die Lehre von der Geschäftsgrundlage.

31) 정조근(주 23), 10면.

32) 성위석, “사정변경의 원칙”, 경북대법학 제 2호,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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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기초론의 이론적 선구는 빈트샤이트(Windscheid)의 전제론이

다. 전제란 동기와 조건의 중간으로 의사의 자기 제한이며 그 상실

은 부당이득(또는 급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항변권)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론에 대하여 조건과 동기와의 사이에 중간

물은 없고 전제론은 결국 동기의 착오를 인정한 것이 되며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었고34) 독일민법(BGB) 제정시에 전제론

은 물론, Clausula 법리의 일반적인 수용은 거부되었다.35)

외르트만(Oertmann)은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상승함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대등성의 유지를

위한 이론으로 1921년에 행위기초론을 주장하였으며, 그의 이론은

곧바로 1923년에 제국법원에 의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조문

을 원용하면서 받아들여졌다. 외르트만에 따르면 행위기초란 계약체

결시 나타나고 상대방에게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이의가 주장되

지 않는 일방 당사자의 표상 또는 행위의사가 그 기초위에 세워지

는 어떤 사정의 존재 또는 발생에 관한 양당사자의 공통된 표상이

다. 전제론이 극단적인 의사주의에 서있는데 반하여 행위기초론은

표시주의에 입각하고 있다.36) 그러나 당사자의 표상이라는 주관적

인식을 여전히 중시하여 빈트샤이트와 마찬가지로 주관설로 분류된

다.37) 그리고 동기의 착오도 행위기초의 상실에 포함될 수 있어서

그 범위가 부당히 확대될 위험이 있다.38)

당사자의 주관적 요소에 치우친 빈트샤이트와 외르트만의 주관설

에 대한 반발로 카우프만(Kaufmann), 크뤼크만(Krückmann), 로허

33) 이영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독일의 행위기초론을 중심으로-”, 사법

논집 제5집, 법원행정처, 1974, 79면.

34) Lenel, die Lehre von der Voraussetzung, Acp. 79.(정조근(주 23), 15면에서 재

인용)

35) 김상용(주 24), 223면.

36) 정조근(주 23), 23면.

37) 이재목(주 29), 302면.

38) 백태승, “독일 행위기초론의 발전과 최근동향”, 저스티스 제25권 제1호, 한국법

학원, 1992,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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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her) 등에 의해 계약 당사자들의 공통적 계약목적을 강조하는

객관설이 제기 되었는데, 행위기초는 “그 존재 또는 존속이 계약체

결시 계약의 내용, 목적, 경제적 의미에 의하여 전제되었던 모든 상

황과의 관계”로서 “계약을 의미 있게 하고 유용한 것으로 하며 전체

법질서의 의미에 있어서 적정한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39)

라렌쯔(Larenz)는 주관설이나 객관설 어느 경우도 행위기초에 관

한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행위기초론을 더욱 발전시켜,

행위기초를 주관적 행위기초와 객관적 행위기초로 분류하였다. 객관

적 행위기초는 “당사자 쌍방이 예견 여부를 묻지 않고, 계약을 체결

할 때 그 존재 또는 존속이 객관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일정한 사정”

이다. 그러한 객관적 행위기초가 상실된 경우로는 화폐가치의 폭락,

법률의 개정, 정치관계의 변화 등에 의하여 등가관계가 파괴된 때와

계약목적의 달성이 좌절된 때로 분류하였다.40) 주관적 행위기초란

“당사자에게 공통된 관념 또는 기대”라고 하는데 결국 주관적 행위

기초는 공통된 동기착오의 경우를 문제로 한다.41) 이러한 행위기초

론은 제국법원에 이어 독일연방대법원(BGH)에 의해서도 받아들여

졌다.42)

플루메(Flume)는 행위기초론의 모호성과 자의적 적용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계약과 실제와의 불일치 문제는 계약의 해석과 위험분

배원칙의 활용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43) 휘

켄쳐(Fikentscher)는 플루메의 위험분배관점을 결합하여 행위기초론

을 전개하였는데 행위기초의 요건으로 계약위험과 기대불가능을 들

고 있다.44) 그는 신뢰기초라는 상위개념을 설정하고 행위기초의 적

39) 백태승(주 38), 55면.

40) 김상용(주 24), 225-226면.

41) 정조근(주 23), 25면.

42) 김상용(주 24), 226면.

43) 이재목(주 29), 304면.

44) 백태승(주 38),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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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요건으로 위험부담과 기대불가능성을 강조하였다.

Ⅲ. 판례의 태도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독일의 판례는 사정존속약관의 법리

를 일반원리로 채용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이후, 계약준

수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위기초론의 적용을 부정하였다.45)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판례의 태도

에 변화가 생겼는데 제국법원은 사정변경의 문제를 처음에는 채무

자가 원래의 급부를 이행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에 비추어 너무

큰 희생과 감내할 수 없는 비용이 드는 경우 이를 이행불능과 동일

시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을 해소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불능이론으

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불능이론은 계약의 해소에만

치중하여 계약의 유지를 바라는 당사자에게 구체적 타당성을 보장

할 수 없는 난점이 있었고,46) 기대불가능이론에 기초하여 판시한 바

있다. 즉,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보면 그와 같은 경제적 급

변 상황은 당사자에게 기대불가능한 희생을 초래케 하므로 그로부

터 발생된 손해는 양당사자가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한다면서 가격

인상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화폐제도개혁법이나 계약구조법 등의

입법적 조치에 따라 행위기초론을 적용한 진보적인 판례들이 나타

나지 않았고, 판례는 행위기초론의 적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

다.47) 즉, 계약준수의 원칙과 관련하여 행위기초론은 “감내할 수 없

고 법과 정의에 맞지 않아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피하

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일 때”에만 적용된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계약목적과 임의법규로부터 도출되는 위험부담이 가장 중요한 판단

45) 백태승(주 38), 62면.

46) 이재목(주 29), 305면; 백태승(주 38), 62면.

47) 이재목(주 29), 3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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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된다고 한다.48)

Ⅳ. 2001년 채권법 개정

독일은 2001년 민법을 개정하면서 제313조 행위기초의 장애라는

조항으로 행위기초론을 입법하였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일반조

항이 도입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계약체결 후에 현저히 변경되고, 그 변경이 만일 당사자

들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 경우에, 개별적인 경우의 모든 사

정, 특히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위험분배를 고려하면 당사자 일방에

게 원래의 계약에 구속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의 수

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계약의 기초가 된 본질적

인 관념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사정의 변경과 동일하게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계약의 변경이 불가능하거

나 당사자 일방에게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입은 당사

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해제가 아니라

해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9)50)

48) 이재목(주 29), 306면.

49) 박정기,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논고 제37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229면 이하.

50) 개정 독일 민법 제313조(행위기초의 장애)

①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계약체결 후에 현저히 변경되고, 그 변경이 만일

당사자들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내용

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 경우에, 개별적인 경우의 모든 사정, 특히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위험분배를 고려하면 당사자 일방에게 원래의 계약에 구속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의 수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의 기초가 된 본질적인 관념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사정의 변

경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③ 계약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일방에게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불

이익을 입은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해제가

아니라 해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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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검토

행위기초론의 적용요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많지만, 앞서

살펴본 학설과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행위기초가 존재하였다가 상실되었을 것(행위기초의 상실) ② 일

방 당사자의 위험범위에 속하지 않을 것(위험분배의 고려) ③ 사정

변경이 있음에도 일방 당사자를 계약으로 구속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기대불가능성).

행위기초론의 효과는 행위기초가 상실된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기대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계약의 수정, 계약의 해소 등의 법적효과가 발생한다.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 먼저 계약내용의 수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 한다. 계약의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적으로 당사자에게 해

제권 또는 해지권을 인정한다.

독일의 채무법현대화법에 의해 탄생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명문조항은 행위기초론의 일반법리로서의 도입이라는 점, 제2항에서

주관적 행위기초 장애를 동일하게 규정한 점에서 특색이 있다. 다만

개정민법 제313조는 상세한 규정을 두어 규율 영역을 구체화 한 것

이 아니라, 과거부터 인정되어 왔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동규정의 실제적 적용은 다시 판례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51)

제 2 절 프랑스의 불예견론

Ⅰ. 서설

51) 김형배 외 5인 공저, 독일 채권법의 현대화, 법문사, 2003, 1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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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에 있어서 불예견론은 계약관계가 성립한 후 이행기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혀 예견하지 못

한 사회적·경제적 변혁이 생겨 당초의 계약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에게 계약내용의 변경권이나 계약의 해소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는 이론을 의미한다.52) Clausula 법리는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쳤으

나 18세기까지는 법률가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판례에 약간의 흔

적을 남기는 데 불과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한 사회적·경제

적 변동은 망각되고 있던 Clausula 법리를 상기시켰고 불예견론에

대한 재논의가 촉발되었다.53)

Ⅱ. 학설의 전개

전통적인 입장이나 현대의 대다수 민법학자는 불예견론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우선, 프랑스 민법에는 불

예견론을 인정하는 일반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반면에 프랑스 민법

제1134조 제1항에서 계약준수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불예견

의 경우에도 입법자의 권능으로 계약준수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효력유지약관이 묵

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의제이며, 이는 오히려

당사나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래의 안정을 위해서도

불예견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사정변경법리를 인정하여 합의

의 수정을 가능하게 하면 합의의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계약 당시의 당사자의 말을 서로 믿지 못하게 되고 새로운 분

쟁을 야기할 가능성도 따른다고 한다. 따라서 법관에게 계약의 해소

권이나 수정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계약관계에 있어서 불균형이

52) 정상현, “프랑스 민법상 불예견이론과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민사법학 제41

호, 한국민사법학회, 2008, 495면.

53) 정조근(주 23),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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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심하고 명백한 부정의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조건

을 명시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한다.

반면에, 일부 학자들은 뜻밖의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으로

급부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관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

나 계약자체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하여 불예견론을 긍정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우선 이미 교회법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바와 같이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유지약관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한다. 그리

고 프랑스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근거한 규정이 산재해 있다는

것도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민법 제1244

조 제1항은 채무자의 상황과 채권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채무이행의

유예나 분할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프랑스민법 제1134조 제

3항에서 계약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

정하는 점에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는 사건의 발생으로 급부 사

이에 심한 불균형이 일어났는데도 계약체결시에 당사자가 약속한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리에 반

하는 것이라고 한다.

Ⅲ. 판례의 태도

프랑스 파기원(La Cour de cassation)은 19세기의 아주 오래된 판

결에서부터 불예견론의 적용을 명백하게 배척하였으며,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경제적인 사정의 급변에도 불

구하고 불예견론의 적용을 거부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54) 특히 파기원은 1876년 끄라뽄느운하 사건에서 불

예견의 문제를 명확하게 나타내었는데, 운하의 소유자가 법관에게

16세기의 계약에 따른 사용료의 인상을 요구한데 대하여 하급법원

54) 정상현(주 52), 5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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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변경을 인정하였으나, 파기원은 계약당사자들의 합의를 변경

하거나 계약당사자들에 의하여 자유롭게 받아들여진 계약내용을 새

로운 내용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기간이나 사정 등을 고려하는 것은

그 판결이 형평에 맞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 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을 겪으면서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된 많은 하급심판결들

이 있었지만, 파기원은 불예견론의 적용을 일관적으로 거부하였으

며, 하급법원도 파기원의 태도에 따랐다.55) 오늘날에도 파기원은 동

일하게 사정변경의 법리를 배척하고 계약의 구속력을 유지하고 있

다.

반면에, 행정법원은 민사판례와 달리 불예견론을 적용한 판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즉 프랑스 행정원(Conceil d'État)은 1916년 조명회

사와 보르도시 사건의 판결 이후부터 공공급부의 필요에 따라 불예

견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였고 이후 같은 의미

에서 행정법상의 불예견론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행정원 역

시 불예견론을 적용할 때 엄격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오로지 행정계약에 관하여만 이 이론을 적용하고 비록 행정

청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라도 그것이 사적 계약관계로서 규율되

어야 하는 경우에는 불예견론을 적용하지 않으며, 다른 하나는 행정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영속성과 기능을 보장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56)

Ⅳ. 법률의 규정

불예견론에 대한 파기원의 부정적 태도와 그에 대한 다수 학자의

지지에 따라 프랑스 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일반 규정이

도입되지 않았다. 다만,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

55) 정상현(주 52), 540면.

56) 이에 대하여는 정상현(주 52), 5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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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몇몇 특별법의 제정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영

향을 고려하여 1918년에 제정된 패이요법(Loi Faillot)57)은 제1차 세

계대전의 발생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합의

시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예상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계

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된 민법상

의 개별규정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증여

나 유증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그 조건이나 부담의 변경이 가능

하다고 규정한 제900조의 2, 일정한 사정에 따라 생전증여의 철회를

인정한 제935조, 채무자의 상황과 채권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채무이

행의 유예나 분할을 인정하고 있는 제1244조의 1 등이 있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민법개정안58)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59)60) 즉 제1135조의 1은 “계속적 또는 회귀적 급

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

여 계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무익할 정도로 급부 상호간의 최초의

형평이 파괴되는 경우 그들 사이의 합의의 변경을 협의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고 하고 제1135조의 2는 “그와 같은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이익을 상실하는 당사자는 지방법원장에게 당사자 간에

새로이 협의할 것을 명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제1135조의

3은 “재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정의 변경이 당사자의 악의

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비용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다만, 민사판례에서는 불예견론이 인정되지 않은 영향으로 법문에

57) 주창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명칭이라고 한다.

58) 2006년에 공표된 프랑스채권법 개정의 Catara초안; Pierre Catara,

Avant-projet de ré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et de la prescription, la

document françise, 2006, 참조.

59) 정진명, “사정변경 원칙의 명문화 방안”, 比較私法 제18권 제3호(통권 제5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1, 654면 이하.

60) 박수곤, “프랑스민법개정시안에서의 합의의 효력”, 민사법학 제45권 제2호, 한

국민사법학회,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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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예견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정의 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Ⅴ. 검토

프랑스에서는 대다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그 적용이 배척되고

있다. 민사판례에 있어서 불예견론이 인정되지 않고 게다가 다수 학

자가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사적자치의

원칙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그 원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

다.61)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프랑스민법개정안이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유럽 각국에서의 입법례와 국제적

입법동향을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정변경

의 원칙에 관한 프랑스민법개정안의 특징은 요건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해 급부 상호간의 형평이 깨지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과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먼저 협의하도록 하

고, 그 협의가 없으면 법원에 협의개시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

고, 해지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62)

제 3 절 영미의 계약 좌절(Frustration) 법리63)

Ⅰ. 서설

영미법 국가에서는 대륙법의 Clausula 법리를 계수하지 않았기 때

61) 박정기(주 49), 227면

62)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회의속기록, 제8권, 법무부, 2012, 551면.

63) 일반적으로 “계약 좌절 법리”, “계약목적좌절의 법리” 또는 “계약목적부도달의

법리”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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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계약 좌절(Frustration) 법리가 사정변경의 원칙을 대신하는 기

능을 하고 있다. 계약 좌절 법리는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일정한

사태로 인해 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 그 계약관계를 해소해주는 제도를 말한다.64)

즉,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 당사자가 처음에 의도했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내용으로 제1차 세계대

전을 전후해 판례상 형성된 제도이다.65) 영국에서는 본래 채무자에

게 이행불능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보통법의 지나친 엄

격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1863년 Taylor v. Caldwell 사건66)에서 채

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목적물이 멸실된 사안에서 계약의 소멸

을 인정한 것을 계약 좌절 법리의 기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은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한 연주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였는데, 이행기 전에 그 연주장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화재)로

소실되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한 사안에서, 계약 이행기에 일정한 목적물이 존재하는 것이 계약의

당연한 전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

고 목적물 멸실에 의한 이행불능이 되면 당사자는 면책된다는 묵시

적 조건이 존재한다고 보아 임차인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다. 이 사

건에서 법원이 면책의 근거를 계약에 존재하는 묵시적 조건에서 구

함으로써, 계약 당시 당사자가 기대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에 의

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

해진 경우로까지 법리의 적용이 확대될 수 있었고 결국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되게 되었다.

64) 김상중, “사정변경 제도의 성문입법화 시도에 관한 몇 가지 비판적 단상”, 재산

법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2006, 131면.

65) 손봉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대법원판례해설

제67호(2007년 상반기), 법원도서관, 2007, 18면.

66) Taylor c. Caldwell, 122 Eng. rep. 309(Q.b.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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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리의 전개67)

영미법국가에서는 목적물 멸실의 경우를 중심으로 계약 좌절 법

리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영미법의 경우 별도의 면책합의가 없는

한 귀책사유 유무를 묻지 않고 단지 그 의무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

이다.

또한, 계약에서 정해진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경

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급부비용의 증가나 정치상황의 변동 등에

따라 의무자에게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도 계약 좌절 법리의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 유형에서 영미법의 판례는 계

약 좌절 법리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Tsakiroglou & CO. Ltd. v. Noblee Thorl GmbH. 판결에서는 수단

산 땅콩 300톤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때 양 당사자는 수에

즈운하를 통하여 운반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수에즈 운하가 계약

체결이후 폐쇄되었고 이에 매도인은 계약해소를 주장하였으나 영국

법원은 희망봉을 우회하는 대체이행이 가능하고 이것이 높은 비용

을 초래할 수 있더라도 계약의 해소를 정당화할만한 본질적 변경이

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

는 그 비용증가에 따른 불이익을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며 이를 상

대방에게 손쉽게 전가할 수는 없다는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그 자체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았

으나 후발적 사정에 따라 급부의 수령자에게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

경우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례로 1903년 영국

법원의 Krell v. Henry 판결68)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피고가

Edward 7세의 대관식 행렬이 지나가는 지역의 원고 소유의 가옥을

대관식이 있는 이틀 동안 임차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 차임으로 75

67) 김상중(주 64), 133면 이하.

68) Krell v. Henry, LR 2 KB 740(Ct. App.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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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드 중 25파운드를 지급하였는데, 국왕의 급병으로 대관식의 취

소가 발표된 상황에서 원고가 나머지 50파운드를 청구하자 피고가

계약의 해소를 주장한 사건이다. 영국법원은 계약당사자들이 일정한

사정의 발생이나 존속 또는 기타 상황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면

그 같은 기대가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은 구속력을 갖는

다고 판단하면서 잔금지급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계약의 당사

자가 계약을 통해 추구한 목적이 좌절되는 경우 언제나 계약의 해

소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의 특별한 목적이 양 당사

자의 계약의 기초라기보다는 일방 당사자만의 목적이거나 또는 계

약 목적의 좌절이 부분적 좌절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소를

부정하고 있다.69)

Ⅲ. 미국에서의 법리 발전과 법률의 조항

미국에서는 계약 좌절 법리가 영국법과 다른 형태로 발전하여 왔

는데,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에 의

하여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당사자는 자신의 면책을

구하기 위하여 이행불능이나 불가항력, 그리고 목적좌절 등을 각각

또는 병행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후발적 이행불능에 의한 면

책은 단순한 이행비용의 증대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해진 정도만으

로는 허용되지 않고,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어야 한

다. 미국에서 계약 좌절 법리의 선도적 판례는 California주 대법원

의 1916년 Mineral Park Land Co. v. Howard 판결70)이다. 이 사건

69) Krell v. Henry 판결과 동일한 대관식 행사의 일환으로 관함식이 예정

되어 있어 관광객에게 항구 일대의 유림운항과 해군 사열식을 관람케 할

계획으로 선박 한 대를 임대차하였는데 행사가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그 같은 목적은 양 당사자의 공통된 기초라기보다는 단지 임차인의 계획

이라고 해석하여 계약 해소를 부인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김상중(주 64), 143면.

70) Mineral Park Land Co. v. Howard, 156 P. 458 (Cal.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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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피고는 원고의 토지로부터 1입방야드당 0.05달러에 자갈을 채

취하기로 하면서 10만 입방야드를 예정하였는데, 5만 입방야드를 채

취한 후 지하수를 만나서, 그 지하수를 제거하고 자갈을 건조시키는

비용이 너무 엄청나게 많이 들게 되었는데 법원은 비용의 엄청난

증가는 계약목적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이행

책임을 면책시켰다.

미국에서는 통일 상법전과 계약법 Restatement에서 계약 좌절 법

리와 관련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통일상법전 §2-615는 전제

조건을 결여하게 된 경우의 면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2 계약법

Restatement 제261조는 이행의 비현실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

고 그 적용의 전형의 하나로서 제263조가 계약목적물의 멸실 등에

따른 불능 유형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65조는 후발적 사태로 인

해 계약 당사자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게 된 목적좌절 유형을 규율

하고 있다.71)

Ⅳ. 검토

계약 좌절 법리의 적용요건에 대해 앞서 살핀 미국의 제2 계약법

Restatement를 근거로 도식화해보면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72) ①계약체결 이후의 사정변경과 이행의 비현실성 또

는 목적좌절, ②계약좌절을 초래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을 것에 대한

공통된 전제, ③반대되는 합의의 결여.

계약 좌절 법리의 적용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동적인 전부

해소이다. 즉, 당사자나 법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하거나 이행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73) 그러나 사례의 적정한 해결의 위해 계약상의 의무가 가분적

71) 김상중(주 64), 148면.

72) 김상중(주 64), 149면.

73) E. Allen Farnsworth, CONTRACTS, 4th ed, 2004, p.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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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계약의 일부해소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영국 법원은 계

약내용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미

국법원은 계약의 전부해소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법원으

로 하여금 적정한 내용으로 원래의 계약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74)

제 4 절 일본의 사정변경의 원칙

Ⅰ. 서설

일본에서는 민법 제정 당시 독일의 clausula 법리가 경시되던 시

기였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후 독일에 유학한 법학자들에 의하여 그 명

칭과 함께 도입되었다. 특히 勝本正晃은 1926년 ‘민법에서의 사정변

경의 원칙’이라는 논문에서 독일의 행위기초론을 비판하고 일본 특

유의 이론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제창하였고75) 그 후의 판례와

학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는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채권관

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의 환경인 사

정이 법률행위 후, 그 효과의 완료 이전에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어 그 결과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률효과를 신의형평에 기하여 변경시키는 것

을 말한다고 설명하였다.

Ⅱ. 학설의 전개

勝本正晃은 사정변경의 원칙의 근거를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으

74) 김상중(주 64), 158면.

75) 김대정(주 17), 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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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그 효과로서 제1차적으로는 급부내용을 변경하여 가급적 채권

관계를 존속시켜 당사자의 목적에 도달하도록 하고, 제2차적으로는

계약의 해제, 해약권, 의사표시의 철회권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五十嵐淸에 의해 발전적으로 심화되었는데 勝本正

晃의 이론은 구체적인 적용영역이 지나치게 넓으므로 그 범위를 제

한하여야 하고, 계약사정의 변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의사표

시의 객관적 해석으로 구성할 가능성을 탐색하여야 하며, 체계상 지

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칙

에 의한 권리행사 제한의 소극적인 면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과

효과를 갖춘 판례법상의 제도이므로 민법의 체계에서 독립적인 지

위를 가지는 것으로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Ⅲ. 판례의 태도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하여 1920년에 최초로 대심원 판결이 있

었다. 이 판결76)은 재매매예약 후 30여년간 목적토지의 가격이 20배

이상 등귀한 사안에 관한 것인데, 대심원은 “매매계약의 목적물가격

이 경제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당시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하

게 등귀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는 당초의 약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학설과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1944년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가능성

을 신의칙을 근거로 승인하게 되었다. 즉, 최고재판소는 “사정변경으

로 인하여 당사자를 당해 계약에 구속하는 것이 신의형평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에게 해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77) 다만, 최고재판소가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

하여 해제를 인정한 판결은 아직 없으며, 계약의 개정에 대하여 언

76) 日大判 1920. 9. 24. 民錄 26집, 1345면.

77) 日大判 1944. 12. 6. 民錄 23권, 6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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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판결도 없다.78)

Ⅳ. 법률의 규정

현재 일본 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

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찬동

태도에 따라 이에 대한 입법화 논의가 있었고, 최근의 일본 민법개

정시안에는 아래와 같이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규정이 도입되어

있다.

일본민법개정시안 [3.1.1.91]79)

① 계약체결에 있어 당사자가 그 기초가 된 사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당사자는 당해 계약에 근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② 다만, 사정변경이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3.1.1.92]에서 정한 청구를 할 수 있다. (가) 당해 사정변경이 계약

당사자의 이해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한

목적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것일 것, (나) 당해 사정변

경이 계약체결 후에 생겼을 것, (다) 당해 사정변경이 계약체결시에

양 당사자에게 있어 예견할 수 없었고, 그 통제를 넘은 것일 것.

일본민법개정시안 [3.1.1.92]

① 사정변경이 [3.1.1.91] 제2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때에는 당사자

는 계약 개정을 위한 재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재교섭의

신청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78) 정진명(주 59), 657면. 그러나 하급심 판결에서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

제를 인정한 것이 상당수 있고, 계약의 개정을 인정한 것도 존재한다고 한다.

79) 정진명(주 59), 65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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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계약당사자가 재교섭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재교섭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개정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에게는 계약해제 청구 및 계약개정 청구라는 두 가지의 권리가 인

정된다. 이 경우 판단의 순서에 따라 계약개정 청구의 가부를 선결

문제로 하는 甲안과 계약해제 청구의 가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乙안

이 제안된다.

Ⅴ. 검토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학설과 판

례의 인정 태도를 배경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명문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일본 민법개정시

안의 특징은 먼저, 계약준수의 원칙에 대한 규정이 앞에 선언되어

있는 점, 사정변경의 요건으로서 ‘당해 사정변경이 계약당사자의 이

해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였을 것’, ‘계약을 체결한 목적의 실현

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 개정을 위한 재교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재교섭을 했음에도 계약개정의 합의가 성

립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수정과 해제·해지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80) 특히, 우리나라의 민법개정안과 달리 재교섭에 관한 내용

을 도입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80) 법무부(주 62), 5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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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CISG)

Ⅰ. 서설

국제거래와 관련한 계약법 규범들의 통일화 논의에 따라 1980년

에 제정되어 1988년 효력이 발생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직접적으

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약을 불이행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Ⅱ. 관련 규정의 내용

CISG 제79조 제1항은 “당사자는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

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체결시에 그 장애를 고

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어떠

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81)82)

계약 불이행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계약 불이행

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체결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

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계약

이 체결된 이후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81) CISG　Art. 79. (1) A party is not liable for a failure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if he proves that the failure was due to an impediment beyond

his control and that he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taken the

impediment into account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r to

have avoided or overcome it or its consequences.

82) 정진명(주 59), 660면.



- 31 -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83)

Ⅲ. 검토

CISG는 기본적으로 영미법의 면책주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이는

국제거래에서 비교적 우위에 있는 영미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영미 입장에서 타당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84) CISG는 다른 국제통일계약법과는 달리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면책에 대한 조항을 두면서 면책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여 이행 장애에 대하여만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는 점이 특징이다. 즉, ‘circumst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impedi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의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장애에

대하여만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85)

제 6 절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Ⅰ. 서설

‘UNIDROIT’라는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 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에서 상사계약에 있어

서 전세계적 보편성을 가진 국제계약법의 모델을 만들고자 1994년

에 발표한 국제상사계약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PICC)은 불가항력이라는 개념과 별도로 일정 한도를 넘

는 사정변경에 대하여 ‘이행가혹(Hardship)’이라는 독특한 해결기준

83) John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1980

84) Dietrich Maskow, "Hardship and Force Majeure of PICC",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40 (1992), p.664.

85) 정진명(주 59), 6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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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있다. 즉 PICC는 계약체결 후에 발생한 모든 사정변

경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애초의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행가혹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86) 따라서 이행이 가능하지만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Hardship

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이행이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불가

항력이 성립되지 않아 의무가 면책될 수 없다.87)

Ⅱ. 관련 규정의 내용

PICC 제6.2.1조에서 “계약의 이행이 당사자 일방에게 보다 부담이

되는 경우에도 그 당사자는 이행가혹에 관한 다음의 규정에 따라

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행가혹은 예외적인 사

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제6.2.2조에서 이

행가혹의 요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행비용이 증가하거나 당사자가

수령하는 이행의 가치가 감소되는 등의 이유로 계약의 균형이 본질

적으로 변경되는 사정이 발생하고, 또한 (a)이러한 가혹사유가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거나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알게 되었을 것, (b)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가혹사유를 계약의 체결시에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을 것, (c)가혹사유가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의 통제

를 벗어난 것일 것, (d)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가혹사유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2.3조에서 이행가혹의 효과에 대하여 제1항은 “이행가

혹의 경우에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는 재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는 부당한 지체함이 없이 행하여져야 하고, 또한 그 기초가 된

86) 안강현,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상사법연구 제21

권 제1호, 2002, 197면.

87) Joseph M. Perillo, Force Majeure and Hardship under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Tulan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1997,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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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하고 제2항은 “이러한 재교섭 요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에게 이행유보권을 주지 않는

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어느 당사자든지 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제4항은 “이행가혹을 긍정하는 법원은 합리적인 한도에

서 (a)그 시기와 계약조건을 새로이 정하여 계약을 해소시키거나,

(b)계약의 균형을 복구하는 견지에서 계약을 수정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검토

국제상사계약원칙(PICC)은 불가항력과는 별도로 사정변경과 관련

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계약준수의 원칙에 대한 규정을 먼저 규정하고, 적용요건에 해당하

는 ‘이행가혹(Hardship)’ 개념에 대해 계약의 본질적인 불균형(등가

관계의 파괴)에 대해서만 규정하여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도록 하였

다. 적용효과에 있어서는 불이익 당사자에게 재교섭요구권을 인정하

고,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당사자든지 법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법원은 계약수정이나 계약해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7 절 유럽계약법원칙(PECL)

Ⅰ. 서설

유럽계약법원칙(The Principle of European Contract Law :

PECL)은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의 원활한 거래 및 관계증진과 각

국의 사법체계를 통일시킬 목적으로 1998년 제정되었다. 유럽계약법

원칙은 법전이 아니라 학자들의 법학저작이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



- 34 -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해 유럽계약법원칙은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불가항력에 의한 당사자의 면책 조항과는 별도로 사정변

경에 의한 당사자의 재협상과 법원의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

다.

Ⅱ. 관련 규정의 내용88)89)

PECL 제6:111조 제1항은 “이행비용이 증가하거나 당사자가 받는

이행의 가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행이 더욱 곤란해진 경우에도

당사자는 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준수의 원

칙을 먼저 선언하고, 제2항은 “그러나 계약의 이행이 사정의 변경으

로 인하여 현저하게 곤란해진 경우에,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는, 당사자들은 계약의 수정이나 종료를 위한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

다. (a)사정변경이 계약체결 후에 발생하였고, (b)사정변경의 가능성

이 계약의 체결시에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c)계약에 의하면, 불리해진 당사자가 사정변경의 위험을 부담하여

야 할 것이 아닌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은 “당사자들

이 합리적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은 (a)법원

이 정하는 시기와 내용으로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b)사정변경으로

생기는 손실과 이익을 당사자들 사이에서 정의롭고 공평하게 분배

하기 위하여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위 두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신의성실과 공정거래에 반하여 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8) 김재형 譯(올 란도·휴 빌 編), 유럽계약법원칙 Ⅰ·Ⅱ, 박영사, 2013, 492면.

89) Lando/Beale(ed.),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Part Ⅰand 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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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

유럽계약법원칙에서 규정한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 요건은 ①사정

변경으로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②사정변경이 계약체결 후에

발생하였을 것, ③사정이 고려될 수 없었을 것, ④사정변경으로 불

리해진 당사자가 계약상 사정변경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 아

닐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90)

적용 효과로는 당사자들에게 재교섭의무를 부여하고 신의칙에 반

하여 교섭을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부여

한 것이 특징이고, 이러한 교섭을 통한 합의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에는 어느 당사자든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법원은 계약을 해제하

거나 수정할 수 있다. 법원은 계약의 수정에 있어 넓은 권한을 갖는

다. 다만, 법원은 계약조항을 수정할 수 있지만 계약 전부를 다시

만들 수는 없다. 계약을 수정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계약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91)

제 8 절 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초안(DCFR)92)

Ⅰ. 서설

유럽연합 내에서 계약법을 통일시키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2009년

에 공간된 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초안(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 DCFR)은 예외적인 사정변경이 극심하여 채무자에게 채

무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명백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원

90) 김재형 譯(올 란도·휴 빌 編)(주 88), 495면 이하.

91) 김재형 譯(올 란도·휴 빌 編)(주 88), 497면 이하.

92) von Bar/Clive, Principle,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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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인정하고 있다.

Ⅱ. 관련 규정의 내용93)

DCFR Ⅲ-1:110조 제1항은 “이행비용이 증가하거나 또는 반환시

수령하는 가치가 감소되는 등의 이유로 이행의 부담이 보다 커지는

경우에도 그 채무는 이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계약준수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에서 사정변경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

다. 제2항 본문은 “계약채무 또는 편무적인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채무의 이행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명백하게 부

당한 예외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극도로 부담스럽게 된 경우”라

고 하여 중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제3항에는 “(a) 사정변경이 채무

가 발생한 후에 나타났고, (b) 채무자가 당시 그러한 사정변경의 가

능성이나 정도를 예상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예상하였을 것을 합리

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고, (c)채무자가 그러한 사정변경의 위험을

추정하지 못했고, 그리고 추정하였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간주할 수

없었고, 그리고 (d)채무자가 합리적이며 신의칙에 따른 교섭으로 채

무에서 정한 내용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정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

력한 경우”라고 하여 부수적 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정

변경의 효과에 대해 규정한 제3항은 “법원은 (a)새로운 사정에 합리

적이고 공평하게 되도록 채무를 변경하거나, 또는 (b)법원이 정하는

시기와 내용으로 채무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검토

DCFR은 사정변경의 원칙의 중요 요건으로 채무유지가 명백하게

부당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이행이 극도로 부담스럽게 된 경우

라고 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특징은 채무자가 합리적이며 신의칙에

93) 정진명(주 59), 667-6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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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교섭으로 계약내용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정에 도달하기 위

하여 노력해야한다고 한 점으로, 이 규정은 당사자에게 교섭할 의

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법원에 대한 권리구조의 요건으로 삼았다.

이는 당사자 간의 재교섭의무는 너무 복잡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는 비판 때문이었다고 한

다.94)

94) 정진명(주 59), 668면.



- 38 -

제 4 장 우리 민법상의 사정변경의 원칙

제 1 절 사정변경의 원칙의 의의와 구별개념

Ⅰ. 의의

우리나라에서 사정변경문제에 관한 논의는 손주찬 교수의 논문95)

을 시초로 제기되어 왔으며, 학설이나 판례는 대체로 사정변경의 원

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신의성실원칙의 파생원칙 내지 분

칙으로 다루어 왔다.96)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97)이라 함은 법

률행위가 성립하는 데 기초가 된 기초가 되는 사정이 그 후에 당사

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

어, 당초에 정해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매

우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효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98)99) 일찍이 판례100)

95) 손주찬, “물가변동과 사정변경의 원칙-이대병원매매사건에 즈음하여-”, 법조

제6권 제7·8호, 법조학회, 1957.

96) 정상현,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의 입법동향”, 한국 민법의 새로운

전개, 운로고상룡교수고희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법문사, 2012, 485면.

97)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학자들이 신

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원칙으로 이해하는 태도에 근거한 것이라

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명문규정도 없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효력

과 관련하여 이를 신의칙과 대등한 그 분칙으로서의 일반원칙으로 인정하는 것

은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정변경의 법리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

해가 있다. 정상현(주 3), 135-136면.

98) 곽윤직·김재형(주 22), 79면.

99) 곽윤직(주 1), 92면에서는 “계약의 성립 당시에 있었던 환경 또는 그 행위를

하게 된 기초가 되는 사정이, 그 후 현저하게 변경되어, 당초에 정하여졌던 계

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는 원칙”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100) 대판 1955.4.14, 4286민상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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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성립 후

당시 환경이 된 사정에 당사자쌍방이 예견 못하고 또 예견할 수 없

었던 변경이 발생한 결과 본래의 급부가 신의형평의 원칙상 당사자

에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신의형평의 요구하

는 바에 따라 그 급부의 내용을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제

의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

다는 규범”으로 판시한 바 있다.

Ⅱ. 구별개념

1. 이행불능·위험부담과의 구별

현행 우리 민법은 제546조에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이행

불능으로 인한 해제를 규정하고 있고, 제537조에서 “쌍무계약의 당

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

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험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일반적인 견해는 채무

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위의 각 조

문이 적용될 뿐,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이행이 가능하지만 등가관계의 파괴, 계약

목적의 좌절 등으로 가혹한 부담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

다. 즉, 사정변경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이 아닌 이행곤란101)

이 적용범위가 된다. 그런데 이행의 불가능은, 사회관념 내지 거래

관념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판례102)의 태도에 따라 이행에 너

무 많은 비용이나 노력 등의 희생이 따르는 경우에도 사회관념에

따라 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103)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101) 대체로 hardship 개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102) 대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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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중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행불능의 개념에 물리

적 불능 외에 사실적 불능이나 경제적 불능을 포함하는 경우 이행

곤란과의 경계가 모호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사정변경의 원칙이 명

문화 된다면 이행불능과 사정변경의 원칙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행불능의 개념범위를 책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104)

2. 착오와의 구별

우리나라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성립 당시의 객관적 사정

이 그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에 착오는 계

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 잘못된 경우로서 구별된다.

즉,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계약 성립 당시에 존재하던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없고, 다만 그 상황이 이후에 변경된 경

우이다. 행위기초론에서 주관적 행위기초의 상실을 함께 다루고 있

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주관적 인식의 착오와 관련된 영

역에 대해서는 착오 법리로 해결할 뿐,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 아울러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쌍

방에 공통된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보충적해석 등을 통해

해결하며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우리 대법원 역시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만 적용되고,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3.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과의 구별105)

103) 예를 들어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3, 90면.

104) 이행불능, 불가항력, 사정변경의 원칙의 중첩에 대하여는 박영복, “책임제한사

유로서의 불가항력과 사정변경”, 외법논집 제35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1, 참조.

105) 박준서 편집대표(주 26), 173-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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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은 사안을 계약내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문제되고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에 틈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기초로 이를 보충하는 것으로 양자

모두 계약내용에 틈이 있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

의 관계가 문제된다. 독일에서는 양 제도의 독자성과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통설과 판례106)는 두 제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

서 당사자의 의도와 밀접한 계약의 보충적 해석을 우선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한 한 사정변경의 원칙

은 고려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약에서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당사자가 그와 같은 틈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합리적으로 무엇을 합

의하리라는 가정적 의사를 기초로 틈을 보충하는 보충적 해석은 사

정변경의 원칙보다 당사자의 의도와 밀접하기 때문이다.

제 2 절 현행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구민법에서 현행민법에 이르기까지 사정변

경의 원칙을 인정하는 일반규정은 없다.

다만, 사정변경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되는 개별 조문들이

있는데, 민법 제218조 제2항(수도 등 시설의 변경), 제286조(지료증

감청구권), 제312조의 2(전세금증감청구권), 제557조(증여자의 재산

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제627

조(임대물의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제628조(차임증감청

106) 호밀약관사례(Roggenkausel-Fall: BGHZ 81,135)가 대표적인데, 지상권설정계

약시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호밀로 청구할 수 있는 대용권을 부여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계약후 약 20여년간 정부의 호밀가격안정정책에 따라 물가지수는

96.2% 상승하였음에 반하여 호밀가격은 5.1% 상승에 그친 사안에서 독일연방법

원은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비추어 보면 물가변동에 따른 지료수정을 추단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지료증액청구를 인용하면서 행위기초론을 적용할 것이 아

니라 계약의 보충적 해석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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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 제661조(고용에서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98조(기간의 약정 있는 임치의 해지), 제716조

(조합원의 임의탈퇴),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제

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등이 있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

권), 신원보증법 제5조(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탁법 제36조(신탁재

산관리방법의 변경), 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조항도 사정

변경의 원칙에 기초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제 3 절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학설의 검토

Ⅰ.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의 검토

1. 긍정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긍정하고 있다.107) 현행 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입각한

규정들이 많이 있고, 민법 제2조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

으므로 신의칙의 분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계약준수의 원칙을 무조건 강제할 경우 극도로 부당한 결과가

분명히 생길 수 있고, 그런 경우에도 특별입법에만 의존하거나 특별

입법이 없다고 계약내용대로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법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108) 다만,

인정효과에 있어서 계약내용의 수정이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107) 곽윤직(주 1), 93면; 김주수, 채권각론, 제2판, 삼영사, 1997, 142면; 김증한·김

학동, 채권각론, 제7판, 박영사, 2006, 137면; 김형배, 채권각론, 신정판, 박영사,

2001, 75면;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1, 104면; 정조근(주 23), 120면 등.

108) 손봉기(주 65), 37-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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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계약의 해소를 중시하는 견해와 계약의 유지를 중시하는

견해로 나뉜다.109)

2. 제한적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은 기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요

건이나 효과 측면에서 제한적 적용을 주장하는 견해이다. 먼저, 요

건적 측면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은 천재지변, 전시상황과 같은 경우

에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110) 또한 계약적 기대가능성이

나 위험인수의 관점에서 볼 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전쟁 그리고

각종 재난 등을 제외하고 사정변경의 원칙이 민법의 항시적 법이론

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민법 도입

에는 찬성하지만 적용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

다.111) 그리고 해제권의 발생요건에 “사정변경을 인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전시․기타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것”이라

는 요건을 추가하여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만 인정하자는 견해112)가

있는데, 추상적 요건 아래 계약해제라는 중대한 효과를 인정하는 것

은 법 운영을 자의에 빠뜨리게 할 우려가 있어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효과 측면에서도 해제 제도와 별도로 “계약구속

력 부인의 법리”를 신의칙상 인정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효과

는 계약해제가 아니라 계약구속력을 부인하는 쪽으로 이론구성 되

어야 한다고 한다.

3. 부정설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반원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견해이다.

109) 이에 대하여는 ‘인정효과에 대한 학설의 검토’ 부분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110) 지원림, 민법강의, 제9판, 홍문사, 2007, 1166면.

111) 이재목(주 29), 318-319면.

112) 이은영, 채권각론, 제5판, 박영사, 2005, 240-2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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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과 해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

칙의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

칙에 입각한 규정들은 단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규정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반원칙으로 인정하면

많은 규정들이 무의미한 주의규정에 불과하게 되고 결국 민법의 계

약법을 신의칙만으로 규율하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113) 또한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변혁을 경험한 바 있는 오늘날에는 계속적 계약관계

에서의 사정변경, 특히 화폐가치의 변동은 당사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금가치약관” 등의 순응약관을 통하여 충분히 대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발생

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위험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

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하면서, 계약의 구속력과 거래의 안전에 대한 큰 위협이라

는 현실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현행민법의 해석상 사정변

경의 원칙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114) 그리고 주관적 행위

기초의 문제는 착오의 문제로, 객관적 행위기초의 문제는 이행불능

의 문제로 환원시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굳이 사정변경의 원

칙을 일반원칙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법관에 의한 계약

의 수정은 특별입법의 경우에 한정해서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다.115)

Ⅱ. 인정요건에 관한 학설의 검토

1. 일반적인 견해

사정변경의 원칙의 긍정을 주장하는 견해들이 사정변경의 원칙

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드는 것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113) 정상현, “민법개정안 제544조의4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균관법학 제20권 제1

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75면.

114) 김대정(주 17), 290면.

115) 이영준(주 33),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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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계약의 성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

을 것 (현저한 사정변경), ② 사정변경은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였

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예견불가능성), ③ 사정변경을 주장하는 당

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귀책사유 부존재), ④ 당초의 계약내

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 내지 공평의 이념에 반할 것(신

의칙상 부당성)116)

현저한 사정변경 요건에서 ‘사정’이란 계약당시의 일체의 정황이

라고 설명되면서도 주관적인 사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정만을

의미하며, ‘현저함’이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을 말한다. ‘귀책사유’는 당사자가 사정의 변경에 대한 책임

을 의미하는데, 당사자의 이해지체 중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귀

책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신의칙상 부당성에 대해서는 일반

적으로 등가관계의 파괴나 계약목적의 좌절 등을 들고 있다.

2. 요건의 변경을 주장하는 견해

다수설이 제시하는 요건을 엄격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17) 이

견해는 사정변경의 원칙의 자의적 운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용요

건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정변경을 인정하는 법률

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전시․기타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계약의 변경

이나 해제․해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전제요건을 요구해야 하고, 그

원칙의 내용은 신의칙에 기초하여 면밀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는 견해도 있고,118) 다른 국가의 입법례와 국제통일규범 등을 연

116) 이에 더하여 “이러한 사정변경은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하였을 것(사정변경의

후발성)”을 독립된 요건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117) 이은영(주 112), 240면 이하. 이 견해는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제한적 긍정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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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여 해제권의 발생요건을 좀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119)

이에 반하여 독일의 행위기초론적 시각에서 위 요건을 완화하여

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120) 이 견해는 주관적 사정과 관련해서 민법

의 착오 이론으로 해결하기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당

사자의 의사표시에 결정적이지만 양 당사자가 잘못 인식한 경우에

는 고려되는 사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다. 또한 예견불가능성 요

건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계약에서 인수한 위험을 초과하여 심한 불

공평을 초래할 때에는 설사 사정변경을 당사자가 예견가능 하였더

라도 예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등가관계가 현저히 파괴되었을 때에는 사정변경에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라도 예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한다.

Ⅲ. 인정효과에 관한 학설의 검토

1. 계약의 해소를 중시하는 견해

계약의 해소를 중시하는 견해는 사정변경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

그 효과는 계약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121)

즉 이 견해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발생문제와

결부지어 다루고 있다.122) 다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

그 행사효과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지만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

118) 박규용, “사정변경의 원칙과 행위기초론”, 법학연구 제40집, 한국법학회, 2010,

106-107면.

119) 연기영, “계약해제에 관한 비교법적, 입법론적 과제”, 비교사법 제11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53-54면.

120) 백태승, “사정변경원칙의 문제점”, 사법행정 제34권 제10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5-7면.

121) 대표적으로 곽윤직(주 1), 93면 이하.

122) 백태승(주 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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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은 부정된다.123) 그리고 해제

권의 인정에서 더 나아가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객관

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바로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

장하는 견해도 있다.124)

2. 계약의 유지를 중시하는 견해

계약의 유지를 중시하는 견해는 계약은 가급적 존속시켜야한다고

하면서, 다만 사정변경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는 상대방으로

부터 이행을 청구당한 경우 즉시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상대

방에 대하여 자기가 부담하는 반대급부의 내용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125) 즉, 사정변경의 원칙의 법적효과는 계약충실의 원칙

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수정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계약의 해소는 이와 같은 계약의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계약의 존속이 손해를 입는 당사자에게

기대불가능할 때에만 2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다.126) 또한 계약규범의 안정성을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

지시킨다든가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이라는 명분 아래 계약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최초의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계약

적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대안은 역시 계약해소의 선행

적 단계로서 변경된 사정에 따른 계약의 조정을 인정함에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127)

123) 곽윤직(주 1), 94면.

124) 이은영(주 112), 241면.

125) 김형배(주 107), 73면 이하.

126) 백태승(주 120), 9면.

127) 이재목(주 29), 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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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종래 판례의 태도

Ⅰ. 서론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된 우리 판례의 종래 태도에 대해 일시적

계약관계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우리 판례는 일시적 계약관계에 대한 사안에서는 종래

사정변경의 원칙을 배척하는 입장을 견지하다가 최근에야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와 달리 계속적 보증 등 계속적 계약관계에 대한 사

안에서는 이미 사정변경의 원칙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인바 있기 때

문이다.128)129) 또한, 최근 계속적 보증이 아닌 계속적 계약관계에 관

한 사안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이 다루어져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이 일시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

는 태도로 전향한 것으로 평가받는 판례와 그 이후의 판례들에 대

해서는 별도로 절을 나누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다

만,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검토함에 있어서 개별조

문의 해석과 관련된 판결은 검토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Ⅱ. 일시적 계약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1. 서설

128) “계속적 계약관계”라는 표현을 우리 민법이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

다. 다만 다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계속적 보증”, “계속적 계약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일부 교과서에서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을 구분하면서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계속적 채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김영신, “계속적 계약관계 및 그 해지에 관한 고찰”, 민사법학 제4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8, 참조.

129) 현재까지 형성된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판례의 유형을 경제사정이 변경된

경우와 계속적 계약관계의 경우로 분류하기도 한다. 백태승, “사정변경의 원칙”,

고시연구 제26권 제6호(통권 제303호), 고시연구사, 1999,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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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다. 즉, 우리 법원은 일시적

계약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정변경과 관련하여 일시적 계약관계의 유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대부분이 해방과 6. 25동란 후의 물가가 폭등한 시기

에 문제된 것인데130), 공통적인 것은 경제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당

사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주장하며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해제를 요구하였는데 대법원은 “사정변경의 원칙은 현행법상 용인되

지 않는다.”는 태도를 반복하며 그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판례들을 살펴본다.

2. 종래의 판례

가. [대법원 1955.4.14. 선고 4286민상231 판결]131)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일간지를 발간하는 신문사인 원고가 수

입상인 피고와 1950년 5월 27일 신문용지 10톤을 톤당 4000환씩 매

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 16일 목적물을 인

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아직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6월 25일

한국전쟁으로 경제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신문용지의 품귀로 인한 가

격앙등과 화폐가치의 하락 등으로 당시 신문용지의 시가가 톤당 1

만환 정도에 이르러 당초의 계약에 따라 신문용지를 톤당 4000환씩

의 대가를 받고 인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신문용지

의 인도를 청구한 원고에게 피고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본건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되었다고 항변하였다.

130) 박준서 편집대표(주 26), 163면.

131) 이 판결 이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정변경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대판

1948. 1. 23. 1947민상283; 대판 1955. 2. 10. 1954민상109가 있은데 동일한 취지

라고 한다. 박준서 편집대표(주 26),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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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성립 후 그 성립 당시 환

경이 된 사정에 당사자 쌍방이 예견하지 못하고 또 예견할 수 없었

던 변경이 발생한 결과, 본래의 급부가 신의형평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급부의 내용을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제의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 때에는 계약도 해제할 수 있다는 법률

규범인 소위 사정변경의 원칙은 현행법상 용인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다.132)

나.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234, 235 판결]

이 판례 역시 사실관계는 계약 이후 매매목적물의 가격이 급등한

경우인데, 매매계약 당시에 비추어 부동산가격이 571배 폭등한 사안

이다. 대법원은 위 참고판례와 동일한 취지로 반복하여 판시하였다.

그런데 사정변경의 원칙이 용인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

하였는데, 민법에 명문규정이 없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은 변환할 수 없는 일대 철칙인데, 사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내용을 임의로 개정한다면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을 당

사자 아닌 자가 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계약자유의 원칙에 배치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상태가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경제 상태와는 크

게 달라 그다지 우려할 정도가 아닌 점, 이 원칙을 적용한다면 시시

각각으로 변동되는 물가에 따라 일일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

을 수 없게 되어 거래안전에 위협이 되는 점 등을 들고 있다.133)

다.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452 판결]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인 국가로부터 1948년 11월

132) 이 판례는 사정변경법리를 애초부터 부정하여 우리 민법에서 인정될 여지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정상현(주 3), 143-144면.

133) 손봉기(주 6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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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임야 1,780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당시화폐 10만원을 지급

하였는데 잔대금 지급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전쟁과 통화개혁으로

물가는 202배 폭등하였고 통화의 법정교환비율은 1천분의 1이 되었

다. 원고는 계약후 약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

행을 청구하였는데, 청구 시점의 매매목적물의 가격은 계약체결당시

에 비하여 1,620배 이상 앙등되었다.

원심은 본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인 금 1000원(판결당시화폐)과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완전이전과의 사이에는 경제적 사정의 격

변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정은 계약 당시 당사자가 도저히 예

견할 수 없었던 사실로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문의할 수 없는 사유

에 인한 사정의 변경이 있음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사정변경

을 원인으로 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

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

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

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

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134)135)

134) 박준서 편집대표(주 26), 164면.

135) 이 판결에 대해 6․25사변이라는 전대무비의 사건으로 인하여 계약체결당시

와 비교하여 그 부동산가격이 무려 1620배 이상이나 격등하였고, 위와 같은 사

정은 당사자쌍방이 예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계약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심히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소한 사정의

변경을 내세워 계약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정정변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권의 발생을 인정

하여 타당성 있는 법적용을 꾀함이 옳다고 비판하는 평석이 있다. 김명길, “부

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의 허부”, 대법원판

례해설 제5호(1986년 상반기), 법원도서관,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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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9664 판결]

매매계약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

시한 사례이다. 이 판결에 대해 사정변경의 원칙을 부인한 이전의

판례와 달리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기초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일 뿐, 만일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는 태도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136)가 있다.

마.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20165 판결]

원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중심상업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수

하였으나 중심상업용지로 조성되지 않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으므

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예상과 다른 사정변경이 있

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당초 예상과 달리 그

일대가 중심상업지로 조성되지 않는 사정변경이 있게 되었다 하더

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고 본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이다.

바.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11193 판결]

원고(수출입은행)가 피고(제일은행)의 지급보증 확약하에 (주)대우

에 수출자금을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IMF사태로 인한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이유로 지급보증서 발급을 거절하자, 피고에 대하여

보증계약서 체결에 관한 원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

136)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Ⅰ(양창수 집필), 박영사, 1995, 153면 이하; 이영

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5, 69면; 최현숙, “사정변경의 원칙과 CISG에서의 면책

조항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2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소, 2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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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확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대우사태

의 발생 등 사정변경으로 지급보증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 사안

이다. 대법원은, “이른바 IMF 사태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고 하

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확약서를 신뢰하여 이 사건 수출자

금대출을 실행한 이상, 이 사건 지급보증예약의 구속력을 인정한다

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사

정변경에 따른 해제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

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사.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매매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시가의 변동이 발

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계약의 효

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한 사례이다.

Ⅲ. 계속적 계약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

1. 계속적 보증 사안

가.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를 긍정한 판례

우리 대법원은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일찍이 신의칙에 의한

해지를 다수 인정해왔다. 계속적 계약관계는 그 실현에 있어 계약당

사자 상호간의 신뢰와 친선관계가 요구되므로 신의성실을 준수하고

인적으로 배려할 충실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137) 계속적 보증이

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

을 말한다.138) 보증은 통상 무상계약으로 행해지는데 이러한 무상의

137) 정진명(주 59), 6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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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이 그 내용이 불확정하고 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게 되면

그것이 채무자에게 현자한 자유의 제한을 가져오므로 그 구속력을

축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의칙에 기하여 계약효력을 제한할

필요가 긍정될 수 있다.139) 다만,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는 사정변경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의 동기, 경과된 기간, 주채무자의 자산상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변동, 채권자 측의 사정 등을 광범위하게 고

려하여 그 구속력을 제한하는 법리가 주장되고 있으므로, 계속적 보

증에 있어서는 사정변경의 법리와 별도로 법관에 의한 계속적 계약

관계의 조정문제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140)

(1)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298 판결]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를 최초로 인정한 판

례로 거론되는데, 판결요지에서 “장래의 입원치료비와 같은 계속적

보증의 경우 사회통념상 그 보증계약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면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

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인은 일방

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판결이유에서는 “피고는 그

형인 소외 박지환이 위 신기상에 가해한 것으로 잘못알고 그 치료

비를 보증하였으나 그런 착오141)가 없었으면 그 보증을 할 아무런

까닭이 없는 본건과 같은 사정 아래서 피고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

을 그대로 유지 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한바 못되므

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원고에게 신의칙상 묵과 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

고는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138) 강영호, “사정변경(이사의 퇴직)과 보증채무의 제한”, 대법원판례해설 제28호

(1997년 상반기), 법원도서관, 1997, 84면.

139) 양창수,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속적 보증의 해지”, 고시연구 제28권 제4호, 고

시연구사, 2001, 168-169면.

140) 곽윤직 편집대표(주 136), 155면; 정진명(주 59), 677면.

141) 착오에 관한 주장은 동기의 착오로서 계약 내용으로 삼지 않은 이상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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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계속적 보증계약 중에서, 특히 회사의 이사의 자격에서 보증계약

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퇴사라는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사정변경

으로 인한 해지권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례로 보이는데,

“이른바 계속적인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

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하며,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

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후에도 보증채무를 부

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

생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142)

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를 부정한 판례

(1)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소외 A회사는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와 A회사가 서울올림픽경기

대회 휘장마스코트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료는 6회에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분할사용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X보증보험회사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만일 원고 X가 보

험금을 지급할 경우 소외 A회사는 원고 X에게 보험금 및 지연손해

142) 이 판례에 대해, 이사가 언젠가 퇴사한다는 점은 계약 체결당시부터 예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태이므로 이를 예견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

있는가는 의문이며, 따라서 고유한 의미의 사정변경원칙이 적용된 결과라기보다

는 계약해석 또는 일반적인 신의칙이 적용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권영준(주 28), 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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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이때 소외 A회사의 이사들이

었던 피고들이 소외 A회사의 원고 X에 대한 보험계약상의 구상채

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러한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

여 원고 X에게 백지당좌수표를 보관하도록 하였다가, 피고들이 이

사직을 사임하면서 반환을 받았다. 그 후 소외 A회사가 사용료 중

일정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 X가 그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

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X는 피고들을 상

대로 지급보험금 및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을 청

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 채무

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

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인

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보증이 아닌 사안

가.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30075 판결]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그 계약의 해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부담부증여의 판단에 있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채증법칙의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판례이나, 판결이유에서

“위 약정과 같은 계속적 이행계약에 있어서 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당초의 약정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약정을 해지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고 했다.

제 5 절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검토

우리 법원이 일시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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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태도로 전향한 것으로 평가받는 선언적 판례와 그 이후의 주

요 판례들에 대해 사건별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최근

판례들에서 우리 법원이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

된 내용들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현재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과정이 되고 나아가 민법개정안을 통

한 입법화 논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Ⅰ. 제주시 토지 매매 사건143)

최근에 일시적 계약관계인 토지매매에 있어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계약준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이 허용될 수 있

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여부와 관련

하여 판시한 선언적 판결이 등장하였다.

1. 판결의 내용

사실관계를 시간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결정과 입찰공고

피고 매도인(제주시)은 1998년 6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1973

년 3월 5일 건설부 고시 제88호로 지정된 제주시 지역 개발제한구

역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건설교통부장관이 1999년 7월 22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결정하

였다. 이에 피고 제주시는 이 사건 토지를 공개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그 소속부서인 재정과를 통하여 1999년 10월 8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를 하였는

데, 입찰공고문에는 “매각재산의 용도지역이 도시개발제한구역이고,

매각 최저예정가격이 합계 25,879,500원(㎡당 35,500원)이며144), 공부

14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공 2007상, 601).

144)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9년도. 기준 ㎡당 13,500원이었고,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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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제와의 불일치 또는 행정상의 제한 등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

고, 공고사항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② 매매계약의 체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

피고 제주시는 이 사건 토지의 1999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13,500원이므로 전체 금액이 9,841,500원(면적 729㎡)임에도 불구하

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인한 반사적 이익을 고려하여 최저예정

가격을 ㎡당 35,500원으로(전체 금액 25,879,500원) 하였으나, 원고가

위 입찰에 참가하면서 134,000,000원에 낙찰을 받아 피고와 1999년

10월 2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00년 2월

1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14

조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후 발생한 일체의 위

험부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위 토지에 대하여는 실제로 2001년 8월 4일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가 이루어졌고, 그 효력은 당시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2001년 8월 10일 발생하였다.

③ 공공공지의 편입

피고 제주시는 그 소속부서인 건설과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토지에 대해 2000년 9월에 도시기본계획을 위한 공청회

를 개최하고, 2000년 10월의 도시재정비수립을 위한 용역계약과

2001년 9월의 주민의견 청취공람을 거쳐, 2002년 4월 29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토지에 대하여 공공공지로 편입하기로 최종 결

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만약 공공공지 편입결정이 없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건축개발이 가능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정변경 또는 신의칙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매매대

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당

도 기준 ㎡당 24,800원이었고, 2003년도 기준 ㎡당 79,2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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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공시지가나 피고가 공고한 매각예정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

에 매수하였으나,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로 지정되

어 건축개발이 불가능해졌고, 공공공지 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

지가 수용될 위기에 처해 있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원고가

예상하지도 않았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는

데, 그러한 사정변경은 피고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게 되

어 기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

하므로, 원고는 사정변경 또는 신의칙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민법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한 선례도 없음에

도, 원심은 근거 없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하였고,

설령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그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정변경

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인

정한 잘못이 있다면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

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

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수인이 의

도한 주관적인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하

더라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도 없다.”고 판시하고,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

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

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

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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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

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판결이유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 매수예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고의 공개매

각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개매각조건에는 이 사건 토지

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 후 행정상의 제

한 등이 있을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

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토

지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당시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가능 여부

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

렇다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가능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주관적인 목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

에 있어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

약 후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됨으로써 원고가 의도한 음

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변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원고가 의도한 주관적인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변경된 사정이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는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정변경이나 신의칙에 의한 계

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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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였다.

2. 판결의 검토

가. 선언적 의의

본 판결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발생이 민법의 일반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과 사정변경의 원칙

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

이 있을 것,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할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할 것, 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

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 사정변경의 구체적인

의미는 일방당사자의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성립

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이라는 점, 그리고 계약대상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됨으로써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의 변경은 매

매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145)

이 판결은 우리 민법 하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준

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적용가능성과

적용요건을 명확히 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146) 즉, 이 판결은 결

론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한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일반론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147)

나. 구체적 검토

대법원 판결로는 처음으로 매매계약에 관한 사례에서 사정변경의

145) 정상현, “매매목적토지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과 계약의 효력”, 저스티스 통권

제104호, 한국법학원, 2008, 195면.

146) 김대정(주 17), 290면; 손봉기(주 65), 40면.

147) 권영준(주 28),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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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

정변경의 원칙이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과 당사자들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생각하고 이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의

기초가 되었다고는 볼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이유제시

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148)가 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정변경의 원칙은 사정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 그리고 이행의 완료

전에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어 계약이 소멸하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한 이행곤란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는 1999년 10월 29일 매

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00년 2월 1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2년 4월 29일에 공공공지 편입이 이루어졌

으므로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의 사정변경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판례는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가능 여부는 원

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주관적인 목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있어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

시하였으나, 공공공지에 편입됨으로써 매매계약 토지에 건축이 불가

능하게 된 사정은 객관적인 사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제주

시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로 인한 반사적 이익을 고려하여 가격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계약

의 기초가 된 사정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통상의

토지 매매계약에서 행정관청의 결정이나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

여 새로운 건축상의 제한이 발생하여 건축이 불가능해진 사정은 객

관적인 사정의 변경으로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혹은 적어도 경우

에 따라서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볼 것

이다. 그리고 사정변경의 요건중 하나인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 요건과 관련하여 주관적인 사정 또는 주관적인 목적에

148) 김재형, 민법론 Ⅳ, 박영사, 2011, 417면; 윤진수(주 6), 2008, 325면; 정상현(주

3),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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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지에 대한 판단과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

당한지에 관한 요건과 관련하여 그 유형의 하나인 계약목적의 좌절

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혼동되지 않도록 구별하여야 할 것이

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 매수인이 대상 토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이후 건축상의 제한으로

계약목적이 좌절된 사안에서 변경된 사정은 건축상의 제한이 발생

하여 건축이 불가능해진 사정으로 판단해야 하지 건축이라는 계약

목적이 좌절된 것을 주관적 사정의 변경으로 개념지어 혼동을 유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편,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행정관청의 결정 등으로 인하여 건축

이 불가능해져 건축이라는 계약목적이 좌절된 것은 신의칙상 부당

한 계약목적좌절로는 볼 수 없다. 계약체결 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

지라도 언제든지 건축상의 제한이 새로 발생할 수 있고 이 위험은

통상적으로 토지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거래실정, 당

사자의 의사, 위험배분의 관점에 비추어 신의칙상 명백히 부당하다

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매각에 있어

서는 이 사건에 대한 원심에서 판단하였듯이 건축제한 등의 사정변

경이 토지매도인 측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정관청에 의해

주도된 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매각결정과 건축상 제

한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주체가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의 필요성,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의 엄격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사인간의 토지매매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만약 이 사건에서 공공공지 편입결정이 이행기 전에

이루어져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면 그 요건의 검토

에 있어서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행정관청의 결정 등으로 인하여 건축

이 불가능해진 사정은 위험배분의 관점149)에서 통상적으로 토지 매

149) 이에 대하여는 권영준(주 28), 2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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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신의칙상

부당한 계약목적좌절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Ⅱ. 청주시 토지 매매 사건150)

1. 판결의 내용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인 건설회사는 주택개발사업을 목적

으로 청주시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중 제1종 일반주거지

역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청주시는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을 신설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청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

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

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

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고 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가능성을 긍정하였다. 다만, 이 사

안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위와 같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됨으로써 원고가 의도한 주택개발사업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었

다 하더라도,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

여 새로운 건축상의 제한이 생기거나 기존의 건축상의 규제가 없어

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위험은 통상적으로

거래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150)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85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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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

매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하였다.

2. 판결의 검토

이 판결은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

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

한 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는 태도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다만, 토

지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인하여 건축상의 제

한이 생긴 경우에 건축가능여부가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

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선 판례

에서는 “토지상의 건축가능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주관적인 목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있어 기

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이 판결에서는 “토지매매계

약 체결 후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건축상의 제한

이 생기거나 기존의 건축상의 규제가 없어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

는 것이고 그와 같은 위험은 통상적으로 거래상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그

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생각건대, 앞선 판례에 대한 검토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건축가

능여부에 대해 주관적 목적 또는 주관적 사정과 결부하지 않고, 신

의칙상 부당성과 관련하여 설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행정관청의 결정이나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건축

상의 제한이 발생하여 건축이 불가능해진 사정은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으로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혹은 적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계

약의 기초가 된 사정으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

한 사정변경을 예측불가능성의 요건에서 살피거나 위험배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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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151)에서 볼 때 계약의 유지가 신의칙상 명백히 부당한 경우로서의

계약목적좌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포섭하여 할 것이다. 결론적

으로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건축상의 규제 발생은 통상적으로 토

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건축

이 불가능해진 사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명백

히 부당한 계약목적좌절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정변경

의 원칙에 의한 해제가 부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하여 본

판결은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Ⅲ. 공사 기본계약 해지 사건152)

1. 판결의 내용

이 사건은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제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의 상

고사건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사

정변경에 대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로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

다.153)

원고 건설회사는 피고 대한민국과 수도권매립지 매립작업 및 부

대공사에 관하여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이에 의거하여 제1차부터

제10차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개별차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해

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파산을 이유로 제11차

도급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면서 기본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

은 피고 해지의 정당성이었다.

원심은 사정변경에 따른 해지 주장을 받아들였다. 즉, 이 사건 공

151) 이에 대하여는 권영준(주 28), 235면, 참조.

152)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4371; 이 판결은 대법원 웹사이트에서는 검

색되지 않는다.

153) 권영준(주 28), 21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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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이고, 완공

이후에도 상당 기간 하자의 보수유지가 필요한 점, 원고가 지금까지

해온 공사는 잔여공사와 공종의 성격이 다른 점, 한편 잔여공사는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성공적 시공이 요구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점, 그런데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아 건설업등록이 실효되

는 등 더 이상 건설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이 사건 기본계약에는 계약성립 당시

피고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

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한 상고사건에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판결

을 선고하여 사정변경에 대한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판결의 검토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 장기간의 공사 기본계약에서 수급인이 파

산선고를 받은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및 이에 기한 해지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급인 건설회사가 계약 당시의 재정상태가 유지되어 건설업

을 제대로 영위한다는 사정은 기본계약 체결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고 수급인이 계약체결 이후 파산선고를 받아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는 등 건설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게 된 것은 계약

체결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만약 기본계약의 내용을 유지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수급인이 잔

여공사까지 진행하였을 경우에 도급인으로서는 잔여공사의 성공적

시공 및 하자보수라는 계약목적의 달성 불능에 빠진다는 점에서 계

약내용의 유지가 신의칙상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급인의 파산이 계약성립 당시 도급인이 예견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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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사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견해154)가 있다. 생각건대, 건설회사의 파산에 대한 예

견 가능성은 계약체결 당시 그 건설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인식정

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고 그밖에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 등

의 제반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거래실정상 계약

상대방의 파산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

각한다.

결론적으로 본 판결에서 장기간의 대규모 공사에 대한 기본계약

의 체결 이후 수급인 건설회사의 파산선고 및 그에 수반한 문제점

발생은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에 의해 해지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Ⅳ. 쇼핑몰 분양․임대 계약 사건155)

1. 판결의 내용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대구 중구 (이하 생략) 외

1필지 지상의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2층 및 지상 1층 내지 7층에 의류전문 집단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를 조성한 다음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할하여

분양·임대하였고, 원고는 2000. 8. 1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점포 1구좌를 분양받은 다음 피고의 공개추첨을 통하여 이 사건 상

가의 지상 1층 제119호 점포를 배정받고, 2001. 8.경 피고와 임대차

기간을 5년, 임대차보증금을 5,500만 원, 장기임대료를 2,400만 원,

월 임대료를 6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

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상가의 개점일인 2001. 8. 31. 위

점포를 인도받은 사실,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원고 등 입점주들

154) 권영준(주 28), 218면.

155)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94769 판결(공 2009하,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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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수령하는 장기임대료는 피고의 초기 투자비를 감안하여 입

점일로부터 5년간만 존속하고,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부과하지 않으

며, 또한 장기임대료 중 일부는 이 사건 상가의 홍보, 상가운영관리,

상가보수, 상가발전 등을 위하여 투자하도록 약정된 사실, 한편 피

고의 직원들 및 피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업체들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으면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고 안정된 연 16%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고, 점포면적에 따라 최고 3억 5천만 원까지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어 1년 이내에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

을 정도의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하고

분양 안내책자 등을 배포하면서 투자를 적극 권유한 사실, 그런데

2001. 8. 31. 이 사건 상가의 개점시까지 개설된 점포의 약 65%에

해당하는 1,290구좌의 점포만이 분양되었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상

가의 점포 개설에 즈음하여 분양이 부진하자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없이 상품 판매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피고에게 납부하

는 조건으로 미분양 점포를 분양하기도 한 사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 이 사건 상가와 같은 대형 쇼핑몰의

인기 저하 등으로 이 사건 상가의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

였고, 이에 입점주들 중 일부가 영업부진 등으로 인해 영업을 포기

하고 철수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가 2002. 3.경 퇴점을 원하는 입점

주들에 대해서는 퇴점 후부터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되,

다만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2006. 8. 30.경에 반환

하기로 약정하고 상당수 입점주들의 퇴점을 허용한 사실, 피고는

2003. 3.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영업중인 점포에 대하여 그 아래층

의 공실 점포로 이전하도록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이전을 반대하는

입점주들에게는 폐점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상 3층

부터 7층까지의 점포를 지하층과 지상 1, 2층으로 통·폐합하고,

2004. 8.경 다시 지상 2층의 점포를 지하 1층 및 지상 1층으로 이전

시켜 통·폐합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는 2003. 9.경 언론을 통하여

상권 형성이 부진하던 이 사건 상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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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밝히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

건 상가에 대한 홍보 및 영업촉진을 위한 제반 행사를 기획·시행하

고, 아울러 이 사건 상가의 개별 점포에 대하여도 적절히 지도·감독

을 함으로써 대규모 집단상가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영업환경을 조

성하고 상권이 형성되도록 할 의무(이하 ‘상가 활성화 등의 의무’라

고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상가는 늦어도 점포의 층별 통·폐합이

마무리된 2004. 8. 말경에 이르러서는 대규모 집단상가로서의 기능

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시점에서 피고는 상가 활성화 등

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었고, 설령 이 사건 계약상 피고에게 그러한

상가 활성화 등의 의무까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는 2004. 8.말경 점포의 층별 통·폐합으로 인해 지상 2

층 이상의 점포들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 당시 당사자

들이 예상하고 기대하였던 대규모 집단상가로서의 특성과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수 없

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가 입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임대료

등을 적절히 집행하여 상가 활성화와 상권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입점주들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나아가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이나 소비성향의 변화 등과 상관없이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

를 조성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행한 조치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상가를 활성화하

고 상권을 형성하여 입점주들의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라는 측면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과 무관하게

그러한 피고의 조치들로 인하여 상가활성화가 저해된 것이라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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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

여 약 2년간의 원고의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면제하여 준 점, 원심

이 계약해지사유의 발생시점으로 삼은 2004. 8.말은 이미 이 사건

계약에 의한 5년의 임대차기간 중 3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 피고는

원고 등 입점주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임대차기간 만료시로

유예하면서 폐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폐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앞서 살핀 바에 보태어 보

면, 이 사건 상가의 활성화 및 상권의 형성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에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분양광고의 법적 성격

먼저, 분양광고가 청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만약 분양광고

를 청약으로 본다면 분양광고의 내용은 분양계약의 내용을 구성하

게 되어 분양광고의 내용대로 실현되지 못한 문제는 계약책임의 문

제가 되지만, 분양광고를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면 계약책임으로 규

율할 수 없게 된다.

우리 대법원156)은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

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

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

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

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

리고 위와 같은 구분 기준에 따르자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

156)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 5812, 5829, 5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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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생각건대, 거래실정상 분양광고는 분양 목적물의 중요 특징만을

부각시켜서 광고하는 것이지 계약 성립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 내

용을 명시하지는 않는 형태로 행해지고 있고, 여러 광고매체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여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며, 분양광고 후 별도의 분양

계약체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분양광고를 일반적으로

청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광고주가 분양광고이

내용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청약으로 볼 수 없다.157)

3. 분양광고 내용의 계약 편입 가능성

일반적으로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하여 분양광고

내용의 계약 내용으로의 편입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대법원158)도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에 관한 외형·재질 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비록 분양광고의 내용,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

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광고 내용

이나 조건 또는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

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에 관한 한 수

분양자들은 이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

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157) 김재형, “분양광고와 계약 : 청약․청약의 유인․손해배상을 중심으로”, 민사

판례연구 제31권, 2009, 417면.

158)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 5812, 5829, 58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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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분양광고의 내용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를 근거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있는데, 먼저 분양계

약서에 분양 목적물의 외형․재질 등 구체적 거래조건이 제대로 특

정되지 않아 그 자체로 완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분양광고의 내

용 중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

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

된 분양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책임으로 규율된다.

4. 상가 분양광고와 사정변경

상가 분양에 있어서 분양광고의 내용대로 실현되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된다. 특히,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담보책임 등 계약책임으로 규율될 수 없고, 손

해배상책임이나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에 관하여 다

루어 왔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대법원159)은 “상가를 분

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

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

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

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

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

과할 뿐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분

양 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 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

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품의 선전 광고

159)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공 2001하,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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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

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용도가 특

정된 특수시설을 분양받을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

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일정 수익을 보장

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하여 분

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거나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

한 사례가 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1항에서 허

위․과장 광고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데 대법원160)은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

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

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

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

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

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분양광고는 그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채 극히 일부 점포의 사례를 일반적인 점포의 사례인 것처

럼 광고하거나, 미래 재산가치에 대하여 객관적·구체적인 근거 없이

높은 가치가 보장되거나, 확정적 투자수익 또는 영업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160)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8203 판결.



- 75 -

그런데,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분양광고의 내용이

계약내용에 편입된 경우에는 계약외적 사정의 변경에 대하여 적용

되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으나, 계약내용에 편입되지 않

은 분양광고 내용의 미실현 문제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이나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주장될 수도 있다. 즉, 분양광

고의 내용 중에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계약체결 후 현저하

게 변경되었고, 이를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으며, 원래의 계약내

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분양광고를 청약으로 볼 수 없고 청약의 유인에 불과

하여야 하고, 또한 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

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5. 판결의 검토

이 사건에서 분양․임대업자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으면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고 안정된 연 16%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고, 점포

면적에 따라 최고 3억 5천만 원까지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어 1년

이내에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고수익을 보장받

을 수 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하고 분양 안내책자 등을 배포하

면서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다. 그런데 분양광고중 이러한 수익보장

부분은 묵시적 합의에 의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힘들

다. 따라서 광고된 수익보장이 미실현된 문제에 대하여 일응 사정변

경의 원칙이 고려될 수 있다. 즉, 수익보장의 미실현이 계약의 기초

가 된 객관적 사정의 예상치 못한 현저한 변경으로 인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인지에 대해 판단해 보아야 한다. 이 때 수

익보장의 미실현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결과로서 고려된다. 다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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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익보장 문제에 대해 직접 다루지는 않고 상가

활성화의 저조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데 상가 활성화의 저조와 수익

보장의 미실현은 실질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에서는 “층별 통·폐합으로 인해 지상 2층 이상의 점

포들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예상하고

기대하였던 대규모 집단상가로서의 특성과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

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상가 활성화 저조에 대해 대규모 집

단상가로서의 특성과 기능 상실로 포섭하고 있다. 대규모 집단상가

로서의 특성과 기능 상실은 상가 활성화 저조보다는 신의칙에 반하

는 결과로서 판단하기에 좀 더 용이한 면이 있다. 계약 목적물 자체

의 기능 상실은 당사자에게 감수하도록 구속력을 가하기에 신의칙

상 더 가혹한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규모 집단상가와 같

은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임대에 있어서 수분양자들은 자신이 분

양받는 부분 자체에 대한 성상과 기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상가로서의 흥행을 통한 수익성을 의도하는 점, 그리고 이러

한 수익성 부분이 분양가격 등 분양계약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 등

을 고려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 상가로서의 특성과 기능 상실

이 곧 신의칙상 부당한 결과로 판단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가 활성화의 저조에 따른 수익의 저조에 대해 일반적으로 상가로

서의 기능 상실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한 신의칙상 부당하

게 자신이 체결한 분양․임대 계약의 체결 목적이 좌절되었다거나

당사자의 이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이다.

또한,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의사 밖의 사건 발생에 기인하는 사정변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

으므로 층별 통폐합 등 계약 상대방의 행위에 기인한 사태를 사정

변경 개념에 포섭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점이 있다. 더욱이 대

법원은 층별 통폐합 등 피고가 행한 조치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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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상가를 활성화하고 상권을 형성하여 입점주들의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전반적인 경

기침체 등과 무관하게 그러한 피고의 조치들로 인하여 상가활성화

가 저해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이 사건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나 소비성향의 변동

등을 계약체결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의 변경에 대한 판단대

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상가 활성화가 저조한 것 내지

분양광고를 통해 보장되었던 수익성이 저조한 것이 신의칙상 부당

한 결과인지에 대해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통상적인 범

위의 경기 변동 등은 일반적으로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설시

하듯이 이 사건 상가의 활성화 및 상권의 형성이 당초의 기대에 미

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에 원고 등 입점주가

구속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는 상가 활성화의 저조라는 위험발생을 방지

하기 위한 피고의 노력이 인정되고, 특히 피고는 원고 등 입점주들

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임대차기간 만료시로 유예하면서 폐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폐

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고 스스로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판결이 원심과 달리 사

정변경으로 인한 해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Ⅴ. 로또 복권 수수료 사건161)

1. 판결의 내용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온라인 연합복권의 시스템 사업자인 갑 회사(원고)가 2002. 6. 24.

161) 대법원 2011.6.24. 선고 2008다44368 판결(공 2001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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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합복권(로또복권) 운영기관인 을 은행(피고)과,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하여 갑 회사가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을 제공하는 대가로 을 은행이 온라인연합복권 매회 매출액의 일정

비율(9.52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로또복권의 폭발적 인기로 인한 판매호조로 최초 발

행일(2002. 12. 2)로부터 2003. 말까지의 누적매출액이 당초 예상보

다 11배가 넘는 3조8천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당초 계약기간 7년 동

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누적매출액 5조4천억원이 최초 발행

일로부터 1년 6개월만인 2004. 5.경 달성되었다.

이에 관련 간사기관인 건설교통부와 피고는 2003. 6.경부터 원고

와 수차례 수수료율 인하 조정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한편, 2004. 1. 29.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

제정되어 2004. 4. 1.부터 시행되었고, 국무총리 산하의 복권위원회

는 복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2004. 4. 29. 고시로 온라인복권 발매

시스템 운용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온라인복권 매회 매출액의 4.9%

로 한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4.5.분 수수료를 약정수수료보다 적

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차액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

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

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

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

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

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온라

인연합복권 판매액이 예상매출액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그 판매액

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원고가 결과적으로 예상액을 훨씬 초

과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결

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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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사정

변경의 원칙에 기한 해지주장을 배척하였다.

2. 판결의 검토

먼저, 이 사건에서 복권의 폭발적 인기로 예상매출액을 훨씬 초과

하게 된 사정을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복권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당사

자가 매출액에 비례한 고정 수수료율을 계약내용으로 한 것은 매출

액의 변동성에 따라 계약내용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원

칙적으로 매출액 변동에 따른 위험은 계약내용에 의해 명시적으로

배분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계약내용에 편입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에서 복권위원회는 복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2004.

4. 29. 고시로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온

라인복권 매회 매출액의 4.9%로 한정하였는데 이러한 수수료 통제

고시의 새로운 제정이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경에 해당하지는

않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 조항은 그 위반에

대한 처벌 내지 규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기존 계약내용 대로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

는 점에서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

각된다.

또한, 너무 극단적인 매출액 변동이거나 제반사정을 볼 때 계약내

용에 명시적으로 편입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지라도 피고가 기존 약정상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

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162) 피고가

162) 최준규, “재협상조항의 해석과 법원에 의한 계약내용의 조정”, 법조 제62권 제

2호, 법조협회, 2013,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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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및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매출액을 국가에 지급할

지위에 있다면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 액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피

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피고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매출액이 증가하면 피고나 원

고, 그리고 국가의 이익 역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따라

서 원고에게 예상보다 많은 약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등가관계의 파괴 또는 이해관계의 불균형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에서의 사정변경 주장

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Ⅵ. 키코계약(KIKO) 사건

1. 키코 사건의 내용

키코(KIKO)는 “Knock-In, Knock-Out”의 영문 첫 글자에서 따온

말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통화파생상품이다. 이

상품은 미리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

(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기

업이 약정환율에 따라 달러를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설정한다.

반면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은 실

효(Knock-Out 조건)된다. 또한 환율이 상한 이상으로 오르면 약정

환율에 따라 은행이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진다

(Knock-In 조건). 우리나라에서 문제된 키코상품은 콜옵션 부분에

레버리지 조건을 결합시켜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계약금액을 풋옵션 계약금액보다 크게(통상 2배) 만든다. 가령

미리 정한 행사환율이 1000원이고, 상한이 1200원, 하한이 800원인

경우 환율이 상하한선 사이에서 움직이면 기업은 풋옵션을 가진다.

따라서 환율이 900원이면 풋옵션을 행사하여 달러당 1000원에 매도

하여 이익을 얻고, 환율이 1100원이면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아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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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1100원에 매도하여 환율하락의 위험을 회피한다. 계약기간 중 환

율이 700원으로 떨어지면 넉아웃 조건에 따라 계약은 실효되므로

기업은 시장가격에 따라 매도할 수밖에 없다. 계약기간 중 환율이

1300원이 되면 넉인 조건에 따라 은행은 약정환율인 1000원이라는

싼 값으로 계약금액의 2배 상당 달러를 매수할 수 있다. 이 때 기업

은 싼 가격에 달러를 팔아야 하므로 손실을 입게 된다.163)

2006년과 2007년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이로 인해 달러의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아 수출로 인한 이익

의 상당 부분을 선물환 매도로 잃게 되고 또한 선물환매도나 Put

Option 매수는 중소 수출업체가 선택하기에는 상당한 수수료 비용

이 발생함에 반하여 키코(KIKO) 상품은 수수료 부담이 별로 없다고

하자, 은행의 적극적인 권유 내지 다른 수출업체로부터 얻은 정보를

163) 서울중앙지법 2008. 12. 30. 2008카합3816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키코 통화옵션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수출대금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의 은행에 대한 넉아웃 풋옵션과 은행의 기업에 대한 넉인

콜옵션을 주로 1:2 비율로 결합한 통화옵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풋옵션(장래의 일정시기에 계약금액을 행

사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을 매입하되, 은행에 그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대

신 콜옵션(장래의 일정시기에 주로 계약금액의 2배를 행사가격에 매수할 수 있

는 권리)을 매도하여, 결국 제로코스트(Zero-Cost)를 실현한 통화옵션이다. 다

만, 기업의 풋옵션에는 넉아웃 조건이, 은행의 콜옵션에는 넉인 조건이 각각 붙

어 있어, 시장환율이 하단환율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구간에 관한 계약은 실효

되고(넉아웃), 반대로 시장환율이 상단환율 이상으로 오르면 은행의 콜옵션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데(넉인), 이와 같이 옵션에 넉아웃, 넉인 조건을 붙인 이

유는, 그러한 옵션이 그러한 조건이 붙지 않은 표준적인 옵션에 비해 프리미엄

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옵션에

위와 같은 조건을 붙임으로써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환위험 회피 효

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은행이 갖는 콜옵션의 계약금액

은 기업이 갖는 풋옵션의 계약금액의 2배로 약정되어 있는데(이를 레버리지 조

건이라 한다), 이는 레버리지를 높일수록 다른 계약조건, 즉 행사환율, 넉아웃

환율, 넉인 환율 등을 기업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기간은 1

년 내지 3년의 장기간으로서, 주로 1개월 단위로 만기가 도래하는 수 개의 옵션

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제는 각 구간마다 해당 만기시점의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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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자발적으로 2006년경부터 당시의 현물환율과 유사한 수준

내지 그 이상의 행사환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키코(KIKO) 통화옵

션’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 6월경 이후 2008년 3월

초순경까지 900원 내지 940원대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은 2008

년 3월 중순경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3월 18일경 1,021원을

기록한 뒤 2008년 5월 중순경에는 1,050원에 육박하였고, 이후 다소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환율은 다시 2008년 8월경부터 가파르게 상승

하여 2008년 9월 초순경에는 1,100원을, 2008년 10월에는 1,200원 부

터 1,400원을 각 순차로 돌파하였으며, 2008년 11월 24일경 1,509원

을 기록한 뒤 현재는 1200원대에서 안정적이다. 위와 같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여 은행들이 키코 계약에 가입한 수출업체들에 대하

여 키코 계약에 의한 콜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은행들

에 계약금액 2배 내지 3배의 달러화를 시장환율보다 현저히 낮은

행사환율에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막대한 거래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하면서, 일부 수출업체들은 키코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

이거나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더 이상 계

약으로서의 효력이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은행이 키코 계약에 기한

권리행사(콜옵션 행사)를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게 되었

다.164)16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3816 결정166)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당사자 공통의 근본적

164) 백태승(주 9), 51-52면.

165) 2008년 9월 25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르는 경

우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70% 가량이 부도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코코

에 가입을 했다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 102개사의 부도위험성

을 조사한 결과라고 한다. 전경근, “키코거래의 법률관계”, 법학논집 제14권 제4

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72면.

166) 백태승(주 9), 58-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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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념이 사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implied

volatility)’을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당사자 공통의 근본적인 관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키코(KIKO)계약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환율의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장치가 결여되었음과, 적

합성 원칙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탓하며 신의칙에 의한 해지권

을 인정하였다. 법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계약은 1년 내지 3년의 계약기간 동안 1개월 단위로

만기가 도래하는 각 구간마다 해당 만기시점의 시장환율을 기준으

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

다. (2)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

(implied volatility)’은 수출업체들과 은행이 갖는 각 옵션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변수이었으므로 이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모두 환율이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범위(상단환율과 하단환율 사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도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단환율 위로의 일정폭의 환율 상승

도 포함하는 의미이다)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

던 당사자 공통의 근본적인 관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계약 체

결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여 원/달러 환율의 내재변동성 또한

급격하게 커졌는바, 이러한 현저한 사정의 변경은 이 사건 계약체결

직전 3～4년의 원/달러 환율의 변동 상황 및 이 사건 계약 체결 당

시 국내외 유수의 금융기관이나 연구소의 원/달러 환율 예측에 비추

어 볼 때 수출업체들이나 은행 모두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 (4) 위

와 같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앞서 은행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거래손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지 않는 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상당한 거래손실이

예상되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청인들이 예상하였

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손실의 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고,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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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계약으로 인한 수출업체들과 은행의 거래손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5)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계약체결 당시에 정

한 행사가격 등 계약조건이 1년 내지 3년의 계약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도록 되어 있어 계약체결 당시의 내재변동성을 기초로 한 계

약조건이 더는 합리성을 갖기 어렵게 된 경우에 계약조건을 변경하

거나 계약을 조기에 종결하여 환율의 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장치

가 결여되어 있다. (6) 일반적으로 은행은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감수능력이 낮은 거래상대방에게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영업속성․재무상황․금융거래 수

준, 당해 거래의 목적, 상품에 대한 이해정도․위험관리능력, 상품의

종류 등에 비추어 그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이른바 적합성 원칙), 나아가 당

해 거래의 구조, 거래에 따르는 위험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 등 거래상의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이

른바 설명의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수출업체들의 장외파생금

융상품 거래경험 및 업무담당자들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출

업체들은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감수능력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 사건 계약은 복잡하고 이색적인 거래구조를 갖고

있는데다가 수출업체들에게 무제한의 손실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

므로, 은행으로서는 수출업체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권유함

에 있어 위와 같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을 준수하였어야 했으

나 은행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3. 삼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167)

“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167) 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다13637 판결(공 2013하,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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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

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

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

고 여기서의 변경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

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

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계속적 계약인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

약 체결 이후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계

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의 변경은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고, 또한 환율이 계

약기간 동안 일정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하리라는 것은 공통의

근본적 관념에 해당하는데, 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을 정

도로 환율이 급등한 것은 당사자의 근본관념(주관적 행위기초)에 중

대하게 반하는 본질적 착오이므로, 원고는 신의칙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

여 원심은 다음의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① 환율의 변동가능성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에 이미 전

제된 내용이거나 내용 자체이고, 원고와 피고는 환율이 각자의 예상

과 다른 방향과 폭으로 변동할 경우의 위험을 각자 인수한 것이지,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됨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② 현실에 있어서의 내재변동성 자체의 변동 가능성 또한 환

율 변동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설계과정에서 이

미 전제되었다. ③ 옵션상품설계에서 기술적 이유로 계약 당시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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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수치가 상수로 계약시점 및 장래 계약기간의 옵션가격 산정을

위한 공식에 사용되더라도 그것이 내재변동성이 변화하지 아니하거

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변동함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는 보기 어

렵다. ④ 내재변동성이 계약 후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폭

으로 증가하였다고 하여 당사자들이 그와 같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

제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내재변동

성이 일정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는 것이 이 사건 각 통

화옵션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⑤ 나아가

환율이 녹인 환율 이상으로 상승하여 콜옵션이 행사되더라도 현물

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면 원고에게 기회손실 외에 현실적인 손해

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오버헤지가 되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

더라도 적합성 원칙에 위반하는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이

상 그 손해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⑥ 피

고는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 체결 이후 반대거래등의 위험회피

행위를 하였으므로 해제(해지)를 인정하면 피고에게 불합리한 경제

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통화

옵션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

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정변경 등

을 이유로 한 해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모나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168)

“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168)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다26746 판결(공 2013하,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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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

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

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

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

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

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은 계속적 계

약으로서 환율 변동에 대한 공통적 전망은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행위기초를 이루는 것이었는데 계약 성립 이후 환율의 내재변동성

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객관적 사정의 변경은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당사자로서는 예견할 수도 없었던

이상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은 그 행위기초가 상실되었으니 신의

칙에 의하여 이를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

여 원심은 다음의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① 환율의 변동에 따른 쌍방의 권리·의무가 정해진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구조와 내용, 환율의 속성, 원고는 외환거래가 불가

피한 수출기업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환율의 변동성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에 이미 전제된 것이며, 원고와 피고는 환율이 예상과

다른 방향과 폭으로 변동할 경우의 위험을 각자 인수한 것이지, 일

정 범위 내에서 환율이 유지된다는 점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② 내재변동성 자체의 변동가능성 또한 환율 변동과 마

찬가지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설계과정에서 이미 전제된 것

이다. 옵션상품 설계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계약 당시에 주어진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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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수로서 계약시점 및 장래 계약기간의 옵션가격 산정을 위한

공식에 사용되었더라도 그것이 내재변동성이 변화하지 않는다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만 변동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내

재변동성이 계약 후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폭으로 증가하

였다고 하여 당사자들이 그와 같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

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환 헤지는 미래에 적용받을 환율을 현실에

서의 환율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 환율로 고정하는 것을 본질로 하

므로, 환율 상승 시 외화를 시장환율보다 낮은 행사환율에 매도하여

환율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입는 경제적 손실은

환위험을 회피한 대가로서 당연히 부담할 기회비용이다. 또 환위험

회피 행위는 그 본질상 환율이 예상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에 성공

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로 보유하는 외화에 관하여는 예상하였

던 것과 같은 환차손이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환율

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환위험 회피 행위 자체는 실패

하였더라도 현실로 보유하는 외화에 관하여는 예상과 달리 환차익

이 발생하게 되는데, 원고는 피고에 매도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유

하는 외화금액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리게 되므로, 적정한

헤지 비율이 유지되는 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에 따른 손익 여

부만을 놓고 원고의 전체적인 손익을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다만 오버헤지(over-hedge)가 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

하지만, 통화옵션계약은 기초자산 없이 투기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고, 기초자산이 없이 환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통화옵션계약을 체

결하였다면 그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효

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신

의칙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이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

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변경 등

을 이유로 한 해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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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5. 키코 판결의 검토

먼저,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은 사정변경의 원칙이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당사자 공통의 근본적인 관념이 사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주관적

사정의 변경 즉, 독일의 행위기초론상의 주관적 행위기초 상실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율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

가 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즉, 키코 계약은 원래 환율의 급격한

변동도 예정하고 있으므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들어 계약의 기초

가 된 사정이 변경된 경우라고는 보기 어렵다. 파생상품은 그 자체

가 시장에서의 예상할 수 없는 가격변동 등의 사정변경 내지 위험

을 전제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율의 내재변동성

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환율이 비교적 안정

적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다.169)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키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이

“환율의 변동가능성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에 이미 전제된 내용

이거나 내용 자체이고, 원고와 피고는 환율이 각자의 예상과 다른

방향과 폭으로 변동할 경우의 위험을 각자 인수한 것이지,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됨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거나 “환율의 변동성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에 이미 전제

된 것이며, 원고와 피고는 환율이 예상과 다른 방향과 폭으로 변동

할 경우의 위험을 각자 인수한 것이지, 일정 범위 내에서 환율이 유

지된다는 점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169) 백태승(주 9),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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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고 본다. 즉, 키코계약 자체가 환율 변동성을 전제로 이루

어진 계약으로 향후 환율의 변동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것 또한 중요한 계약의 전제조건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170)

그리고 키코 계약에서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예상하기 곤란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며 기업이 은행에

게 녹인 콜옵션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녹아웃 풋옵션을 가짐으로써

환율하락으로 인한 환손실을 보충하고자 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손실이 크다는 점만으로 그 분쟁해결을 위하여 이익의

균형을 위한 사정변경법리가 활용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171) 위험

배분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키코계약은 기업은 환율이 상한을 넘었

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는 대신, 은행은 환율이 상하

한선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위험

배분이 이루어 졌다고 볼 때, 사정변경에 기한 해지 주장을 관철시

키기 어려운 사건구조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172)

결론적으로 삼코 키코 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손해는 기본적으로 원

고의 책임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면서 통화옵션계약의 내용대로 구속

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한

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모나미 키코 판결

이 환 헤지는 미래에 적용받을 환율을 현실에서의 환율 변동에 관

계없이 일정 환율로 고정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환율 상승 시 외

화를 시장환율보다 낮은 행사환율에 매도하여 환율 상승에 따른 기

대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입는 경제적 손실은 환위험을 회피한 대가

170) 나태영(주 9), 2011, 265면.

171) 정상현, “키코통화옵션계약 효력결정을 위한 법리논쟁”, 법률신문 제3786호

(2009년 10월 19일)

172) 권영준(주 28), 229-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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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당연히 부담할 기회비용이라고 하고, 기초자산이 없이 환차익

을 얻을 목적으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Ⅶ. 아파트 분양광고 사건173)

1. 판결의 내용

건설회사와 분양업무대행 수탁자가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아파트 입지조건에 대하여 제3연륙교, 제2공항철

도의 건설, 다수 학교의 조성, 중심상업지구 형성 등의 기반시설의

조성 및 개발계획을 광고하였는데 거의 무산되어 광활한 나대지에

아파트만 건설되어 있는 형국에 처하자, 아파트 수분양자 2천여명이

분양계약취소와 더불어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분양계약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분양계약 당시 예정되어 있던 제3연륙교 등 개발사업이

대부분 무산됨으로써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정의 변경은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

유로 생긴 것으로, 분양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여 교통․교육․문

화․행정․편의시설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이 사건 아파트

에 입주해야 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주장한 사안이

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

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

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

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

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

173)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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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

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

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

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광고한 개발사업들은 인천시의 도시계획이나 사업자의 사업계획 단

계에 있었던 것으로 장래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었고, 피고들도

광고에서 개발사업들이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

지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분양계약 당시 개발사업들이 무산

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사정은 수분양자들도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아파트 분양광고와 사정변경

최근 아파트 분양계약은 대부분 선분양․후시공의 형태로 이루어

지는데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보통 2년 정도 소

요되는 아파트 건축을 기다렸다가 완공되면 명도받게 된다. 이 때

분양자는 수분양자 모집을 위해 대대적인 분양광고를 하는데 수분

양자는 완성된 특정물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까닭에

분양자의 분양광고 등을 통한 정보제공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이

유로 분양계약 체결 당시 분양광고로 홍보된 내용이 완공 및 입주

시점에서 달라진 경우에 대한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분양

광고에 따른 법률 다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이다.174) 만약 분양광고가 분양

174) 분양광고의 법적성격, 분양광고의 계약내용으로의 편입 가능성 등은 제4장 제

5절 Ⅳ. 쇼핑몰 분양․임대 계약 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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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은 적용

될 수 없다.175) 그런데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을 구성하지 못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기 또는

착오를 근거로 한 계약취소, 그리고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본 사안처

럼 사정변경의 원칙이 주장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면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구체적인 판결례를 살펴보면,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신문광고, 분양안내책자, 사업설명회 및 분양을 담당한 직원들을 통

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게르마늄 성분을 포함한 온천이

개발되며, 위 아파트의 거실바닥재를 단풍나무 원목 바닥재로 시공

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풍성한 유실수를 식재하고 테마공원을 설치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일산에서 금촌을 연결하는 4차선

도로가 2001년까지 8차선으로 확장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하여

서울대학교가 이전할 예정이며, 소외 회사가 전국 유명 콘도 및 휴

양시설과 제휴하여 입주자들이 누구나 콘도 회원으로서 이를 이용

할 수 있으며, 문산↔용산을 연결하는 경의선 전철의 복선화가 이루

어져 편리한 교통환경이 조성된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광고한 사

안에서 대법원176)은 “광고 내용 중 도로확장 및 서울대 이전 광고,

전철복선화에 관한 광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

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인 소외 회사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허위·과장 광고라는 점에서 그 광고로 인하여 불법행위

가 성립됨은 별론으로하고 그 광고 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

을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와 달리 온천 광고, 바닥재(원목

마루) 광고,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그리고 콘도회원권 광고는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이고 또한 이행 가능하다

175) 이 경우엔 채무불이행 책임과 담보책임 등이 문제된다.

176) 대법원 2007.06.01. 선고 2005다5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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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177) 이

사건에서 보듯이 아파트 단지 외 주변의 대학교 이전, 도로확장, 전

철복선화 등의 개발사업 또는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분양광고 중 주변 개발사업 또는

입지조건 등에 관한 것은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으로 인정될 여지

가 있고, 이에 따라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혀 근거가 없이 행해진 허위 광고의 내용에 관한 것은 사정변경

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객관적 근거

가 전혀 없는 허위 광고와 이에 의한 오인에 대하여 계약체결의 기

초가 된 객관적 사정으로 구성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3. 판결의 검토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아파트 입지조건에 대하여 제3연

륙교, 제2공항철도의 건설, 다수 학교의 조성, 중심상업지구 형성 등

의 기반시설의 조성 및 개발계획을 광고되었다. 이러한 아파트 단지

외의 입지조건 및 개발사업에 관한 광고내용은 계약내용으로 편입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될 가능성은 있

다.

먼저, 이 사건에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인천시의 도시계획이나 사

업자의 사업계획 단계에 있었던 개발사업들이 그 이후 무산된 것은

아파트 입지조건이나 생활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계약체결의 기초

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

데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도 분양광고에서 개발사

업들이 도시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분양계약 당시 개발사업들이 무산되거나 변경될 수

177) 또한, “서울대학교가 이전 예정이라고 할 근거가 없음에도 ‘서울대 이전(예정)’

이라고 광고한 점을 들어 이 부분 광고행위들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

칙에 비추어 시인되기 어려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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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사정은 수분양자들도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고 판단하고 있다. 생각건대, 본 사안에서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사정변경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광고에서 사정변경의 가

능성이 고지된 방식과 정도, 이에 반대되는 내용의 단정적 홍보 여

부 등 제반사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러 개발사업

중에 일부가 무산된 경우와 전부가 무산된 경우 등 사정변경의 정

도에 따라 예견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단순히 광고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말

을 하였다거나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기재되었다고 하여 섣불리 예

견가능성을 부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예견가능성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계약내용대로 아파트에

입주해 생활하도록 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신의

칙상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여부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생각한다. 즉, 아파트의 입지조건

에 관련된 개발사업들이 무산된 상태에서 계약내용대로 수분양자들

이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한지

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결론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만약, 생활여건과 관련된 개발사업들이 무산

되어 분양 목적물에서의 거주 및 일상생활이 심히 곤란할 정도라면

당사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단순히 생활상의

다소 불편함이나 아파트 시세가치의 경미한 감소 정도의 사안이라

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 사안

에서의 당사자 주장처럼 광활한 나대지에 아파트만 건설된 형국이

되어 교통․교육 등 기본적인 주거생활에 심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하게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필수 시설

등을 포함한 건설계획 승인 등 법률상의 절차나 내용, 기타 제반 사

정 등을 볼 때 거주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부족 및 이에 따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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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의 심대한 곤란으로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강조된 주

변 개발사업의 무산에 따른 수분양자의 피해 주장은 실질적으로 아

파트 시세가치에 대한 내용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 주변 개발사업의 진행정도,

중요성, 개발효과에 따라 분양대금과 수분양 아파트의 시가 등에서

신의칙상 부당할 정도로 당사자 간의 이해에 현저한 불균형이 초래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안별로 다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Ⅷ. 기타 하급심 판결

1. 호텔 스포츠클럽 해지 사건178)

인터불고 호텔이 경영난을 이유로 회원들의 동의 없이 레저스포

츠클럽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보증금을 받아가라고 통보한 사안에

서, 호텔은 운영적자 누적 등 사정변경에 따라 레저스포츠 운영계약

을 해지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

는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

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

이에 레저스포츠클럽 이용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아파트 관리단 집회 결의 사건179)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아파트에서 2005년 입주자들이 반상회

를 통해 신청인을 제외한 12세대는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고 신청인

은 옥외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2년 3월 신청인이

178)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4074.

17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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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지하 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고지하자 다른 입주자들이 이를

거부하여 신청인이 주차장 사용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서, 재판부는 “2005년에 개최한 반상회에서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12세대의 입주자들이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정씨는 옥

외주차장을 사용하기로 동의함으로써 공용부분인 지하 주차장 사용

에 관해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정(관리단 집회의 결의 및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2년 3월에 정씨가 자신도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고지함으로

써 사실상 승낙을 철회한 이상 2005년의 지하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더는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집합건물 공용부분

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승낙했다고 해도 구분 소유자가 승낙 사실

에 영구적으로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결의 이후 구분소유자의 구성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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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우리 민법개정안의 사정변경의 원칙

제 1 절 서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민법전의 개정을 위하여 법무부는 1999

년에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하

였다. 동위원회는 분야별로 지정된 개정위원이 개정의견에 대한 판

례와 학설, 외국의 입법례를 연구한 후, 소위별 회의의 토론을 거쳐

개정방향을 결정하고, 민법 전반에 관한 사항은 전체회의를 통하여

조율하였다. 2001년 6월 민법개정초안을 마련하고 실무위원회와 전

체회의를 통하여 2001년 11월 24일 개정시안을 확정하였으며, 2001

년 12월 13일과 14일 개정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이 때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2002년 1월 29일부터 19회에 걸친

개정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새로운 개정가안을 확정, 2002년 12월 17

일 관계기관 및 학계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2004년 6월

2일 제66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약 5년 4개월의 작업 끝에 민법개정

안을 마련하였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하여는 개정안 제544조의 4

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0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후 2008년 5월에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2004년 민법개정안은 폐기되었다. 이

에 따라 새로운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2009년에 법무부 산하에 민법

개정위원회가 설치되어 계속하여 민법개정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하여는 제3기(2011년도) 4분과180)의 제3차회의

(2011. 4. 7)에서 담당 위원181)이 제시한 개정시안182)을 바탕으로 논

180) 위원장은 송덕수 이화여대 교수, 위원은 강승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동

훈 국민대 교수, 김재형 서울대 교수, 문용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오정근 이

화여대 교수, 정진명 단국대 교수가 참여하였다(가나다순).

181) 정진명 단국대 교수가 담당하였다.

182) 개정시안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 99 -

의를 시작하였다.183) 그 후 제4차회의(2011. 4. 21), 제5차회의(2011.

5. 19), 제6차회의(2011. 6. 2)를 거치면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분과위원회 안이 확정되었다. 그 뒤 제4기(2012년도) 제1차 전체회

의(2012. 4. 23)에서 사정변경 규정의 신설을 확정한 후, 제4기 위원

장단 제5차회의(2012. 6. 4)를 거쳐 마침내 제4기 제2차 전체회의

(2012. 6. 27)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2012년 민법개정안184)이

성립하였다.(개정안 제538조의 2)185)

제 2 절 2004년 민법개정안의 검토

Ⅰ. 2004년 민법개정안의 내용

민법 개정안 제544조의 4(사정변경과 해제·해지)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

여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변

경된 사정에 따른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내

에 계약의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인정요건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계약의 수정이나 해제 또는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사정변경의 내용과 정도, 사정

변경에 따른 당사자들의 손익,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183) 송덕수, “계약의 해제·해지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2012년 민법개정안의

성안경과와 내용”, 법학논집 17권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31면.

184) 2013년 10월 현재까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는 못한 상황이나, 2012년 제4기

민법개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012. 6. 27)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다는 점에서 ‘2012년 민법개정안’이라고 표현하기

로 한다.

185) 송덕수(주 18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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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민법개정안 제544조의 4를 분석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요건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사정변경이 현

저할 것(사정변경의 현저성), 둘째, 당사자가 사정변경을 계약당시

예견할 수 없었을 것(예견불가능성), 셋째, 계약을 그대로 유지시키

는 것이 명백히 부당할 것(명백한 부당성)이 요구된다.

조문에 대한 검토과정을 살펴보면,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함으

로 인하여”를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로 수정하였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를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로 변경하자는 의

견이 있었으나 “유지하는”에 “그대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

여 수용되지 않았고, “명백히 부당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에서의 당

사자는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한 쪽의 당사자를 의미한

다고 하였다.186)

2. 인정효과

2004년 민법개정안 제544의4에서 인정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효과는 먼저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조문에 대한 검토과정을 살펴보면, 사정변경에 따른 권리행사의

효과를 계약의 해제나 해지보다는 “종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계약의 해소 주장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취급

한다는 반론이 있었고,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자

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해제나 해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은 법원이 해제나 해지의 유효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이며

해제나 해지를 법원의 형성판결에 맡기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이 있

었다. 그리고 법원의 계약 수정권을 두는 것과 관련하여 치열한 의

186)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자료집, 법무부, 2004, 823-8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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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대립이 있었으나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187)

Ⅱ. 2004년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1. 민법개정안에 긍정적인 견해

개정안의 작성에 참여하였던 개정위원들은 대부분 제544조의 4에

대한 입법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리고 개정안의 작성에 참여하

지 않은 학자 내지 실무가의 의견도 이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즉, 학설과 판례의 흐름을 반영하여 일

반규정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고,188) 계약준수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이행강제보다 계

약을 변경된 사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충실한 이행의 여건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견해189)가 있다. 다만, 후발적 사정변경에만 그 적용을 한정하려는

규정태도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면서 계약체결 당시 존재하고 있던

사정에 대한 잘못된 관념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운용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하는 견해190) 등 개정안의 일부분을 지

적하는 견해들이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입법추세에 따라 사정변경

의 원칙을 민법전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요건과 효과에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견해191)도 있다.

2. 민법개정안에 부정적인 견해

187) 법무부(주 186), 826-834면.

188) 박규용(주 118), 106면,

189) 김대경,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경희법학 제46권 제1호, 경희법학

연구소, 2011, 218면.

190) 김상중(주 64), 173면.

191) 김대정,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한 민법개정시안 제544조의 4에 관한 검

토”, 법학연구 제22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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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입법화에 반대하는 견해는 계약준

수라는 민법의 대원칙과 모순되므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거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수정 내지 해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문제되는데 이를 일반규정으로 신설하면 법적안정성을 해

친다고 한다.192) 그리고 민법개정안이 계약충실의 원칙과 구체적 타

당성의 요청 사이에 그 긴장관계를 진지하고 충분히 고려한 결과인

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계약의 해소 전에 계약에 대한 수정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하거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것은 계약의 준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

래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해야 하므로, 판례가 축적되

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태로 어떠한 사정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되

었을 때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

가 정리된 후에 이를 성문화하여도 늦지 않고, 당분간은 판례에 일

임하여도 좋다고 한다.

제 3 절 2012년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Ⅰ. 2012년 민법개정안의 내용

민법 개정안 제538조의2(사정변경)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

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의 수정을 청

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인정요건

192) 황적인 외 29인 공저, 민법개정안의견서, 민법개정안연구회, 삼지원, 2002; 정

상현(주 1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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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민법개정안 제538조의 2를 분석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요건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계약성립의 기

초가 된 사정의 변경이 현저할 것(사정변경의 현저성), 둘째, 당사자

가 사정변경을 계약당시 예견할 수 없었을 것(예견불가능성), 셋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

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신의칙상 부당

성)이 요구된다.

사정변경의 현저성과 관련하여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어야

한다는 구체적 요건을 두었다는 점과 계약 유지의 부당성에 대한

요건에 대한 내용과 표현이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2004년 민법개정

안과 차이가 있다.

2. 인정효과

2012년 민법개정안은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효과로 당사자가 계

약의 수정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는 2004년 개정안과는 내용이 많이 변경된 것이다. 당사자가

수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요구”에서 “청구”로 용어를 변경하

였고, 무엇보다 계약의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해제·해지하도록 하지 않고 수정 청구와 해제·해지권을 선택

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병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Ⅱ. 2012년 민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1. 명문화에 대한 검토

2012년 민법개정안의 입안 당시의 민법개정위원회에서도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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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명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이

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우리 다수설의 입장과 판례의 태도 변

화,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나 국제계약규범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조항의 신설 추세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반대

하는 견해도 있었는데, 우리 민법에는 사정변경이 녹아 있는 개별조

항들이 있고 일반조항으로 신의칙조항이 있으며, 사정변경을 인정하

는 경우도 아주 현저한 사정변경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개별규정과

신의칙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193) 또한 일반조항

으로 도입되었을 경우 법원의 감당이 가능하겠냐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194)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써

실무에서 훨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효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에

대한 것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과 사정변경의 원

칙의 조문화는 계약의 불이행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지적

한다.195)

생각건대,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한 2004년 민법개정안에 의해

이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어느 정도 수렴되었고, 대법원 역시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전향적인 판결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국제계약

에 있어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여러 국제계약규범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명문

화가 필요하다고 본다.196) 또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하여 가장 중

요한 것은 계약 수정권의 인정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근거조문

이 필요하고, 명문화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법원에서 실제 판

례의 형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197) 다만, 사정변경의 요

건 및 효과론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한 보완은 향후 지속적으로

193) 법무부(주 62), 533면.

194) 법무부(주 62), 538면.

195) 법무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채권편(상), 법무부, 2013, 493면.

196) 사정변경의 원칙의 명문화 여부에 대해서 2012. 4. 23. 제4기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1차)에서 토론 후 표결한 결과 찬성 14명, 반대 8명으로 명문화하기로

결정되었다.

197) 법무부(주 195), 493-4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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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인정요건에 대한 검토

2012년 민법개정안은 사정변경의 인정요건에 있어서 사정변경의

현저성, 예견불가능성, 신의칙상 부당성을 조문에 순서대로 배치하

여 요건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구체화를 위한 노력으로 요

건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2004년 개정안보다 진일

보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정”의 의미

“사정”은 주로 일체의 정황을 의미하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

용되는 의미에서의 “사정”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일체의 정황을 의미한다.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에 대한 엄격화 주

장을 반영하여 가급적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서 2012년 민

법개정안에서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명시한 것은 옳다

고 본다.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선, 계약내용 자

체와의 구별이 필요하다.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사정은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이다. 계약으로 명시적으로 배분된 위험

은 그 계약내용대로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키코 계약

에서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권리나 의무는 계약의 내용 자

체를 이루는 것으로 설령 일방 당사자가 특정 구간에서의 환율변동

만을 예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재변동성은 계약성립의 기초

가 된 사정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 자체가 되며 따라서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계약의 내용자체는 아니더라도 계약

내용에 반영된 사정은 위험배분의 관점에서 볼 때 묵시적으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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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위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역시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판시하듯

이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은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

적 사정과는 구별된다.

나. 주관적 사정변경의 포함 여부

개정 독일 민법이 주관적 행위기초의 상실을 포함하여 규정한 것

의 영향으로 주관적 사정변경의 경우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우리 민법의 착오이론과 쌍방

의 공통된 동기의 착오에 대한 해결론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고 생각된다. 우리 대법원 판례 역시 객관적 사정의 변경의 경우에

만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물론 착오이론의 적용을 통한 해결의 한계 등을 이유로

주관적 사정까지 법리적용을 확대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198)

도 타당한 면이 있다. 또한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사정

변경 원칙의 ‘사정’으로 포섭하는지에 따라 객관적 사정과 주관적

사정의 구별이 모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인식의

불일치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너무 쉽게 사정변경의 원칙이 주장되

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딸의

신혼주택 건축을 위해 아버지가 적절한 위치로 생각되는 토지를 구

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그 토지의 위치가 적절하

지 않은 것으로 마음이 바뀐 경우와 같은 것은 주관적 사정에 불과

하다. 또한 매매목적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당사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주관적 사정에 불과하다. 그

러나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목적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이 발

생하여 건축이 불가능해진 경우 공법상의 건축 제한은 객관적 사정

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버지의 토지 구매 목적 내지 의도를 대

198) 김상중(주 64), 16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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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판단하면 건축 목적이라는 주관적 사정으로 혼동될 수 있다.

계약 체결의 목적 내지 의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한 것이

므로 주관적인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계약목적의 좌절

이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 중 하나로 판단되는 점에서 혼동의 여

지가 더 커질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이 제주시 토지 매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가능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

게 된 주관적인 목적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있어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한 것은 이러한 혼동 가능성

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사정변경 원칙의 요건 중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의 판단 대상에 관하여 좀 더 정확한 접근이 요구될 것

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2012년 민법개정안에서 “객관적 사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객관적 사정만을 의미하는 것

으로 명확히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문이 있다. 이미 판례의

해석상 정립된 내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문에 반영하여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생

각한다.

다. “현저한 변경”의 의미

현저한 변경이란 만약 이러한 변경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

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의 심각한 정도의 변경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서 필요한 요건이다. 특히, 물가변동의 경우 어느 정도가 사정변경

의 원칙이 적용될 만큼 현저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곧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라고 하겠다. 그리고 현저성에 대해 당사자가 예견가능한 수준을 넘

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견해199)가 있는데, 사정변경의 현저성은

199) 최현숙,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14권 제2호(통권 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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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불가능성이나 신의칙상 부당성과 연계되어 생각될 수 있겠으나

되도록 각 요건은 독립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라. 예견불가능성

사정변경의 원칙은 당사자의 통제 밖의 사정변경에 의한 위험 분

배의 문제라는 점에서 예견불가능성이 중요한 요건이 되고, 당사자

가 위험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

결한 경우 그 위험은 당사자가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예견

할 수 있었던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의 정도가 예

견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면 이것도 예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

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예견불가능의 대상은 “사정변경”이 아

니라 “현저한 사정변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견해와 같은 간주

가 없이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마. 신의칙상 부당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상 명

백히 부당한 경우에만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건으로 2012년 민법개정안은 신의칙상 부당성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즉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라고 하여 2004년 민법개

정안에서의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수용하였다. 또한

포괄적 규정으로 두게 되면 경제적 불능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이행불능과의 경계가 모호해 질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

다.200) 생각건대, 신의칙상 부당성의 유형으로 거론되는 등가관계의

파괴, 계약목적의 달성불능을 조문에 표현함으로써 요건을 좀 더 구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172면.

200) 법무부(주 195), 3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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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이고 명확하게 한 것으로 요건의 구체화를 통해 남용가능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201) 다만, 부당함을 의미하

는 문구가 생략되었으나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요건으로서 등가

관계의 파괴나 계약목적의 달성불능은 그 의미에 있어 신의칙상 부

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통해 해석되어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건축상의 규제로 인하여 당

사자가 예정하였던 건축을 못하게 된 사정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상

부당한 계약목적의 달성불능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상가

분양광고에 표시되었던 수익성이 저조한 결과나 아파트 분양광고에

서 표시되었던 주변 입지조건에 관한 개발사업 무산 역시 원칙적으

로 신의칙상 부당하게 계약목적의 달성이 좌절된 것으로 볼 수 없

을 것이다.

바. 귀책사유의 부존재

사정변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은

사정변경의 원칙이 신의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하

다.202) 다만 예견불가능성의 요건이 회피불가능성의 요소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2012년 민법개정안에 규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사정변경의 원칙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권리남용금지원칙으로도 포섭할 수 있

을 것이다. 사정변경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생존을 위협

201) “당사자의 이해에 현저한 불균형 초래”보다는 “명백히 부당할 때”라는 표현이

추상적일지는 모르지만 질적의미가 부여되어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시키는 의미

를 갖는다고 보아 더 낫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최흥섭,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에 관한 민법개정시안(2011년 6월)에 대한 검토와 제안”, 비교사법 제18권 4호,

2011, 1062면.

202) 계약 바깥에서 발생한 사정변경, 가령 전쟁, 천재지변 등 전형적인 외부적 사

정변경에 대해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논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으며, 이를 당사

자와 사정변경 간 원근(遠近)의 문제로 파악하여 고려요소로 삼는 것이 타당하

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권영준(주 28),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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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로 등가관계가 현저히 파괴되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사정

변경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 역시 권리남용이론의

적용 문제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귀책사유의

부존재는 요건으로서 조문화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볼 것이다.

3. 인정효과에 대한 검토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효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크게

계약 수정권과 관련된 문제와 해제권과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다.

계약 수정권과 관련된 문제는 세부적으로 계약 수정권의 인정여부

와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 계약의 수정방식, 계약해제권과의 관계가

문제되며, 해제권과 관련된 문제는 해제방식과 그 효과로 볼 수 있

다. 그 외에 교섭의무의 인정여부도 쟁점이 된다.

가. 계약 수정권과 관련된 문제

계약 수정권을 사정변경제도의 원칙적인 효과로 인정할 것인지는

2004년 민법개정 과정에서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있었고 이는 2012

년 민법개정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즉, 계약 수정권이 인정되지 않

는다면 사정변경의 원칙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적고, 사정변경

의 원칙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계약수정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

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계약 수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법원은 이미 사실상 ‘계약의 해석’이라는 이름하에 계약 수정을 하

고 있는데 명문으로 계약 수정권을 부여한다면 남용될 가능성도 있

고, 계약관계의 장래가 상당히 불확실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계약 수정권 인정을 반대하는 견해가 대립하였다.203) 찬반의 논란이

많은 부분이나 이에 대한 쟁점을 계약 수정권이 가지는 필요성과

203) 법무부(주 195), 495-4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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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의 두 가지 문제로 분석하여 법원의 계약 수정권 입법을 긍

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204)가 있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필요성의 관점에서 사정변경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만한

사안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법원이 계약 수정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 역시 매우 드물고,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석이나

신의칙,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등 기존 메커니즘들이 있다는 반대론

에 대해 자주 활용되지 않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법적 공백을 메

울 수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고, 계약해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무정형한 일반조항

에 기초한 신의칙의 확장의 부작용, 중재나 조정 등 당사자의 자발

적 합의에 기반을 두는 제도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계약

수정권이 유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정당성의 관점에서 계약수

정에 관한 정보나 능력이 부족한 법원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수정할

가능성, 사적자치 원칙의 정신에 반하는 점, 법원의 업무부담 등 사

회적 비용을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에 대해 법원은 소송시점에 당사

자들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중립적인 관점에서 계약조항을

만들 수 있고 실무상으로는 쌍방의 계약수정안을 제출받아 상호탄

핵을 거친 뒤 이에 기초하여 행사될 가능성이 큰 점, 법원의 계약

수정권은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바를 보충, 형성하여 주는

실질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는 법원의 개입 결과와 다른 합의가 가

능하다는 점에서 사적자치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은 아니

라고 볼 수 있는 점, 법원의 업무부담은 그 적용의 보충성과 엄격성

으로 방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박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현저

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곧바로 계약을 해소함으로써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보다는 변경된 사정에 맞게 계약을 수정하여 이행하도

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계약준수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점과 PICC,

PECL, DCFR 등 국제계약규범에서 계약 수정권을 명문으로 인정하

는 입법 추세에 비추어 보아도 계약 수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204) 권영준(주 28), 243-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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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205)

계약의 수정방식은 계약 수정권의 귀속주체에 관한 것으로 크게

당사자에 의한 수정인지 법원에 의한 수정인지가 문제되는데 2012

년 민법개정안의 초기 논의과정에서는 법원에 의한 수정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206) 이는 당사자에 의한 계약수정을 상정하는 것

은 계약준수의 원칙과의 관계나 복잡한 법률문제의 발생 우려, 수정

권 행사이후의 이행채무 유보문제 그리고 계약의 수정에 대한 다툼

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의지하게 된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

러나 2012년 민법개정안은 결국 당사자가 계약의 수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다. 생각건대,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법원의 권한으

로 하고 있는 점과 법원에 권한을 귀속시키는 것이 사정변경이 예

외적으로 인정되는 취지에 부합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도

움이 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수정권과 해제권의 귀속

주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우리 민법

체계상 법원에 해제를 청구한다는 것과 법원이 계약관계를 소멸시

키는 행위의 개념이 생소한 점, 그리고 우리 학설과 판례도 당사자

가 수정권 내지 해제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서 당사

자의 권리로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207) 이때의 당사자는 사

정변경으로 인하여 불이익하게 된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

이다. 한편,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수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교섭 청구의 의미를 갖는 것인지 형성권의 행사로 볼 수 있

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수정 청구’라는 문언과 지료증감청구권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고려할 때 형성권의 행사로 보

205) 계약 수정권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2012. 4. 23 제4기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

의(1차)에서 토론 후 표결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9명으로 계약 수정권을 인정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206) 법무부(주 62), 514면 이하.

207) 계약 수정권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2012. 4. 23 제4기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

의(1차)에서 토론 후 표결한 결과 당사자의 권리로 하는 것에 찬성 15명, 법원

의 권한으로 하는 것에 찬성 7명으로 당사자의 권리로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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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되, 그 효과는 당사자의 수정청구시로 소급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차임증감청구에 관한 우리 대법

원 판결208)도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그 청구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그 청구시에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

다 할 것이요,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또 그 청구가 법

절차에 의하여 청구하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외의 청구에 의

하여서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계약 수정권과 계약해제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민법개정위원들

사이에서도 그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우

선순위를 두지 않고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견해는 두

권리를 반드시 단계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복잡하고 불편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수정과 해제중 당사자가

청구한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 법원이 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고,209) 계약 수정권을 우선 행사해야 된다는

견해는 독일 민법처럼 수정이 불가능한 때 또는 기대할 수 없는 때

에만 계약을 해지, 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210)

2012년 민법개정안에서는 결국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되었다.211) 생각건대, 계약준수의 원칙과의 관계상

계약의 수정을 우선시하는 것도 타당한 면이 있으나,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때와 같이 계약의 수정

보다는 해제 여부가 사건 해결의 관건인 경우에도 수정권을 우선

208) 대법원 1974.8.30. 선고 74다1124 판결

209) 송덕수(주 183), 48면.

210) 법무부(주 195), 485면.

211) 계약 수정권의 우선순위 여부에 대하여 2012. 4. 23 제4기 민법개정위원회 전

체회의(1차)에서 토론 후 표결한 결과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병렬적으로 규정하

는 분과위원회안 찬성 13명, 수정권 우선행사를 규정하는 실무위원회안 찬성 8

명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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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도록 하고 수정을 기대할수 없는 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요

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조항의 운용에 있어서 복잡함과 불편함

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사건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병렬적, 선택적으로 규정한 것이 일응 타

당하다고 본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그 적용 효과에 있어서는

운용의 폭을 넓게 하여 실효적인 해결의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 해제권과 관련된 문제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권의 행사방식에 대해 크게 당사자주도형

과 법원개입형으로 의견이 나뉜다.212) 당사자 주도형은 개정 독일

민법과 일본민법개정안이 채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제권은 형성

권이므로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 당사자에게 계약

형성의 기능을 유보한다는 점에서 사적자치에 충실한 측면이 있지

만 사정변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의사에 좌우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된다. 법원개입형은 유럽계약법원칙, 국제상사계

약원칙이 채택하고 있으며 법원이 계약해제를 결정함에 있어 그 조

건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각건대, 법원에 청구하는

해제권의 관념이 생소하고 다른 해제권과의 정합성과도 문제가 있

다는 점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해제권을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정변경제도는

당사자의 통제 밖의 사정변경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책

임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교섭의무의 도입 여부

212) 계약의 자동소멸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이은영(주 112),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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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사적자치의 존중이라는 측

면에서 교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

다. 즉, 법원의 후견적 개입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섭은 본래 사실상의 행위로서

교섭에 관한 의무 또는 권리라는 관념자체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

고, 교섭의무를 인정하더라도 그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찾기

어려우며, 계약의 자유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는 점

을 고려할 때 계약체결 후 본인과 무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교

섭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교섭강제는 이른바 거래비용

을 높일 뿐 그 실익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는 견해213)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교섭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까지 규정하지 않는

한 장식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고,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강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측면과 우리 민법이 사정변

경의 원칙에 대한 명문 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함에 있어 논란의 여

지가 있는 부분을 되도록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규정 도

입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13) 권영준(주 28), 241-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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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오늘날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사적자치를 바탕으로 한

자유경제와 문화발달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

하면 당사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각자의 의무를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을 둘러싼 환경

과 제반사정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너무나 가혹한 결과가 될 수

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이나 법리의 필요성은

계약준수의 가치만큼이나 중요하다. 이에 따라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정이 그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

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해진 행위의 효과

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매우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

에는,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효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

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는 사정변경의 원칙은 인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적자치의 원칙

과 더불어 신의성실의 원칙도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그에 근거한 사

정변경의 원칙의 정당성은 충분히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에서는 행위기초론이 형성되어 발전하여 왔

고, 개정 독일 민법은 이를 수용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도입하고 있

다. 프랑스에서는 사정변경과 관련하여 불예견론이 학설과 판례의

지지를 얻지 못하다가 최근, 민법개정을 통하여 사정변경과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영미에서도 계약 좌절 법리

를 통해 사정변경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일본에

서도 민법개정을 통해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명문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PICC, PECL, DCFR 등 국제계약규범에서 명시

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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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민법상으로도 사정변경의 원칙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최근 대법원이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

31302 판결]에서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

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

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을 수용한 것은 바람직

하다고 본다. 또한, 최근 쇼핑몰 분양․임대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사건 등 국민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 그리고 키

코 계약(KIKO) 사건, 로또 복권 수수료 사건 등에 관한 판결들은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들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주목할한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개정안을 통한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명

문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요건과 효과에 대해

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2년 민법개정안은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여 2004년보다 진일보한 결

과를 성취하였고, 사정변경의 원칙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위해 적

절한 내용을 제시하였다고 볼 것이다. 향후 민법개정안이 입법과정

을 통과하고 실무에서 적용되어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더 많은

이론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계약준수의 원칙과 사정변경

의 원칙은 서로 충돌되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할 민법에서의 과제이

며, 법적안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자율과 후견의 이념이 접점을 이

루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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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

Jaesung Lee

College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modern society contract has been a legal act that most

widely and closely relates person's social life to the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at, if a contract is made

on a voluntary basis, the parties binding to it should follow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in good faith. This is because the

principle of contract observance is the main contents of private

autonomy, thus the driving force of free market economy and

cultural development.

However, in case binding the contract parties to original

contract is severely unjust because of the occurrence of an

unforeseen change in the circumstance as a base of contract, the

parties can modify or terminate a contract exceptionally by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 In that sense,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 and the principle of contract

observance are two conflicting values, which at the same time,

make an interface between legal stability and fitness.

Various countries have discussed this matter based on different

theories, such as “Fundamental conduct theory” of Germany,

“Unanticipated circumstance theory” of France, “Doctrin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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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stration” of Common law. Today, legislation through Civil Law

revision is being actively progressed, and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s being stipulated particularly in international

contract law such as PICC, PECL, DCFR, etc.

In Korea,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has been

discussed for decades, especially recent judgement of Supreme

Court which showed a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in sales contracts and Civil Law

revision by Ministry of Justice which adopted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triggered animated discussion. And

lawsuits about the change of circumstance in parcelling-out

contracts, exchange rate in KIKO, and the 2012 amendments to

Civil Law have generated even more active discussion about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Th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s should be adopted in

that forcing to implement a contract without considering change

of circumstances can cause unreasonable result which stands

against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contractual justice.

Furthermore, it should also be precisely stipulated for the

establishment of law and order.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should be strictly ruled considering the relation

with the principle of contract observance.

Core requirements of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which must be stated in Korean Civil Law are fundamental

change in objective circumstance, unpredictability, injustice of

maintenance of contract in good faith principle. In order to be

more conservative on the requirements, provisions are should be

as in detail as possible and if that is inappropriate, court’s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the law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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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o the matter of effects of the principle of the change in

circumstance, both modification and termination of contract should

be allowed in that its intrinsic quality lies in possibility to modify

the contract, and in parallel in that it should bring out proper

solutions according to each case. In doing so, the parties' own

will and executing should be basis of modification o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so it accords a little more with existing legal

system and private autonomy. However, court's intervention as

guardian through lawsui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dditon to its intervention in amending contract contents.

In future, with the legislation of the 2012 Civil Law

amendments and application of provision in real legal affairs,

theoretical improvement should be carried out, so it can achieve

harmony between legal consistency and concrete validity,

autonomy and guardianship.

Keywords : change of circumstance,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 civil law amendment, modification of a

contract, the principle of contract obser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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