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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채권자취소제도는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일탈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소송의 방법으로써 취소하여 결국 채권자가 자신

의 채권을 만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취지가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온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도 취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에, 책임재산을 일탈하는 것임이 명확한 한정된 조건

에서만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미 효력이 소멸된 근저당권까지 그 효력을 재차 부정하

기 위해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해줄 만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가? 채권자취소권은 일종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미 소멸되어 종료된 법률

관계에까지 이러한 강력한 제도를 통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

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법률행위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거나,

이미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이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차 채권자취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취소채권자는 별도로 사해행위의 요건을 주장・입증하
여 위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취소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효력이 소멸된 이후 근저당권까지

말소되어 책임재산이 채무자에게 완전히 복귀되었다고 평가되는 상

황이라면, 채권자로서는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위 부동산을 회복시킬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히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사해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또 다시 사해의사를 가지고 이른

타인에게 양도한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해제하고 근저



당권을 말소시켜 소멸시키는, 이른바 ‘2단의 사해행위’로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일탈시키는 경우, 만약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게 된다면, 후행 양도행위만으로는 선행 근저당권설정으

로 이미 일탈된 담보가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채권자는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도, 후행 양도계약도 모두 취소할 수 없게 되

는 심히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2단의 사해행위를 통

하여 책임재산을 일탈시키는 것을 허용하면 결국 채권자취소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을 방치하는 셈이 되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안에

서는 이미 해제・해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종료되고,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허용해주어야 한다. 다만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

복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이는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취소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후행 양도계약의 취소범위, 원

상회복의 방법 등을 참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사해행위로 설정된 사해행위로 인한 경매절차가 진행

되어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말소되는 것은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

산이 원상회복이 되는 과정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는 사해근저

당권설정에 따른 재산의 처분을 현실화하는 과정으로서, 채무자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이 아니라, 배당금 등으로 전환

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일탈하게 된다면 더욱 더 추급하기가 곤

란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형식논리에 치

우친 부당한 결론이라 할 수 있으므로, 취소를 허용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상회복의 방법은 구체적

인 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한다.

결국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등 각자의 권리, 신뢰, 기대를 적정

하게 평가하여, 책임재산이 지니는 재산적 가치를 누가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채권자

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의 이익, 사해성 판단, 취소의 범위, 원상회복의

방법, 배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것이다.

주요어 :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권리보호의 이익, 해제, 해지,

원상회복

학 번 : 2010-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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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설

채권자취소제도는 악의적인 채무자가 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

는 경우에 채권자가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을 유지・보전하
기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1).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제3자와 행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책임재산을 회복

하는 제도로서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하여 끼칠 수 있는 법적 영향력

이 크므로, 민법에서도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2).

이처럼 채권자취소제도는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되

는 책임재산을 일탈시키는 사해행위를 소송의 방법으로써 취소하여

결국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만족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데에 취지가 있는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의 채권자취소소송과의

관계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채권자취소제도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계약도 취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에, 책임재산을 일탈함이 명확한 한정

된 조건에서만 이를 허용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까지 그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

하도록 하는 것은 과연 무슨 구체적인 실익이 있는지, 만약 이를 허

용해준다면 그 구체적인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등은 어떻게 설정

할 것인지가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담보제공으로 사해행위를 하는 사례 중 다

1)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 [IX] : 채권(2), 박영사, 2001, 799면.

2) 송덕수, 민법강의, 제7판, 박영사, 2014, 10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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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사해근저당권의 설정의 경우, 그 설정

행위가 무효이거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각으로 말소되는 등으로

이미 소멸되었거나 근저당권이 적법한 실질 없이 형식만 갖추고 있

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둘러싼 채권자취소소송의 성부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 유형 아래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본 논문이 다루는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범

위에서 채권자취소제도에 관한 일반 법리를 다룬 다음, 제3장에서는

사해적인 근저당권설정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근저당권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 소멸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근저당

권설정행위를 사해행위임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며, 제4장에

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제·해지되어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특히 2단의 사해행위(선행 근저당권설정 → 후행 양도행위)를 통해

책임부동산을 일탈시키는 경우와 관련된 권리보호의 이익, 취소의

범위, 원상회복의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

장에서는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에 따라

소멸된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원

상회복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다루도

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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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채권자취소제도 일반론

I. 채권자취소제도의 의의

민법은 제406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자취소제

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

소시키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에게 환원시켜 일반채권자들이 채무

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채권자취소권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하여

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

라고 할 수 있다.3) 그러나 그 제도의 강력한 채권보전의 효력에 비

하여는 현행 민법에서는 제406조, 제407조 두 조항만 규정되어 있어

서, 그 동안 판례이론을 통하여 구체적인 해석 및 법리가 발전되어

왔다.

II.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및 행사방법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

3) 송덕수, 10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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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위 사해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4) 본 논문에

서 주로 문제가 되는 요건은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인 ‘사해행

위’의 대상과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거나 효력이

사라진 행위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킴으로서 일반채권자를

해할 수 있는 행위인지라고 할 것인데, 이는 제3, 4장 이하에서 보

다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본질 및 행사방법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

하는 것을 막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들의 보호수단으로서 채

권자들에게 주어진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그런데 이를 실체법상의

권리라고 보더라도, 그 본질에 대해서는 종래 형성권으로 이해할 것

인지, 청구권으로 파악할 것인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5) 현행 민법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종래의 절충설, 즉 병합설을 입법화한

것이라고 파악된다.6)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곧 사해행위취소는 법원에 소

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과정에서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7) 이와 같이 채

4) 곽윤직, 채권총론 [민법강의 Ⅲ], 제6판, 박영사, 2007, 147면.

5) 양창수·김형석, 민법III - 권리의 보전과 담보, 초판, 박영사, 2012, 170-171면.

6)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민사법학 제68호, 2014, 50면.

7)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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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취소소송의 행사방법이 소로서 제기하는 것만이 가능한 만큼,

아래와 같이 소의 이익 문제가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3. 채권자취소소송과 권리보호의 이익

소의 이익은 국가적, 공익적 차원에서는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이고, 당사자의 관점에서는 소송제도를 이용하

여 권리를 실현할 만한 이익 또는 필요성을 의미한다.8) 곧 이는 본

안판단에 앞서 본안판단 그 자체의 허부를 판단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9) 사해행위취소는 소의 방법으로만 제기될 것이 허용되는

만큼, 당해 소송 외에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 여부, 본안판결에 나

아갈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취소소송은 형성의 소(취소청구)와 이행의 소(원상회복

청구)가 결합된 제도이므로,10)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의 권리보호

의 이익을 별도로 판단해야 함이 원칙이나, 현재이행의 소로 제기되

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는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

하면 그것으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통상의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음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11) 곧 주

로 소의 이익 여부 판단이 문제되는 것은 취소청구 부분이다. 취소

8)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5, 215면.

9) 김용욱, “소의 이익개념”, 법정, 제81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77, 120면.

10) 물론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반드시 같은 소로 제기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11) 이시윤,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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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부분은 그 법적 성질이 형성의 소로서, 법률에 규정에 따른 소

의 제기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되, 예외적

으로 소송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송계속 중에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필요 없어지는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별도의

더 직접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다면 소의 이익을 부정해야 할 것이

다.12)

III.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1. 채권자, 채무자 및 수익자 사이의 관계13)

채권자취소권이 취소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사이에서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에 관하여는 상대적 무효설이 통설적인 입장이다.14)

이 견해는 채권차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한도에서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등과의 상대적인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무효로 할 뿐이므로,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당

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채무자와 수

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각 법률관계에도 원칙적으로 영향을

12) 이시윤, 235-236면; 정동윤, “소의 이익에 관하여”, 현대경제법학의 과제 : 소산

문인구박사화갑기념, 삼지원, 1987, 1055-1056면.

13) 이하의 학설대립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 와도 관련이 있으

나, 성질의 대립이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취소의 효과가 어떠한 범위에서

미치는지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항목 아래에서 학설의 대

립을 소개하기로 한다.

14) 곽윤직, 155-156면; 양창수·김형석, 202면; 김상용, 채권총론, 개정판증보, 법문

사, 2006, 265면; 지원림, 민법강의, 제12판, 홍문사, 2014, 1186면; 이덕환, 채권

총론, 전정판, 율곡미디어, 2014, 321면; 강봉석, 채권총론, 제3판, 법영사, 2010,

164면; 김증한·김학동,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1998, 206면; 김주수, 채권총론,

제3판 보정판, 삼영사, 2003, 253면; 송덕수, 1094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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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도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채무자 사

해행위의 취소는 절대적인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

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위 취소청구권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하여서만

있는 것이고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채

무자를 상대로 취소청구는 할 수 없다15)”고 판시하였고, 상대적 무

효설을 일관하여 유지해오고 있다.

책임설은 채권자취소의 효력으로 인하여 재산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명의로 머무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지위를 회

복한다고 파악하므로, 채무자에게 목적물이 반환되느냐 여부는 문제

되지 않으며, 취소의 효력이 목적물의 전 범위에 미친다고 하여도

현실적인 집행범위는 구체적인 실행절차에 따라서 집행권원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상대적 무효설에서와 같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

지 않는다고 한다.16)

취소효과설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

는 민법상 취소의 법리에 의하고, 원상회복의 효과도 취소된 법률행

위가 없었던 상태로의 복귀라고 실체법적으로 해석한 후, 민사소송

법의 기판력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곧 채무자가 취소의

효력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며, 채무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지

않은 결과 판결의 효력범위 밖에 놓이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실체

법적 효과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의 법리에 따른 결과일 뿐

15)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16) 김형배, 채권총론, 제2판, 박영사, 1999, 3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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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며, 채무자에게 취소소송에서 자기에 관한 사항을 주장 및

항변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채무자를 소송관련자로 참가하도록 필

수적 공동소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7)

채권설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한다고 하

여, 그 행위가 무효(상대적 무효든, 절대적 무효든, 책임법적 무효

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곧 사해행위의 ‘취소’는 수익자 또

는 전득자 앞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

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것이고, 취소로

인하여 채권적 원상회복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정채권관계를 형성

한다고 한다.18)

2. 채권자들 간의 관계

민법 제407조는 채권차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

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채권자평등주의의 입법을 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채권자평등주의가 수정되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와 원상회복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

17) 이은영, 채권총론, 제4판, 박영사, 2009, 481-482면.

18)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민법론 II, 박영사, 2004,

17-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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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은 공동담보의 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채무자

와 제3자 사이에 본래 있어서는 안 되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채권자와 직접 거래하지 않은 제3자까지 희생시키는 제도이므로, 그

행사의 범위도 공동담보의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19) 따라서 사해행위의 일부만을 취소하더라도 책임재

산의 회복에 의한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 사해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없음이 원칙이

다.20) 다만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

을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의 채권액을 넘어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

다.21)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상회복의 방법에서 가액배상을 택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가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므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

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22)

2. 원상회복의 방법

민법 제406조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채권자취소제

19) 이수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판례연구 8집(98.01), 부산

판례연구회, 1998, 200면.

20) 윤경,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저스티스, 34권 5호, 한국법학원, 2001, 120면.

2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2) 김정도,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가액배상의 범위”, 재판과 판례, 13집, 대구판

례연구회, 2005, 314-315면; 이환승,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 수인의 수익자들의

가액배상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77호, 법원도서관, 20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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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목적이 사해행위 이전 상태로의 복원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전하는 데에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원상회복의 원칙적

인 방법은 사해행위로 일탈한 채무자의 재산 그 자체의 환원, 즉 원

물반환이라고 할 수 있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사정이 있다면 책임

재산을 2차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가액배상도 원상회복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23)

판례24)도,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

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

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

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여, 원물반환을 원칙적

인 원상회복방법으로 보고 있다. 또한 판례는 가액배상의 경우 가액

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분배의무가

없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

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

다.25)

우리 민법의 채권자취소제도는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

23) 이상경,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원상회복방법 및 채권의 만족방법”, 인권과

정의, 246호, 대한변호사협회, 1997, 88면; 이영갑,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반환할

가액배상액의 산정”, 판례연구, 14집, 부산판례연구회, 2003, 235면.

24) 대법원 1998. 6.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25)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등; 서경환,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사해행위취소채권자의 분배의무”, 대법원판례해설, 75호, 2008, 76-78면에서도 입

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는 민법 406, 407조는 다수의 일반채권자들이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분배 또는 배당을 요구하는 복잡한 상황은 입법 당시 예

상한 상황이 아닌 바, 현행법상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한 분배청구권을 인정하기

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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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라고 해

서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가능

하면 사해행위로 일탈된 목적물 그 자체를 반환하도록 하는 원물반

환이 위와 같은 채권자취소제도의 목적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26)

가액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법률에 의하

여 특별하게 인정된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원물반환과 같은 효과가 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27)

3. 근저당권의 소멸과 관련된 사해행위에서 원물

반환과 가액배상의 선택

본 논문은 근저당권의 소멸을 중심으로 한 채권자취소제도를

다루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인 소송에서 원물반환에 의

할 것인지, 가액배상에 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것인데, 우선 추상적으로 부동산이 원물반환이 불가능 도는 현저

히 곤란한가의 여부는 ①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분여부, ② 부동산의

가격, ③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④ 저당권등 제한물권의 설정

여부, ⑤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사해행위 후에 소멸하였는지 여부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28)

26) 이수기, 212-213면.

27) 이인규, “사해행위 이후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교부

권자와 가압류권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쳐 그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금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57호, 법원도서관, 2005, 253

면.

28) 이상경, 88면; 황순현,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한 소고”,

실무연구(Ⅱ), 법원도서관, 2002, 72면; 강세빈,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

상회복방법 -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의 구별을 중심으로”, 재판실무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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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구체적으로 근저당권의 소멸과 원상회복의 문제가 연

관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군으로는 ① (사해행위가 아닌) 근저당권

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이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

우, ②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그 부동산이 새로운 후

속 사해행위로 양도된 이후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③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각으로 소멸한 경

우 등이 있을 것이다.

①의 (사해행위가 아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변제로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한다면 원물의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

인지 아니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

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저

당권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부동산 가액만이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되므로, 그 잔액 부분에 대하여만 사해행

위가 성립하고 사해행위의 취소도 그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므로 가

액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판례29)이며, 나아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변제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한다.30) 또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상, 저당권등기의 현실적인 말소

여부는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31)

1.호, 광주지방법원, 2009, 185면.

29)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30)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송흥섭,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와 방법”, 민사판례연구, 제20권, 박영사, 1998, 155면; 이영갑, 249면.

31) 위광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에 관한 고찰”, 재판실무연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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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 전부에 대한 원물반환을 명하게 되면,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은 당초 책임재산이 아니었던 부분까

지 책임재산으로 확보하는 셈이 되고, 취소채권자는 가액배상으로도

취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위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32)

다만 위 판례는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

사해행위가 아님을 전제로 한 판례이므로, ② 근저당권 자체가 사해

행위로 설정된 이후에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는 제4장 이하에서,

③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각으로 소멸되는 경

우는 제5장 이하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년호, 광주지방법원, 2001, 166면; 송흥섭, 155면; 윤경,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

상”, 132면; 이영갑, 249면; 윤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누가 근저당권을

변제하여 말소시켰는지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이 달라지는지 여부 및 원물반

환을 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반환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

해설, 제36호, 법원도서관, 2001, 163-164면에서는 이를 “저당권이 사해행위 후

소멸하였다면 이는 원상회복의 또다른 방법인 가액배상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

용할 뿐이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마당에 누가 변제하였는지는 아무런 의미

를 갖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32) 강일원,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38호, 법원도서

관, 2001, 178-179면; 송흥섭, 154면. 임일혁,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

로서의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관계”, 재판과 판례, 17집, 대구판례연구회, 2008,

92면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전형적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나, 원

물반환에 의할 경우 과잉회복이 되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경

우’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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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근저당권설정행위의 무효·취소와 채권

자취소소송

제1절 이른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논의가 적

용되는지 여부

무효인 법률행위(원시적으로 무효이거나 사후에 취소되는 등

으로 효력을 상실한)를 재차 취소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기존에 ‘무

효와 취소의 이중효’라는 표제 아래에서 논의가 되어 왔고,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같은 논의의 연

장선상에서 설명하기도 하였다.33)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행위가 무효사유가 있는 동시에 취소사유 역시

있을 경우, 상실시킬 효력이 없는데 이를 취소권 행사를 통해 상실

시킬 수 있는지, 굳이 상실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논의이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논의에서의 통설34)은 무효와 취소가 별

개의 제도이기는 하나 사기・강박 등으로 인한 민법상의 일반적인

33) 가령 이은영, 467면에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가장행위에 대해 채권자취

소권의 행사를 긍정하는 견해는 결국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이론을 취하는 입장

에 해당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오시영, 채권자취소권, 숭실대학교 출판부, 2010,

185면에서도 “통모행위가 진정행위임을 전제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을 갖추

고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즉 이중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본다”라고 하여, 얼핏 기존의 이중효 논의를 전제로 통정허위표시에 대

한 채권자취소의 가부를 논하고 있다. 조남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서의 사

해행위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28집, 법원도서관, 1997, 590면에서도 “통정허위

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무효와 취소는 병존할 수 있고”라고 서술하여, 역

시 이중효 논의를 전제로 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34) 편집대표 김용담, 주석 민법 [총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322면; 곽윤

직・김재형, 민법총칙 [민법강의 I], 제9판, 박영사, 2013, 381-382면; 송덕수, 27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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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에는 소급효가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무효와 취소는 효과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무효와 취소

의 원인이 병존하는 경우라면 당사자는 각각의 요건을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고, 어떠한 행위가 무효인 동시에 취소할 수 있

는 것이더라도 결코 모순되지는 않는다.35) 무효인 법률행위 또는 자

연적 속성이 아니라 일정한 법률효과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에 지나

지 않으므로,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와 취소의 평가를 모두 받을

때에는 그 경합을 긍정할 수 있다.36) 또한 계약이 해제된 이후라도

계약체결 당시 취소사유가 있었다면 당사자는 이를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37)

판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하여 사기나 강박에 의한 취소를 인정하고38), 매도인

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이미 해제

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

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39)

그렇지만 위의 논의들은 착오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등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곧 본 논

문의 중점인 사해행위취소와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는 그 목적과

35) 곽윤직・김재형, 381-382면.
36) 김준호, 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제20판, 법문사, 2014, 371면.
37) 주석 민법 [총칙(3)], 323면.

3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6118 판결.

39)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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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이 다른 제도라고 할 것이다. 민법 총칙편 제140조 이하에

서 취소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들은 원칙적 취

소, 바꾸어 말하면 당사자의 제한능력 또는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

한 의사표시에 대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다.40) 사해행위취소의 경

우는 이러한 원칙적 취소와는 달리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임에도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민법 제140조 이하의 규정이 적

용되지 않는 취소일 뿐이다.41) 곧 채권자취소권에서 말하는 ’취소‘는

법률행위의 취소와는 그 용어가 동일할 뿐이고, 성질, 요건 및 효과

가 다르다. 법률행위의 취소는 예컨대 착오의 경우 등 법률행위에

내재한 하자를 이유로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와 수익자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

였으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

복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42)

그렇기 때문에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도, 물론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논거도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참고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법률행

위의 취소와 무효의 이중효를 다룬 기존 학설과 판례의 결론을 그

대로 전사하여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취소되거나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취소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0) 곽윤직・김재형, 389면.
41) 곽윤직・김재형, 390면; 우세나, “채권자취소소송과 기판력”, 영남법학, 제27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63면.

42) 김재형,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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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무효이거나 취소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

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I. 서론

근저당권설정계약도 결국 법률행위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사해행위의 대상성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대상이 되는지가 논의

되는 이유는, 대상행위에 법률적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 주

장하지 않더라도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감소가 없는

데,43) 그렇다면 채무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제 실무에서 사해행위는 통정허위표시와 연관되어 있

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하의 학설 대립도 통정허위표시의 사해취

소대상성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정에 의한 재

산처분행위와 같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無의 常態(Nichts)로 이해한

다면 부존재하는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만

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지 않은가?의 의문에

서 위 논의가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44)

II. 견해의 대립

① 부정설(채권자대위권행사설)45) : 부정설은, 법률행위가 성

43) 오시영, 183면.

44) 한삼인·김상헌,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제5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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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무효인 경우에도 취소할 필요가 없으

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채무자와 상대방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허위표시에 기하여 등기 또는 점유의 이전을 하는 등 등기의 말소

점유의 반환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수는 있어도 채권자취소권

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08조 제2항

에 따라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선의의 전득자가 사해

행위에 대해서 악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② 긍정설(채권자취소권행사설)46) : 다수의 견해로서, 채권자

가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허위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서 통정허위표시를 무효로 취급하는 민법의 제도는 채권자취소제도

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보전하는 기능을 하므로,

채권자대위권행사설과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채권자

의 편의를 위하여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주장하여 행사할 수 있도

록 함이 타당하다고 한다.47) 이 견해는, 민법 제406조가 단순히 ‘법

률행위’라고 할 뿐 유효한 법률행위일 것을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

더러, 가장행위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법개념적인 측

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해행위 및 일탈재산의 판단은 채

권자취소권제도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해야 하고, 실제거래에 있어서

45) 현승종, 채권총론, 일신사, 1982, 203면; 김주수, 239면.

46) 곽윤직, 148-149면; 김증한·김학동, 195-196면; 김형배·김규완·김명숙, 민법학강

의, 제13판, 신조사, 2014, 967면; 김준호, 채권법, 제5판, 법문사, 2014, 172면; 김

상용, 258면.

47) 곽윤직, 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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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론적으로 무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도 계약서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공시방법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은 이상, 무효 및 취소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외관을 제거하고 원

상으로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48) 곧 채권자로서는 통정허위

표시임을 전제로 그 무효를 주장하면서 무효에 대한 권리회복절차

를 방관하고 있는 채무자, 즉 표의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러한 통모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한

다.49)

III. 판례의 태도

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판례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협의 이

혼하고 책임재산을 통정허위표시로 처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50)

또한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통정한 허위

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므

로, 배당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

았다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51)

이는 통정허위표시와 채권자취소를 서로 별개로 파악하는 것

48) 이은영, 465-466면.

49) 오시영, 185면.

50)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51)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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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각 요건만 갖추면 채권자의 선택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는 취지로 파악된다. 실무적으로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

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듯이 청구원인을 구성하여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에서는 그

와 같은 표현을 문제 삼지 않고 사해행위로서의 요건을 심리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2)

그렇다면 통정허위표시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

는 경우에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가? 판례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가

원인없음을 이유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사해행위취소

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척기간의 적용을 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53)고 하였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통정허위표시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심원(명치 41. 6. 20. 民錄 14-759) 이래의 판

례이고, 따라서 일본의 실무에서는 주위적 청구로서 허위표시의 무

효를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고, 허위표

시가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형식을 취한다.54)

52) 고경우,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사해성과 사해행위의 유형별 고

찰”, 판례연구, 20집(2009.1), 부산판례연구회, 2009, 531면.

5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54) 이순동, 채권자취소권, 제2판, 육법사, 2012, 1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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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신탁55)에 관한 판례

판례는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판결에서, 채무자인 명의신탁자가 채무초과인 상황에서 소유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수탁자(수익자)에게 넘긴 기존 채권자 중 1인

(전득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는

수익자 및 전득자를 상대로 위 명의신탁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하

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56)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그가 선의든 악의든 주장할 수 없으나, 사

해행위취소에 따른 등기의 무효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악의인 전득

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범위의 차이가 있다.57)

즉 채권자는 명의신탁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수

익자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전득자에 대해서는 부

동산실명법에 근거해서는 전득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시킬 방법이

없게 된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채권자취소를 인정한다면 채권자는

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58)

55) 이은영, 464 에서는 “가장매매는 채무자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은닉해 두려는 행

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된다.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에

따른 쌍방의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그 밖에 내

부적으로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유보한 채 외부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만

갖추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기도 한다”라고 하여,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사해행위-명의신탁의 성격을 모두 가지게 된다고 서술하기도 하였다.

56)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69538 판결.

57) 최진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제3판, 진원사, 2014, 397면.

58) 강성국,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

의 아들 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한 후 채권자중의 한 명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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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검토

논리적으로는 아래 제4장에서 논의할 예정인 해제·해지된 법

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논의와 같이, 무효이거나 취소

된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부

터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무효, 취소된 법률행위에 대

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여부를 다루는 논의는 찾아보기 힘

들어 보이고59) 대부분 사해행위의 대상성 문제로만 취급하고 있

다.60)

하지만 이는 해제·해지된 법률행위와 무효인・취소된 법률행

위를 특별하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주로 무효이

거나 취소된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에 관한 논의는 무효 내지

는 취소사유가 있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외관(가령 통정허위

표시로 매매계약이나 가장대여금채권·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를 토대로 마쳐진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

등기)이 여전히 남아있어, 아직 책임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되지 않

고 남아있는 경우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61) 그러므로 예를 들

경우”, 대법원판례해설, 제49호, 법원도서관, 2004, 76면.

59) 오시영, 183면에서는 무효인 사해행위에 대하여 “구태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할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소의 이익문제

로 일견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후의 논의를 소송요건의 존부문제

로 논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60) 만약에 무효인 사해행위는 애초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한다면, 애초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61) 이후 제4장에서 서술하겠지만, 해제·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

이 아직 말소되어 회복되지 않은 경우라면 외관제거를 위하여 취소를 소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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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서 설정된 가장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된 경

우라면, 채권자취소로 회복시킬 재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

칙적으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

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효인 사해행위로 인한 재산의 일탈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

다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은 일단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인이 어떤 법률요건을 주장, 입증하

여 효력을 부인할 것인가는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가장행

위로서 당해 법률행위가 애초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밝혀질 소지가

있더라도 채권자취소의 요건을 갖춘 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

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62) 이미 취소된63) 법

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가 가능한지의 논의는, 이미 취소된 이후

라면 소급효로 인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법률행위로 존재하

는 이상,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사안과 달리 특별하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사해성이 있는 법률행위에 취소·무효사유(사기, 강박, 통정허

위, 강행규정위반 등)가 이미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각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다른 점을 감

안하고, 채권자의 실효적인 보호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선택권을 주

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가장양도로 인해 책임재산이 일

62) 이은영, 466면. 다만 이 견해는 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라고 확인한 판결이 내

려진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고 본다.

63) 여기서의 ‘취소는’ 채권자취소가 아닌 사기, 착오 등 민법상 일반적인 취소를

의미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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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하였는데, 선의의 전득자가 전전양수한 경우 채권자는 제3자 보호

규정 때문에 채권자대위권으로는 이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데, 전득자의 사해의사를 입증할 경우64) 양도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일종인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무효 혹은 취

소사유가 있어서 위 사유를 입증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시킬 수 있어 종국적으로 근저당권이 소멸될 운명이라고 할 수 있

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취소하기 위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위

무효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해행위의 요건을 판단하여 이를 취

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4)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선·악의와 사해성에 대한 인식은 인식의 대상이 서로 다

르기 때문에 선·악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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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근저당권설정행위의 해제·해지에 따라

소멸된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

제1절 소의 이익 존부의 문제인지 본안판단(사해행

위 여부)의 문제인지

1. 문제의 소재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채무자의 사해

적인 처분행위로 인하여 일탈하지 않도록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

가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산을 일탈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만 채권자

가 소송의 방법으로 취소시킬 수 있게 해주는 데에 있다. 그런데 취

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이미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된 경우

에, 특히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다음 해제·해지

로 소멸된 경우(그리고 이에 따라 말소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권리보호이익의 결

여로 보아 각하 주문으로 처리할 것인지, 소의 이익은 있으나 이미

해당 법률행위가 소멸한 이상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어 취소권이 부존재하므로 취소청구를 기각한다고 취급할 지가

우선 문제된다.

2. 학설과 판례의 태도

종전 학설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유효하게(통정허위표시는 예외로 하고) 존속할 것을 요건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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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놓고 있을 뿐, 만약 법률행위가 부존재하거나 효력이 없어질 경우

소송법상 기각 대상인지 각하 대상인지 등에 관하여는 자세한 논의

가 없었다.65)

그러다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에서 “채

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

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바라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

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

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권리보호

이익의 흠결로 소송이 부적법 각하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일단 본안

이 아닌 소송요건 단계에서 권리보호이익의 문제임을 명시적으로

정리하였다.

3. 검토

권리보호의 이익의 존부가 ‘이미 해제・해지되어 무효가 된 사

해행위를 굳이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

라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성 여부는 ‘해제・해지되어 무효인 사해

행위를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취소할 수는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우선 취소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에, 취

소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채권자취

65) 차문호, “계약의 해지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 가능 여부 등”, 대법원판례해설

제75호, 법원도서관, 2008, 84면.



- 27 -

소제도를 이용하여 취소시킬 수 없는 법률행위라면, 권리보호의 이

익 역시 긍정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제3장에서 무효인 법률행위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입증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것과 같은 귀결로, 해제・해
지된 법률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요건을 입증하여 취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일단 해제・해지된 근저당권설

정계약이라도 채권자취소가 가능함은 전제로, 이를 구태여 취소시킬

필요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정리하

고자 인정된 제도가 아니며,66) 채권자들의 종국적인 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67)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데

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아무런 실익

이 없으므로,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8)

곧 일탈된 재산을 되돌려놓는 것이 목적인 이상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되고 해당 재

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이미 책임재산이 회복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의 역할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해제·해지된 근저당권설정에 따라 소멸된 근저당권에 대한 사해

66) 차문호, 87-88면.

67) 최영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다수의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찰”,

부동산소송, 실무자료 4집, 유로, 2010, 608면.

68) 김미리,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과 대물변제의 사해성 판단”, 대법원판례해설,

제85호, 법원도서관, 2010,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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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취소를 논함에 있어서는, 우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선결적으로 살펴본 후에 본안판단에 나아가게 된다.

제2절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

는지 여부

I. 서설 - 최근 판결의 태도

이미 해제·해지된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소의 이익 단계에서 심사할 문제라고 전제한다면,

어느 경우에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부정해야 할 것인가? 위 2007다

85157판결에서는 사해행위가 이미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해제·해지된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

소송은 각하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취소하려는 사해행위가 이미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

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면, 채무자가 해제 또는 해지를 악용하여 채권자의 취소청구

를 무력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하여 최근 대법원 2013. 5.

9. 선고한 2011다75232 판결에서는, 비록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

이라도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후행 사해행위

의 인용여부 및 반환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해지된 근저당권설

정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보호

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제한적이지만 소의 이익이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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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능성을 설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판결들에서 설시된 법리들을 보다 상세하게 분

석해보며 해제·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소송의

권리보호이익 판단기준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II. 판례의 태도

1.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한 판결

(1) 사안의 개요

위 2007다85157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3. 5.

28. 채무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 매수를 위한 대금 용도로 10

억원을 차용해 주었다. 이후 채무자는 2004. 11. 3. 채무초과상태에

서 위 신축사업에 대하여 주택분양보증을 한 피고에게 부지 및 지

상에 신축 중인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신탁계약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

해행위인 신탁계약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신탁계

약 및 그에 따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소송 진행 도중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 소유

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수탁자를 피고로 하는 새로운 신탁

등기가 마쳐졌다.

(2) 대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판결은 이미 신탁계약이 해지되고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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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까지 마쳐진 이상 이에 대하여 채권자취소를 구할 권리보

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신탁해지에 관한 판결이

나, 그 취지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해제, 근저당권설정계약 후 그

피담보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 여

러 경우 뿐만 아니라69) 본 논문의 주안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

제․해지된 경우에도 같은 논의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위 판결은 결국 “① 사해행위가 해지·해제 되고 ② 이에 따라

일탈된 재산이 채무자에게로 복귀한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위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로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위 판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어느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시하지는 않았다.

사해행위가 해제․해지됨에 따라 채무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여전히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사해행위로 인

한 채권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정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취

소에 따라 수익자가 원상회복을 하게 되더라도 채무자는 수익자에

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어차피 부담하게 되는 이상, 채권자취소소송

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70)

69) 차문호, 83-84면.

70) 차문호, 87-88면. 다만 이 논문에서는 취소에 따라 채무자가 ‘손해배상채무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기술하는데,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아닌 손

해배상채무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발생하는지는 의문이다. 사해행위가 인정

된 이상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해

행위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채권자의 해할 의사를 가지고 사해행위를 한 것이

라면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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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한 판결71)

(1) 사안의 개요

소외1(채무자)은 원고(채권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2006. 5.

12. 1억 원, 2006. 10. 20. 1억 원 및 2006. 10. 20.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억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채무자는 2006. 10.경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는데, 그 무렵 자신

의 소유였던 서울시 도봉구 시가 3억여 원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구성하기는 힘들어보인다.

참고로 양창수·김형석, 204 에서는 취소의 효과에 대한 통설·판례인 상대적 무

효설에 따르게 되면, 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수익자 등) 사이에서는 그 재산은

수익자 등에 귀속되어야 하는데, 취소에 의해 채무자는 책임재산이 증가하였으

므로 손실을 입은 수익자나 전득자는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

사하여 이를 전보받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71)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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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의 장모인 피고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장모인 피고(수익자)에게 2006. 12.

29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09. 2. 26.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 해지되었고, 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리고 같

은 날인 2009. 2. 26. 채무자는 재차 피고에게 피담보채권 1억 원으

로 정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어 채무자는 2009. 3. 30. 피고와 2009. 2. 26. 체결한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처제

인 소외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소외2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9. 8.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2009. 3. 30.자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채권자취소소

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72)에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

권 1억 원을 포함하여 피담보채권 합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인 3억 원을 초과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2010. 10.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2006. 12. 29., 2009. 2. 26. 각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라”

고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73)을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쟁점

7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39407호 사건.

73) 원심 사건에서는 피고 외에 다른 수익자인 피고 두 명에 대한 사해취소 및 원

상회복청구도 있었으나, 본 논문의 쟁점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본 글에서는 상

고심의 피고(원심의 ‘피고3’)에 대한 부분만을 추려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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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쟁점은, 이 사건과 같이 후행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

소되는지 여부가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판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비록 이미 해지되어 소멸된 근저당권설정

계약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이하에서는 위 판결사안과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해할

목적으로 선행 근저당권설정을 한 이후에 후행 양도행위를 하는 사

례를 편의상 ‘2단의 사해행위’라고 칭하기로 한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2006. 12.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74)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2007다85157 판결을 인용하며,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6. 12.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09. 2. 26.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해지되고 같은 날 채무자에게 이

계약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은 그 소로써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곧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소외1)와

소외2 사이에서의 매매계약과는 무관하게 해지된 것이므로, 아래에

서 살펴볼 2009. 3.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과는 달리 권리보호의 이

익이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는 2007다85157판결에서 설시된 원칙

적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2009. 2.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75)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인 2009. 3. 30. 자신의

74) “사안의 개요” 도해에서의 ①근저당권설정계약.

75) “사안의 개요” 도해에서의 ②근저당권설정계약.



- 34 -

처제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같은 날 2009. 2.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설

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원고는 채무자와 소외 2 사이의 위 매매계약

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2009가

단39407호 사건.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채무자와 수익자(피고) 사이의 2009. 2. 26.자 근저당

권설정계약은 소외 2의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해지되었고, 위 근저당

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지 여부에 따라 위 관련 소송

에서 소외 2의 사해행위 여부 및 반환범위도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

로(특히 관련 소송 1심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3억 원을 초

과하는 근저당권(피고의 근저당권 포함)들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이

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

정계약의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이 사건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인

정된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상고심에서는 두 가지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2009. 2. 26.자 근

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권리보호이익만이 다

투어졌다(쟁점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제 하나만 남아 혼동의

우려가 없어진 이상 편의상 이하에서는 본 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

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대법원은 우선 앞서 원심이 설시한 2007다85157 판결과 함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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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기존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한 당해 부동산의 양도

등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76), 다만 그 후

행 처분행위 당시 존재하는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한 원인행위가 사

해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는 후행 양도행

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제대상인 피

담보채무 금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77)는 기존 판례 법리를 다

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의 연장선에서 볼 때,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한 경우에, 비록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지만 그것이 사

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후행 양도계약 당시 당해 부동산

의 잔존가치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

부 및 반환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때에는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결론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양도계약보다 나중에 해지된 경우뿐 아

니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76)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77)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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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와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

수되어 함께 처리되고 그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고 보았다.

결국 이 사건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

행위로서 취소되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 소송에서 소의 2의 사해행

위 여부 및 반환 범위도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권

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5) 위 판결의 의미

위 대법원 판결은 2007다85157판결에서 설시한 바 있는 ‘이미

사해행위가 해제·헤지되었지만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일례를 인정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2011다

75232판결의 사안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고 이를 원인으

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과 같은 날에 소외 2에게로의

양도(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상

애초에 채무자에게 재산이 완전히 복귀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어

앞서 언급한 ‘채무자로의 재산복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파악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2011다75232판결의 판단을 2007다85157판결

에서 설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안으로

볼 것인지, ‘채무자로의 재산복귀’가 없어 애초에 특별한 사정 여부

를 판단할 사안도 아닌지는 사실 실질적인 논의의 실익이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2011다75232판결 판결은 이미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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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소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의가 있

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와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선행 사해행위로 채무자가 책임재산의

가치를 한번 일탈시킨 후에 후속 사해행위를 통해서 책임재산을 확

정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채무자들에게 채권자취소제

도를 너무나 쉽게 우회하는 수단을 만들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일단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면, 이미 해지 혹은 해제된 법률행

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는 앞선 무효·취소된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와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마찬가지 논리로 해제와 사해행위취소는 각 제도의 목적

과 효과가 차이가 있으며, 이 사안과 같이 사해취소 판단을 위한 전

제문제가 되는 피담보채권액을 타당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사해행위

취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독자적인 사해취소의 필요성 역시

존재하므로 해제와 사해행위취소는 서로를 배타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III.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요소의

분석

1. 소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

앞에서 본 것처럼,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책임

재산의 회복이라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가 평가할 수 있거나, 별

도의 직접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는 권리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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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해

제·해지된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실익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을 짚어내

보도록 하겠다.

2.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여야 하는지

위 판결들의 판시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전제하였

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사안에서 부동산(신축건물 및 그 부지)

이 신탁재산으로서 문제되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자는 취

지에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라고 설시한 것이지, 채권자취소제

도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책임재산의 회복에 한정되는 제도는 아

닌 만큼 권리보호이익 법리의 적용도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의 경

우로 한정짓기 위해서 적시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해제된 경우와 해지

된 경우를 구별해야 하는지 여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제도인 해지와 소급적으로 대상 법률

행위를 소멸시키는 해제랑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으나, 채권자취소제도의 목적은 결국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상으로 되돌리려는 데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면, 사해행위가 장래

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해지로 종료되었어도, 결국 책임재산이

회복되는 결과는 마찬가지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 판단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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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와 해지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마찬가지 이유

로, 해제·해지의 원인도 민법 제544조, 546조 등의 법정해제인지 당

사자 간의 별개 약정에 근거한 해제·해지인지, 당사자끼리의 합의에

의한 해제·해지인지를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4. 사해행위가 소송계속 중에 해제·해지되어야 하

는지 여부

위 2007다85157판결은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것을 전제하였는데, 이 역시 해당 사안에서 1심 소송 진행

도중에 신탁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지, 소송계속 중

에 사해행위가 해제·해지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된 경우에만

권리보호이익이 부정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당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던 사해행위가 소송 도중

에 해제·해지되어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데, 취소의 소 제기 이

전에 이미 해제․해지되었다면 더더욱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하기

는 힘들 것이다.

최근 대법원 역시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

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권리보호의 이익

이 없어지는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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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적으로는 이미 사해행위가 해제․해지되어 책임재산

이 채무자에게 회복되었다면 애초에 해제·해지된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위 2011다75232 판결의

사안과 같은 사해근저당권설정 이후 그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

된 경우 등, 사해행위가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선행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가 후행 사해행위의 사해성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에

서는 이미 해제·해지된 사해행위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취소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5. 해제, 해지된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복귀

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이미 복귀해야

하는지 여부

설사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로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하더

라도 복귀를 구하는 책임재산이 아직 채무자에게 회복되지 않은 상

태라면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집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여전히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해 소송의 취소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

권자가 별개의 소송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판

례는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

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78)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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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

다”79)고 하여,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회

복이 마쳐져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80)

채권자취소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탈된 책임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되돌려놓아 일반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데에 있으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의 방법으로 인하여 달성하려

하였던 재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

할 실익이 없어진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사해행위가 해제·

해지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취소채권자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

들이 환원된 재산의 집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로 복귀되어야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봄이 타

당하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복귀’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는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일탈된

재산의 종류와 일탈된 방법(사해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야 할

것이다. 가령 일탈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사

해양도), 근저당권설정등기(사해근저당권설정), 신탁등기(사해신탁)

79)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80) 위 판결은 한 채권자가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

른 채권자들의 채권자취소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시기를 ‘회복시’로 파

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위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방법도 없으므로, 판례가 채택

한 회복시설이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최영은, 609-610면.



- 42 -

등의 말소등기가 마쳐져야, 비로소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완전히 회

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동산의 경우는 목적물이 사해행위로 타인에

게 양도되거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해제·해지 후에 통상 채무자

에게 다시 인도되었다면 재산이 복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담보등기의 대상이 되

는 재산인데 사해행위로 담보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면 해당 등기가

말소되어야 채무자로의 재산복귀에 해당할 것이다. 사해행위로 채권

이 양도된 이후에 채권양수도계약이 해제·해지되었다면, 채권의 복

귀는 민법 제452조에 따라 수익자가 사해양도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익자가 동의하여야 할 것이다.81)

6.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가 후행 양도계

약 이후여야 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위 판결은 “채무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

에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를 전제하였다. 일단 위

판결의 구체적인 사안이 양도계약 후(사실상은 동시에) 선순위 근저

8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판결에서는 민법 제452조는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 뿐만 아니라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

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어,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

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해제사실에 대하여 선의

인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수인의 동의

를 받거나(민법 제452조 제1항 유추) 양수인이 해제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같

은 조 제2항 유추)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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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설시하였다고

보이는데, 꼭 선행 사해행위가 후행 사해행위의 성립 이후에 해지되

어야 위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

(2) 사해행위의 기준시점

우선 전후 사해행위의 성립 및 해지 시점을 보다 명확하게 확

정하기 위해, 채권자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사해행위의 성립시점을

원인행위인 계약(근저당권설정계약, 매매계약)체결 당시로 볼 지 등

기(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시점으로 볼 지 부터 검토하

도록 하겠다.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그 종류나

성질은 문제되지 않으며 채권행위이든 물권행위이든 채권자취소권

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82) 다만 물권행위에 관하여는 채

권자의 피보전채권 성립 이전에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행하였고, 피

보전채권 발생 이후에 등기나 인도 등의 이행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도나 등기(물권행위)는 기존 채권행위

에 기한 이행행위이므로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어 채권자취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83) 이 판결 사안은 비록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성립 이후에 원인행위 및 등기가 모두 이루어진 사안이

어서(대부분의 채권자취소소송의 사안이 이와 같을 것이다) 위 법리

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겠으나, 등기행위는 결국 원인행위의 이행으

82) 민법주해 [IX] : 채권(2), 815면.

83) 민법주해 [IX] : 채권(2), 812면; 주석 민법 [총칙(3)], 234-235면; 대법원

1962.11.15. 선고 62다634 판결.



- 44 -

로서 이루어지므로 원인행위를 그대로 두고 별도로 등기행위만을

취소할 실익은 없어 보이며, 실무상으로도 통상 부동산에 대한 채권

자취소소송은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고, 원상회복

으로서 설정된 등기를 말소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

안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원인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사해행위의 시점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일단 사해행위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만약 후행 사

해양도 이전에 해지 및 말소되어 이미 채무자에게 책임재산이 복귀

되었다면, 후행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서, 이미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후행 양도행위

당시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산정될 것이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후행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시키면 족하지 굳이 선순위 근저

당권자였던 과거의 수익자에게 취소소송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3) 선행 근저당권설정의 해지・말소등기와 후행 양

도계약의 성립・이전등기의 순서가 서로 섞이는

경우

사해행위로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매

등 양도하는 과정에서 선행 근저당권이 해지로 소멸된 경우 다음과

같은 선후관계 경우의 수를 가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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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해지 근저당말소 양도계약 소유권이전

㉡ 근저당해지 양도계약 근저당말소 소유권이전
㉢ 근저당해지 양도계약 소유권이전 근저당말소

㉣ 양도계약 소유권이전 근저당해지 근저당말소

㉤ 양도계약 근저당해지 소유권이전 근저당말소

㉥ 양도계약 근저당해지 근저당말소 소유권이전

㉠의 경우는 후행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책임재산이 회복된

경우이므로 구태여 근저당설정계약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익이 없어

보인다. 반면 ㉡~㉥의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는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이상 후행 사해행위인 양도계약(원인행위)의 체결 당시에는 아

직 근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이 등기부상 말소되지 않고 잔존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에 따른다면 근저당권설정

계약의 사해행위 판단에 따라 후행 양도계약 당시 부동산 잔존가치

계산이 달라지는 지 등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의 이익을 판단해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양도계약(후

행 사해행위)과 근저당말소(선행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완

전한 복귀)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4) 선행 근저당권의 말소와 후행 양도의 이전등기

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다만 위 판결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어 함께 처리되고 그 원인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이는 선행 사해행위(근저당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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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후행 사해행

위(소유권이전)의 성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가 동

시에 처리된 경우에도 선행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의

미로 해석되는데, 이 의미를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근저당권의 해지와 양도계약 성립이 같은 날짜에 이루어져,

위 말소등기와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가 동일하고, 접수와 처리가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만약 갑구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번호보다

을구의 저당권말소등기의 접수번호가 선순위라면84) 엄격하게 법률

적으로는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미 사

해근저당권으로 침해되었던 책임재산이 완전히 복귀되었으며, 복귀

된 재산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비로소 완전히 일탈된 것이므

로, 이미 해제·해지된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은 권

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다.

위 판결은 ‘함께 처리’된 경우를 전제하기 때문에 선행 근저당

에 대한 말소등기와 후행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접수

가 시간차가 거의 없이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진 것과 같은 사안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날 안에서 시간간격이 떨어진 경우는

명확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접수번호는 행

정처리를 위하여 부여되는 번호인데, 접수번호의 선후는 동시에 등

기관에게 두 등기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신청서

를 위에 두는지, 혹은 등기관이 편의를 위해 기존 등기의 말소부터

84) 부동산등기법 제4조(권리의 순위)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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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 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을 택할 것인지 등의 일종의 우연적

이면서 부수적인 사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너무 법적으

로 이론을 강조하여 선행 사해행위로 인한 재산의 복귀(근저당말소

등기의 경료)와 후행 사해행위로 인한 재산의 일탈(소유권이전등기

의 경료)시점을 칼로 자르듯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위 (2)항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사해행위의 시점을 법

률행위로 인한 이전등기나 설정등기가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의 성

립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접수되어 함께 처리된’ 사안에서는 후

행 양도행위(매매계약, 증여계약 등)의 체결시점(후행 소유권이전등

기의 등기원인일)은 위 말소등기일보다 앞설 것이다. 그렇다면 후행

양도행위 당시에는 선행 사해근저당권으로 인한 등기가 여전히 잔

존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취

소시킬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

물론 극단적으로, 오전 일찍 선행 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된

후 그로 인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오후에 새로운

사해행위로서 양도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

례85)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사례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함께 처리’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록

등기부의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위 사정을 입증하

85)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에서도 선행 근저당권해지로 인한 말소등기, 후행 양도로

인한 이전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지고, 해지와 양도의 원인일자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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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에 성공한다면, 후행 양도계약 체결시점에는 이미 저당권설정등

기가 말소되었었기 때문에, 선행 사해근저당설정에 대한 취소는 권

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7. 선행 사해행위의 취소가 후행 사해행위의 사해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위 판결에서는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후행 양도계약 당시 당해 부동산의 잔존가치가 피

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그 결과 후행 양도계약

에 대한 사해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및 반환범위가 달라

지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지된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만약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거나

사기·강박 등으로 취소되었다면 처음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

가 되므로 원고는 후행 양도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매매계약 당

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였으므로, 적극재산 산정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86)

그런데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에

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부

존재를 관련 소송(후행 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마찬

가지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선행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사

86) 한경환,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대법원판례해설 제95호, 법원도서

관, 2013, 3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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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행위 여부의 판단이 관련 사건인 후행 양도행위에 대한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1) 선행 근저당권설정과 후행 양도행위의 사해성

판단은 관련이 없다는 견해 (무관련설)87)

통설과 판례의 채권자취소에 관한 상대적 무효설과 비소급

효88)를 엄격하게 관철한다면, 취소로 인한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것이고,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행위에는 영

향이 없다. 즉 채무자와 제3자간의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피

고 명의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설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따

라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사해성 여부 판단에서 적

극재산을 산정할 때에, 선행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음

을을 이유로 그 피담보채권액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을 수는 없다.

만약 관련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이미 소멸한 근저

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해

주기 시작한다면, 이는 다른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이 이용되는 것으로서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이라

는 본연의 취소소송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게 된다.

(2) 선행 근저당권설정의 사해여부에 따라 후행 양

87) 한경환, 323면. 다만 실제로 이러한 이하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기 보다는, 이론

적으로 이하의 두 견해를 취할 가능성 아래에서 분석해본 것으로 파악된다.

88)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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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행위의 사해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

해 (관련설)89)

만약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비소급효를 이유로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선행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할 수 없다면 자칫 심

히 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해의사를 가진 채무자

가 사해행위로 부동산 시가를 초과하는 피담보채무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다음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말

소해 버리는 사안에서, 엄격하게 무관련설을 취하면 후행 양도행위

는 대부분의 경우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사해행위취소제도를 형해화

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90)

또한 대법원은, 쟁점이 된 ‘담보권 설정 후 양도’의 사안은 아

니지만 ‘담보권 설정 후 담보권 설정’의 사안에 관하여, 선순위 담보

권의 설정이 별소 또는 동일 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후

순위 담보권설정행위의 사해성을 판단할 때, 사해행위로 인정된 선

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

다.91) 이 판례의 취지를 따라, 별소 또는 동일 소송에서 선행 담보

89) 한경환, 323-325면.

90) 설사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를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양도행위를 취소시킬 수 없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부

동산을 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시켜 집행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린다.

9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

하고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부동산의 양도나 그에 대한 새로운 담보권의 설정

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이 새로 설정된 담보권의 말소

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앞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

정되어 취소되고 그에 기한 등기가 말소되었거나 채권자가 선순위 담보권과 후

순위 담보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선순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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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후행 양도행위의 사해성 판단

에도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3) 검토

일단 구체적 타당성의 면에서 무관련설에 따르게 되면 이 장

에서 주로 문제된 ‘2단의 사해행위’를 통해 채권자취소제도를 잠탈

하는 안전한 방법을 채무자에게 제공하게 될 수 있어 심각하게 불

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92)

무관련설이 주장하는 다른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이 이용되는 것으로서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

이라는 본연의 취소소송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게 된다는 지적에 대

해서는,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취소하는 목적이 단순히 이를 취

소하는 것이 아니라 ‘㉠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취소 → ㉡ 후행

양도행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만큼의 재산이 일탈하였다고

보게 함 → ㉢ 궁극적으로 후행 양도행위를 취소시켜 책임재산 회

복’하려는 것인 만큼, 채권자취소제도를 전용 내지는 남용하는 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의 상대적 효력설 이론은 실체법적인 상대효와, 소송의

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92) 한경환, 328면; 2011다75232 판결의 항소심인 2010나8110 판결에서도 선행 근

저당설정계약이 취소되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 소송에서 소외2의 양도의 사해행

위 여부 및 반환범위가 달라진다고 설시하면서,“특히 위2009가단39407호 사건에

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인 3억원을 초과하는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다

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가 기각되었다” 는 점을 덧붙임으로써, 관련 소송에서 후

행 양도행위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 선행 근저당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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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된 자에 한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는 소송법적인 효과

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93)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상대적

이라는 점과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

생긴 취소 및 등기말소의 결과 그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94) 따라서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후행 양도행위의 사해성 판단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이 타당하다.

8.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

기가 요건인지 여부

위 2011다75232 판결의 “그 결과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사해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및 반환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때”

라는 문구에서, 후행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이 이미 계속 중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채권자취소소송의 짧은 제척기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후행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 역시 계속 중인 사례들이겠

지만, 선행 근저당권설정을 사해행위로 먼저 혹은 동시에 취소하지

않는 한 양도계약 취소소송에선 패소할 것이라 명백하게 예상되므

로, 반드시 후행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거나 또

는 이미 제기했을 것은 요건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93) 김창희,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대

한 효력을 중심으로”, 법조, 제679호, 법조협회, 2013, 66면.

94) 한경환, 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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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선행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목적

은 결국 후행 양도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일종의 선결문제로서 청구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후행 양도계약을 취소 청구할 것이 아니라

면, 이미 책임부동산의 소유권이 양도행위의 상대방(수익자)에게 넘

어가있는 만큼 이미 해지된 선행 사해근저당권설정을 취소하기만

하고 그만두는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령 선행 담보권설정에 대해서만 취소의 소를 제기해 놓고

후행 양도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행

양도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도과해버린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후행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데에 장애

가 있다면 이미 해지된 선행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하기 힘들어 보인다.

9.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선행 근저

당권설정의 사해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

는지 여부

이미 해지된 선행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 없이, 후

행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이를 생각해보는 이유는, 굳이 선행 근저당

권설정을 소송으로서 취소할 필요가 없다면, 자연스레 이미 해지된

선행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의 이익도 인정하

기 힘들다고 볼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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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 있는 2007다23081판결에서는 후순위 담보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앞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

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그에 기한 등기가 말소되었거나, 채권자가

선순위 담보권과 후순위 담보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말소

를 구하는 소송에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

는 경우에는 후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당해 부동

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

시하였다. 위 법리를 풀어보면, ① 후행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청구

이전에 이미 선행 사해행위가 소로써 취소되고 재산이 회복되거나,

② 최소한 선행․후행 사해행위가 같은 소송에서 다루어지고 선행

사해행위의 사해성이 인정된다면, 후행 사해행위의 사해성 판단에

이 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95).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소를 제기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이유

는 그 결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원으로 하여금 요

건구비여부 등을 판단하게 함과 동시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권자

취소행사사실을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96) 그런데 2011다

75232판결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단 선행 근저당권설정을 한 후에

후행 양도행위로 재산을 일탈시키는 경우에, 설사 아무리 선행 근저

95) 2007다23081판결의 사안은 선행․후행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이 같은 사건

으로 진행되었고, 1심에서 선행 담보권설정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이에 기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항소심에서는 그에 터잡아 취소된 선순위 담보권설정행위의 피담보채권액을 채

권자의 책임재산에서 공제하지 않고 후행 사해행위의 사해성을 판단한 사안이

므로, ①과 ②가 결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96) 민법주해 [IX] : 채권(2), 832-8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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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설정이 사해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하여도, 후행 양도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이를 독자적으로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채권자의 책임

재산에서 공제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선행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사

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

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선행 사해행위와 후행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에서의 당사자도 다른 이상, 후행 사해행위 취

소소송에서 (선행 사해행위가 소송으로 취소되지도 않았는데) 독자

적으로 선행 사해행위의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 선행 사

해행위의 수익자는 제대로 항변 해볼 기회도 가지지 못하게 된다97).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번거로울 수도 있는 일이지만, 법리

적으로는 해지된 선행 사해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혹은 별소로라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취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소송경제 등을 고려한다면 선행 및 후행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를

최초 소 제기 시에 병합하여 청구하거나 사후에라도 이송 등으로

통하여 병합하여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10. 소결론

결국 이미 해제・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

소송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가

97) 물론 후행 양도계약의 취소소송에서 선행 근저당권의 취소여부까지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고려한다면 어차피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판단의 효력이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의 근저당권자(수익자)에게 미치

지는 않겠으나, 가령 선행 근저당권설정에서의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 등 사해행

위취소청구를 기각시킬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주장하기는 절차상 곤란하고,

참가인으로 소송에 관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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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핵심적인 요소는 ① 사해행위(근저당권설정계약)가 해제・해지되
고, 이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어, 근저당권

이 설정되었던 부분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는지 여부(2

단의 사해행위 사례에서는, 엄밀하게는 후행 양도행위가 이미 이루

어져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등기부상으로는 채무자가 아닌 후행

양도행위의 수익자의 재산으로 회복된 것으로 표상되나, 후행 양도

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었음을 전제로 다

투어질 것이다), ② 2단의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위 근저당권설

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어야 비로소 근저당권이 설정

된 부동산이 처분된 후행양도의 사해행위 성부 및 범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해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미 해제되었으나 아직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계약을 취

소시키고 사해근저당권을 말소 시킬만한 이익이 있는 경우나, 2단의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제되고 말소

등기도 이루어졌지만 후행 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시키기 위하

여 그 전제로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취소

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3절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논의에 따라 해제・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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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한 권리보호의 이익을 긍정하게 되는 사례들이라면, 다른 채권

자취소권의 성립 및 행사요건(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등)에 특별한

흠결・장애사유가 없다면 위 설정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

인데, 그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긍

정된 유형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둘

을 구분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I. 책임재산이 회복되지 않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긍정된 경우

사해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제・해지되었으나 아직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일반적인 사해근저당권설정의 취소 문제와 별반 차이

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사해근저당권

을 설정한 후에 이를 해제・해지하였더라도, 아직 근저당권말소등기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소를 제

기하여 취소시키고,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

면 된다.

다만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

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

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

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점98) 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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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단의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1. 취소의 범위

다음으로 선행 근저당권설정 후 후행 양도행위를 한 이후, 선

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2단

의 사해행위 유형에서, 후행 양도행위의 사해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

제로서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

되는 경우를 다루고자 한다.

통상의 사례에서는 본안판단인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단계에서

사해행위의 성립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을 고려하여 취소의 범위

를 결정하게 되나, 2단의 사해행위 사안에서는 소송요건인 권리보호

의 이익 심리 단계에서 이를 끌어당겨서, ‘향후(또는 동시에) 제기한

양도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궁극적으로 채권을 보전할 수 있

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소송요건

에 관한 판단) 및 취소의 범위(본안의 인용범위에 관한 판단)를 한

번에 결정하게 되는 특이점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일단 권리보호의

98)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위 변경등기는 사해근저당권의 일

부말소이니, 결국은 원물반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김용관, “사해행위

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방법”, 대법원판례해설, 63호, 법원도서관, 2007,

119-123면에서는, 만약 예외적으로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 감축은 결국 독립등기에 의하는 수밖에 없고 결국 위 제3자에게 순위상

뒤처지게 되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 사안에서는 불가피하게 가액배상으로 해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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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인정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취소

의 범위 역시 일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 원상회복 방법과의 연관성

2단의 사해행위에서 또 다른 특유한 점은, 이미 선행 근저당

권이 말소된 이상, 재차 말소를 할 필요도 방법도 없으므로, 그에

대한 원상회복의 문제가 별도로 생기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후행 양도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문

제는 남게 된다. 궁극적으로 후행 양도계약의 취소로 인한 책임재산

을 회복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

의 이익을 인정하는 이상, 후행 양도계약의 취소에서 어떠한 원상회

복의 방법(원물반환인지 가액배상인지)을 택하는지에 따라서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의 이익 및 취소의

범위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① 결국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물

반환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게 되고, 다른 채

권자들이 회복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참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소송에서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 사해근저당권설정 전부를 취소할 권리보

호의 이익을 인정하고, 취소의 범위도 그에 맞추어 위 근저당설정을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반면,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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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근저당권설정보다 선순위의 (사해행위 아닌)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었으나 변제로 소멸된 경우, 후행 양도계약의 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을 명하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파악되지 않았던 부분까

지 회복시키게 되므로, 공평의 원칙 상 가액배상을 택하게 될 것인

데, 이러한 사안에서는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권리보호이익의 인

정범위 및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도 채권자의 후행 양도계약에 관한

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최소한의 한도에서만

인정함이 타당하다.99)

즉 일견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독자

적인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취소의 범위가 특별

히 문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행 양도계약의 취소의 범

위 및 원상회복방법이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소송의 권리보

호의 이익 및 취소범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셈이다.

3. 권리보호의 이익과 취소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

인 검토

앞서 다룬 대법원 2011다75232 판결의 사안은 선행 사해행위

인 근저당설정으로 인하여 관련 소송에서 후행 양도행위의 사해성

이 전면 부정된 경우이다. 그런데 선행 근저당설정으로 부동산의 담

99) 다만 현실적으로, 선행 근저당권설정 및 후행 양도계약의 각 취소소송이 병합

되어 진행되지 않는 한, 위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 및 취소의 범위를

세밀하게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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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치가 전부 잠식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채권자를 상정하지 않고,100) 채권액과

부동산 시가를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고 다음과 같이 여러 경우를

가정해 보았다.

(1) 선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양도된 부동산

의 가치를 초과한 경우

㉠의 경우는 2011다75232판결의 사안과 유사하게, 후행 양도

계약 당시 선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이미 초과한 경우다. 이 경우 관련설을 따르게 되면, 선행 근저당설

정이 사해행위로 판명이 나서 취소되어야 비로소 후행 양도계약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선행 근저당권을 전부 취소하는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의 사례에서 선행 근저

당 피담보채무액이 3억원이 줄어들어 후행 양도계약시 부동산의 잔

100) ‘다른 채권자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님을 우선 짚어 둔다. 다른 채권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하의 ㉡

㉢의 사례는 양도를 통하여 비로소 채무초과가 된다고 볼 수 있어 사해행위의

범위가 성립되는 범위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논의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는

바, 이미 채무자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처분한 것을 가정하기로 한다.

피보전채권
액

부동산
시가

선행 근저당
피담보채무액

후행
양도계약시
부동산
잔존가치

㉠ 2억 3억 4억 0

㉡ 2억 3억 2억 1억

㉢ 2억 3억 1억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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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가치가 2억이 남은 것으로 취급되면, 어쨌든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보전채권 전액을 일응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억 원의 범위에서 취소할 수

있고, 권리보호의 이익도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후행 양도계약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을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선행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된 이상, 선행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피담보채권액 4억 원 중 3억 원의 한도에서 일부만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

는 변경등기를 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후

행 양도계약을 취소하여 소유권을 채무자 앞으로 회복시킨다면, 아

무런 근저당권 없는 부동산을 환원시키는 결과가 되어, 위에서 근저

당권설정계약을 일부 취소한 것과는 충돌하게 된다.

크게 두 가지 해결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① 첫 방안은 사

해행위가 아닌 근저당권이 사후에 소멸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가액배상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다.

취소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만족받기 위하여 충분한 범위인

3억 원을 한도로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후

행 양도계약은 부동산의 가치인 3억 원에서 잔존한 1억 원의 근저

당권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2억 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되므로, 원고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액인 2억 원의 범위에서 위

양도계약 역시 취소시키고 2억 원의 가액배상을 받는 방식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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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될 것이다. ② 다른 방안은, 선행 근저당권설정이 어차피 사해행

위로 이루어진 이상, 굳이 후행 양도계약에서의 원상회복방법을 감

안하여 일부만 취소하는 것은 너무나 기교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에 따르면, 만일 선행 사해근저당권설정이 아예 없었을 경우(3억 원

의 부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하고, 취소채권자는 2억 원의 피보전채권

을 가지는 상황)였다면 취소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 위 양도

행위를 전부 취소시키고(목적물이 불가분이므로) 반환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실시할 것이었으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 및 후행 양도행위를 전부 취소시킬 수 있도록 허

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원물반환이 가액배상에 우선하는 원상회복의 방법임을 감안하

면 ②의 방법도 타당한 면이 있으나, 채권자취소의 범위는 책임재산

의 보전을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101) 및 이미 해제·해지된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는 결국

후행 양도계약을 취소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임을 감안하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

의 범위에서 취소시키고, 후행 양도계약에 관한 취소소송에서의 원

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처리하는 ①의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

된다.

(2) 선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양도된 부동산

의 가치에 미달한 경우

101) 민법주해 [Ⅸ] : 채권(2), 8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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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선행 근저당의 피담보채무액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부동산의 일반재산 잔존가치가 남아있으므로 후행 양도행위는

잔존가치인 1억 원을 일탈시킨 사해행위로는 평가받을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만약 선행 근저당설정이 사해행위로 판명난다면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 및 반환범위가 1억 원이 아닌

2억 원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선행 근저당설정을

취소시키고 후행 양도계약을 취소시켜야 비로소 자신의 피보전채권

액을 전액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역시 선행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소로 취소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위 (1)에서 살펴

본 것과 마찬가지로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억 원의 범위에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 경우는 후행 양도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에는 특별

히 의문점이 없으나, 선행 근저당의 존재가 후행 양도계약의 사해성

판단 및 반환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양도계약의 취소와 별도로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위 (1)에서 검

토한 바와 같이 가액배상으로 해결하는 이상, 취소채권자의 입장에

서는 후행 양도계약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부동산의 잔존

가치에서 가액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4절 2단의 사해행위를 둘러싼 채권자 및 수익자

들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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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선행 사해행위와 후행 사해행위 사이에 새로운

채권자들이 생긴 경우

1. 선행 사해행위로 책임재산의 담보가치 전부가

일탈된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부동산에 그 가액을 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 설정되고, 그 부동산을 역시 사해행위로 다

른 수익자에게 양도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말소한 사안에서, 선

행 근저당권설정과 후행 양도 사이의 기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새로

이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들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도록 한다. 만약

선행 근저당설정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시키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후행 양도행위 역시 취소시키고 등기를 채무자 앞으로

환원시켰다면, 새로운 채권자들 역시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효력을

받게 되는 제407조의 “채권자“에 해당되는 것일까?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① 사해행위 당시

에 이미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는 스스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던 자이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② 사해행위 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

자는 채권취득 당시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무자

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102) 판례 역시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

102) 조재건, “민법 제407조의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79호, 법원도서관, 2009, 162-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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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고 판단하고 있다.103)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의 배당 참가를 허용한

다면, 결국 취소채권자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히게 된다. 그

렇다고 해서 취소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취소목적물 전체 또

그 가액 전체에 대한 취소를 항시 허용하게 되면 거래의 안전을 심

각히 해칠 수가 있고, 이는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

이다. 그러므로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보유하게 된 자는 채권자취

소의 효력을 향유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04)

그런데 선행 근저당권설정 및 후행 양도행위 모두가 취소되고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사해근저당설정으로

인하여 취소된 것은 별도의 원상회복 과정이 없고(이미 해제·해지되

어 말소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사해양도의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만 이루어질 것이어서, 언뜻 양도행위 이전에 채권을 취

득한 자라면 취소의 효력을 모두 받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

지만 선행 근저당권설정 이후의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파악한 적이 없으므로, 설사 나중에 해지되

었고 사해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비록 후행 사해양도 전에

103) 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104) 이계정, “민법 제407조(채권자평등주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57집, 법원도서관, 2008, 4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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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양도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

회복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집행에 참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

다.

또한 위 채권자는 설사 해지, 말소된 선행 근저당권설정이 사

해행위로 취소되어도 후행 양도행위의 취소에 따른 책임재산 회복

의 효과를 어차피 받지 못할 것이므로, 해지된 선행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선행 사해행위로 책임재산의 담보가치 일부만

일탈된 경우

다만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선행 사해근저당설정에 불구

하고 담보가치가 잔존하였고, 잔존한 담보가치를 양도행위로 전부

일탈시킨 이후에 근저당권이 해지되고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안이라

면 결론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소유 시가 2억 원인 부동산에 사해행위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또 다른 제3자에

게 사해양도하였고, 사해근저당설정 전 1억 원의 채권자 A, 저당권

설정 후 1억 원의 채권자 B가 있다고 가정해보기로 한다.

앞서 서술한 논의의 결과를 적용하면, B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A는 후행 사해양도행위만 취소하여도 자신의 채권을 전액 만족 받

을 수 있으므로, 선행 근저당권설정의 취소에 따라 사해행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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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반환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 선행 근저당권설정을

취소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 B 역

시 선행 근저당권설정 이후에 잔존한 1억 원의 담보가치에 대해서

는 이를 책임재산으로 파악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만약에 B가 먼

저 위 잔존한 1억 원에 대하여 후행 양도행위에 대한 취소 및 가액

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아 수익자로부터 변제를 받았다면,105) 그러한

경우에도 A에게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이익이 없다고 보

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하다.

결국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이익충돌의 직접당사자는 채무자

가 아닌 취소채권자들과 수익자(또는 전득자)이고, 수익자(또는 전득

자)의 보호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소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

해야 한다.106)107) 애초에 B의 입장에서는 1억 원 만을 공동담보로

파악하였고, A는 위 부동산 가액인 2억 원 전부를 채무자의 책임재

산을 파악한 자이므로, B와 A 사이에서는 A의 보호가치가 더 높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A의 실질적인 책임재산

보전을 위하여, 선행 사해근저당권을 취소시켜, 후행 양도계약의 취

105) 앞서 각주 78)에서도 인용한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판시

중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함으로써 취소채권자

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사라지는 “중첩되는 범위 내”의 해석에 관하여, 가액배상

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나20626 판결에서는 “수익자가 어

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 다른 채권

자에 대하여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 내’ 라 함은 수익자가 실제로 ‘변

제한 금액의 한도 내’ 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설시하였다. 최영은,

610-611면.

106) 지원림, “사해행위에 기한 저당권설정과 원상회복”, 민사판례연구, 제30권, 박

영사, 2008, 127면.

107) 선행 사해근저당권설정의 수익자(근저당권자)도 기존 채권자일 수 있으므로,

무조건 보호가치가 없다고 단정하여 A, B가 전액만족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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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송에서 B가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가액배상

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해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II. 선행·후행 사해행위의 각 수익자와 취소채권자

간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선행 사해근저당설정으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전부 일탈된

후에 후행 양도행위로 채무자의 부동산이 양도되고, 근저당권설정등

기가 말소된 사안에서, 각 수익자와 취소채권자 간의 우열관계가 문

제될 수 있다. 우선 일반적으로 채권자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채권

자”의 범위에 수익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본 후에 구

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

약 및 양도계약이 모두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상회복으로써

채무자 명의로 복귀한 원물반환의 사안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

해 나가도록 하겠다.

2. 민법 제407조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의 범위에

수익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1)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방이 채권자 중의 1인이었

던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이 채권자 중의 1인이었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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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익자는 사해행위당시 이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유

로 민법 제407조의 적용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108)

판례는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 중 1인인 수익자에게 담보를 제

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

어 채권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그의 채권

이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거나 또는 사해행위가 취

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결과 본래의 채권자로서의 지

위를 회복하게 되므로 역시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그 취소 및 원

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면 수익자인 채권자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

다109)고 판단하였다.

(2)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이 단순한 수익자인 경우

상대적 효력설에 의하면, 사해행위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

나, 사해행위가 유상행위인 경우에는 취소판결에 의하여 재산을 반

환하게 된 경우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

108) 민법주해 [IX] : 채권(2), 854면; 손흥수,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 법학

평론 제4권,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3, 82-83면; 조재건, 164-165

면; 양형우,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홍익

법학, 제10권 제2호,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355-356면.

109)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9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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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전제로, 기존채권자가 아

닌 수익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담보책임청구권에 기하여 취

소채권자가 개시한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

제된다.110) 그러한 채권자는 채권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

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않은 자이므로,

굳이 민법 제4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어서 이를 부

정하는 입장이 통설적인 견해이다.111)

3. 검토

결국 사해행위를 기준으로 이미 기존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만 후행 사해양도의 상대방인 양수인(편의상 이하에서 ‘후수익자’라

한다)은 선행 사해근저당설정의 상대방인 근저당권자(편의상 이하에

서 ‘선수익자’라 한다)의 사해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을 가져야

비로소 자신의 채권을 이후 취소채권자들의 집행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해행위 이후에 채

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효과를 받는 채권자에 해당되

지 않고, 후행 양도행위로 인한 책임재산의 회복은 결국 선행 근저

당권설정의 취소로 인한 책임재산의 회복을 전제로 하므로, 후수익

110) 손흥수, 83-84면.

111) 민법주해 [IX] : 채권(2), 854면;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3, 150면;

조재건, 166면; 하현국, “채권자취소로 인한 가액배상과 취소채권자의 우선변제”,

민사재판의 제문제, 19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83면, 양형우, 356-357면, 정

승규, “사해행위 취소와 채권자평등주의”, 민형사실무연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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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역시 자신의 사해행위가 아닌 선행 사해행위 이전부터의 채권자

여야 선행 사해행위에서 잠탈된 담보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결론

에 이르게 된다.

다만 판례는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

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 담보권은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의 효력

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로 취급되므로 그 취

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

을 받아야지,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하므로,112) 수익

자들은 일반 배당요구채권자의 자격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이라고 보아야 한다.

III. 각 수익자들의 고유채권자 및 취소채권자 사

이의 우열관계

1. 문제의 소재

역시 선행 사해근저당설정으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전부 일

탈된 후에 후행 양도행위로 채무자의 부동산이 양도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안에서 선행 사해행위(근저당권설정)의 근저당

권자(선수익자)에 대한 고유채권자, 후행 사해행위(양도)의 양수인

(후수익자)에 대한 고유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이들 간의 관계 및

이들과 취소채권자 서로간의 우열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

11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27 판결, 이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례는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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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다.

2.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와의 관계에

관한 일반론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되

면 그 사해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될 배당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

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던 모든 채권자에게 추가배당 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법 제407조에서 규정한 채권자평등주의이나, 상대적 무효설

에 따르게 되면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권자랑 수익자 사이에서 상

대적으로 사해행위를 무효화함에 그치므로,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문제에서는 이 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합

적으로 해석해 내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가압류·압류 등 집행조

치를 취한 경우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일탈재산에 대해 새로운 법률행위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면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113)의 적용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지만, 압류·가압류를 한 고유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에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114)

113)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

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4) 조용현,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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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① 채권자취소의 효과에 관한 책임설을 토대

로, 사해양도가 취소되어 책임법적으로 무효가 되면, 반사적으로 수

익자의 고유채권자는 취소채권자보다 후순위에 놓이기 때문에, 취소

채권자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한다는 반사적 효력설,115)

② 이는 집행법적 원리를 도입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서, 취소채

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집행 착수 선후를 따져서 우열을 판

단하는 집행법 원리 적용설,116) ③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상대

적이라면,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권리의 상충 시 반

드시 취소채권자에게 절대적인 우위를 인정할 이유가 없고, 민법 제

40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117)

④ 취소채권자에게 사실상 물권적 효력을 인정하고, 취소채권자에게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하여 가압류한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보

다 우선순위를 확보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118) 등이 대립한다.

판례는 상대적 무효설을 전제로 하여,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로서 이미 가지고 있

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

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

부”, 대법원판례해설 제79호, 법원도서관, 2009, 148-149면; 추신영, “사해행위취

소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동아법학, 제

52호, 동아대학교 출판부, 2011, 545면.

115) 유병현,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3,

239-243면.

116) 오영준,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사법논집, 제32집, 법원도서관,

2001, 174-176면.

117) 이우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급”,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II, 법원도서관, 2009, 462-467면.

118) 추신영, 5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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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19)

판례는 상대적 효력을 ‘순수하게’ 적용함으로써 수익자의 고유

채권자에게는 채권자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므로, 결국 먼저

가압류한 고유채권자가 우선하는 결과가 된다.120) 이는 수익자의 고

유채권자의 신뢰를 염두에 두어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데, 과연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취소

채권자 측의 신뢰보다 더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는가? 특히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신청한 가장채권

자일 경우 취소채권자를 보호를 받기 힘들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121) 다만 사해행위 과정에서 수익자도 출연을 하

여 책임재산이 감소한 경우라면,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반드시 의

외의 이득을 얻는다고는 보기 힘들 수 있다.122) 또한 사해행위를 취

소하더라도 이미 경료된 가압류 내지 압류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고, 가압류(압류)의 부담을 안는 채권자취소의

효과가 발생할 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123)

결국에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해행위로 일한 재산일탈의 형

태, 수익자의 지위(기존 채권자인지 아닌지), 고유채권자들의 채권의

성립시기 및 집행시기, 그리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의 심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119)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120) 조용현, 155면.

121) 추신영, 561면.

122) 조용현, 158면. 특히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취소채권자는 가액배상 판결에

기하여 수익자의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의 고유채

권자는 의외로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

123) 이계정, 5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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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평과 이해를 조절해야 함이 타당한데, 너무 개별 사안의 양상

에 결론을 유보하여 둔다면 법적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

러므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자면, 현실적으로는 취소채권자와 수익

자의 고유채권자의 집행 착수 선후를 따져서 우열을 판단하는 것을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하여 예외

적으로는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집행 당시에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을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를 우선에 두는 방안으로 해결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집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들이 사전에 가압류·압류 등의 집행조치

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가압류·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었던 단순한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결

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에게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

는다고 한다면, 집행의 목적물은 그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익자의 소

유이므로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

르게 된다. 그런데 만약 위 2008다7109 판결의 결론을 확장하여 상

대적 효력설을 계속 밀고 나가서, 집행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게는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고 해석한다면, 취소채권자가 많은 노력을 들여 취소소송에서 승소

하고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재산을 집행하려 하는데도, 수익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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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권자가 집행종료 시까지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124) 사해행위취소제도는 수익자 관여 하에 일탈된

책임재산의 회복을 꾀하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특성 상 수익자

및 수익자의 채권자의 희생은 불가피하다.125) 따라서 아무런 집행조

치도 하지 않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까지 보호해주는 것은 궁극적

으로 공평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도모해야 하는 채권자취소제도의

해석 상 형평에 과하게 어긋난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 (아무런 집행조치를 취하지 않은) 수익자

의 고유채권자를 후순위에 둔다면, 만일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배

당하고 남은 잉여가 있는 사안에서는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도 배당

요구를 한 경우 그 잉여금을 배당재단으로 하여 수익자에 대한 채

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하여는 수익자

에 대한 채권자들은 수익자에 대한 잉여금교부청구권을 집행목적으

로 삼아야 하고, 따라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절차가 아닌 금전채권

에 대한 집행절차를 통하여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견해와, 상대적

무효설을 취하는 한 사해행위는 전소유자들의 채권자들을 위한 공

동담보가 되는 범위에서만 무효가 될 뿐이고, 따라서 전소유자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수익자의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전사유자들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

여금은 수익자의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립되

어 있다.126) 다만 현재 통상의 실무와 같이 소유명의가 채무자 앞으

124) 김창희, 73-74면.

125) 이계정, 502면.

126)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법원행정처, 2014, 5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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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회복된 상태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수익자가 아닌 채무자 앞

으로 잉여금을 배당한다면 실무에서는 두 견해 모두 통용되기 어려

운 난점이 있다.127)

3. 검토

결국 각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들 및 취소채권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집행조치의 여부 및 착수시기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런

데 문제된 사안은 선수익자의 고유채권자와 후수익자의 고유채권자

가 모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우열관계 역시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선행 사해근저당권설정에 따라 선수익자에 대한 고

유채권자도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후행 양도행위에 따라 등

기명의가 후수익자에게 이전된 후에 후수익자의 고유채권자도 당해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고 가정해 보기로 한다.

채권성립이 사해행위 전후인지를 따지는 것은 채무자의 채권

자들 사이에서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누가 어디까지 예상하였는가의

문제이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와의 우열, 혹은 여기와 같이 여러 수

익자의 고유채권자 간의 우열을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될 수는 없으

므로, 단순히 후행 양도행위의 사해취소여부가 선행 사해저당권설정

의 취소에 달려 있다고 해서 선수익자에 대한 고유채권자를 후수익

127) 손흥수,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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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고유채권자보다 우선시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집행조치

의 여부 및 집행착수시기를 기준삼아 우열을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사안과 같이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나중에 해제·해지된 경

우, ①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버렸다면128) 선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는 집행조치를 한 것이 소멸해버리게 되므로,

후수익자의 고유채권자는 물론 취소채권자들에게도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인 충돌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② 문제

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경우의 처리이다. 선수익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부기등기로 가압류사실이 기입된 수익자의 고

유채권자는 등기의 말소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할 것이

고,129) 해지로 인한 사해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

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보게 되면 결국 근저당권설정등기

는 말소되지 않고 잔존해 있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후행 양

도계약은 그 자체로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일탈시킨 것이 아니어

서 사해행위로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 귀결로 양수인의 재산

에 대하여 집행을 한 양수인의 고유채권자들은 수익자의 고유채권

자가 아닌, 그저 사해행위로 이미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이라 할 것이어서, 근저당권부채권의 가압

류권자가 결국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실제로 선

128) 가령 채무자가 사해근저당권의 설정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 관계까지 해제로

소멸시킨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

유이므로(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참조), 이 경우라면 가압류권

자가 말소에 승낙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29)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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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고유채권자와 후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간에 충돌이 일어나

는 사례는 상정하기 쉽지 않다 할 것이다.

제5절 관련 문제

1. 선행 근저당설정의 수익자에게 재차 목적부동

산을 양도한 경우(혼동에 의한 근저당권의 소

멸)130)

앞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수익자 외의 제3자에게 근저당

권을 양도한 경우를 가정하였는데, 선행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재

차 후행 사해행위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앞에서 본 사안은 선행 사해행위 자체가 해제·해지되었기 때문에 이

를 굳이 재차 취소시킬 수 있을지의 문제였다면, 이 사례는 혼동으

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됨

으로써(민법 제191조 제1항 본문)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로서 논

의의 평면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판례는 채무자가 동생인 수익자에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

당권을 설정해주고, 뒤이어 같은 수익자에게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어 결국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혼동을 원인

으로 말소된 사안에서, 채권자들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

130) 엄밀히 본절은 “변제, 혼동으로 소멸된 근저당권과 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별

도의 장에서 논의함이 적절할 수 있으나, 본 장에서 주로 논의가 된 “2단의 사

해행위 후 선행 담보권의 소멸”의 사안에 한정하여 검토할 것이어서, 해제·해제

로 소멸된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의 하위 항목으로 서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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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소 및 수익자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

여 제1심에서 승소한 뒤, 제2심에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

복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그 추가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131)

이는 채권자가 소유권이전행위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계약

의 취소 역시 구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

고, 취소의 상대효와 관련하여 조금 문제는 있으나, 소유권이전행위

가 취소되면 혼동으로 말소되었던 근저당권도 부활하기 때문인 것

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132) 그러나 현행법상 근저당권 부활절차

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하지는 않으며, 설사 저당권을

부활시킨다 하더라도 상대적 효력설을 취한다면 결국 말소와 마찬

가지로 회복도 상대적 회복만 된다고 할 것이므로(채무자와 사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피담보채무가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새겨야

상대적 무효설에 부합한다), 이 경우 회복등기방법도 말소등기와 마

찬가지로 채무자를 대위할 수밖에 없는 난점이 있다.133)

따라서 혼동의 결과 근저당권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

단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하

되, 설사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근

저당권이 부활하는 것으로 구성할 것은 아니고, 앞서 본 해제·해지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에서와 같이 후행 양도계약에 대

131)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132) 이순동, 150면;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386 판결 참조.

133) 송흥섭,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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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소소송에서, 후행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위 혼동으로 소멸된)

근저당권으로 인한 담보가치 역시 일탈되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하여 취소채권자가 결국 후행 양도계약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채권

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선행 사해근저당권이 말

소된 경우

선행 사해근저당권이 후행 사해양도 이후에 해제·해지가 아니

라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말소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지 역시 문제

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판례는 기존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

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은 당초

의 공동담보 이상을 회복시키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

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나,134) 위 판례들은 기존

의 저당권이 사해행위가 아닌 전제에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

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근저당권설정행위 자체가 사해행위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사

해 근저당설정의 피담보채무 부분까지 공동담보로 파악했던 이상,

선행 근저당권 소멸의 원인이 변제인지 해제·해지인지는 구별할 필

요가 없이 (후행 양도행위를 통해 양도행위 전부를 취소시키기 위한

134)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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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에서)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취소청구를 허용할 권리보호의 이익

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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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담보권실행으로 말소된 근저당권에 대

한 채권자취소소송

제1절 서론

앞에서 본 사례는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기 전

에 해지로 말소된 사안이지만, 만일 사해근저당권이 실행되고 당해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남아있어 결국에는 말소가 된

다면 그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지 문제된다.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등으로 효력을 잃은 경우

는 아니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목적인 근저당권이 소멸한 사안이라

고 할 수 있다.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회복할 수 있으나, 사해행위취

소가 아니라 경매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하여 말

소된 경우라면 사해저당권자가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은 남아 있으므로, 저당권은 말소되었지만 그 설정계약을 취소하여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을 가능성을 소멸시켜야 하지 않는가의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근저당권이 매각절차에서 말소된 경우 사해

행위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의 이익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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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로 인하여 말소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 재산은 원상회복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

은 회복된 결과가 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이익을 긍정하고 있다

고 평가된다.135) 그 근거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을 받게 하는 것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근

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136)

사해행위로 인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

차가 진행되어, 결국 매각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것은 사해행위

의 목적이 된 재산이 원상회복이 되는 과정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

려 이는 사해근저당권설정에 따른 재산의 처분을 현실화하는 과정

으로서, 채무자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이 아니라, 배

당금 등으로 전환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일탈하게 된다면 더욱

더 추급하기가 곤란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지극

히 형식논리에 치우친 부당한 결론이라 할 수 있으므로, 취소를 허

용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일본 대심원(대정 7. 10. 29. 판결, 民錄 24-2079)은 사

해행위로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그 저당권자

135) 한경환, 315면.

13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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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우선적인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법 제424조(우리

민법 제406조에 해당)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되고, 저당권자에게 위

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는 당해 저당권의

설정을 취소하여 이것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의

설정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채권자는 그 저당권설정에 관하여 사해

행위취소권을 잃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소의 이

익을 긍정하고 있다.137)

제3절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

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I. 서론

사해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는 단순히 사해양도처

럼 등기의 경료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 따라서 환가

및 배당절차 등이 진행된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일단 취소가 된다면, 이미 근저당권은 말소된 상태에서 원

상회복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된다. 우리의 민법 규정은 구체적인 원

상회복의 방법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하에서

는 확립된 판례에 따른 구체적인 원상회복의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

137) 최상열, “가.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그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

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아직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제29호, 법원도

서관, 1997, 49-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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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I. 판례의 태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

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

할 것인 바, ①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

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② 배

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③ 채권자가 배

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

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138)고 설시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을 가액배상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 후, 경매절차의 진

행단계 별로 구체적인 원상회복의 청구 방식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구체적인 경매의 진행단계에 따른 처리

1.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

해간 경우

138)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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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판례는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

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

한 금원 중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139) 이는 배당금이 지급되어 수익자

의 재산과 혼합되어 특정성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가액배상의 방법

에 의하여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140)

이에 따라 적법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사해행위취소

의 요건을 갖춘 일반채권자는 모두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고, 자신

의 채권 전액의 범위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취소채권

자는 해당 가액배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셈이다.141)

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거쳐 배당이 된 이상 배당요구를 적

법하게 한 채권자로 보호대상인 채권자가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

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배당금이 지급된 상황에서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배당금은 배당절차에

서 이탈하였으므로, 어차피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채권자들에게 순위

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채권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고 하여 부당하다고는 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으나,142) 수익자에게

139)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140) 이인규, 241면.

141) 서정원,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

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처리 문제”, 민사판례연구, 제34권, 박영사,

2012, 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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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되었던 배당금도 적법한 배당요구채권자들 사이에서 분배되어

야 책임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

는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도 남는 것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수익자에게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143)

2.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지급금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현실적으로 배당

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이 내려져 집행법원

이 배당액을 수익자(사해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집

행법원은 배당액에 대하여 공탁절차를 취하고, 이 때 배당금지급채

권은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변경된다. 그리고 판례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배당금지급채권(공탁금출급청구권)

의 양도와 제3채무자(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도록

판시하고 있다.144)

그리고 판례는 구체적인 만족방법에 대해서는 공탁된 배당금

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는 아직 확정적으로 종료

하지 않았고,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취소채권자의 사해

142) 서정원, 301면.

143) 임기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의 배당이의의

소”, 민사판례연구, 제28권, 박영사, 2006, 765면.

144) 서정원, 3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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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

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

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

법하게 배당요구 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 함이 상당하

고, 설사 취소채권자가 그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을 받았어도 그 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

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취소채권자가 우선 수령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145)

추가배당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실시되었던 종전 배당절차의

계속이나, 다만 추가배당 하여야 할 금액만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

절차이다.146) 배당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가처분의 해소라

는 조건 하에서 공탁이 이루어졌으며, 기왕의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

서 추가배당을 실시함으로써 배당요구채권자들 공동의 책임재산으

로 회복되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배당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147) 다만 취소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던 채권

자인 경우에는, 배당요구채권자들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

는데도 추가배당을 받는 한편, 취소채권자 자신은 오히려 추가배당

후 집행할 잉여금이 없을 경우에는 만족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수

익자가 배당금을 출급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액배상을 구하지 않

145)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146) 이지현, “사해근저당권의 취소와 추가배당”, 재판과 판례, 19집(2010. 12.), 대

구판례연구회, 2010, 194면.

147) 서정원, 313면; 이지현, 195-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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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더 신속히 지급금지가처분을 집행한 것이 오히려 손해로 작용하

는 결과여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148)

3.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이 경우 판례는 위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원상회

복의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

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149)고 판시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제도는 민법 제407조에서도 드러나듯 모든 채권

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배당이의제도는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의 특정한 채권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서 서로 차이가 있으나,150) 그러나 가액배상의 경우 실질적으로 취

소채권자가 이를 직접 수령하게 되어 우선변제를 받게 되므로 모든

채권자를 위한다는 규정이 큰 의미가 없고 결국 취소채권자의 개인

의 채권 만족을 목적으로 하게 되므로, 배당이의를 통한 원상회복을

불허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151)152)

148) 서정원, 313면.

149)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150) 임기환, 735면.

151) 임기환, 753면.

152) 물론 가액반환으로 인한 취소채권자의 우선적 만족에 대한 유력한 비판적 견

해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이계정, 477-490면에서는 가액배상의 취소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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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판례는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고, 이와 같은 이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

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고 하고 있다.153) 결국 다른 채권자가 고려되지 않는 결과, 다른 배

당요구채권자들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관계가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

는 것이 다소 번거로움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것은 배당이의의 소

의 법적 성질에 따른 결과로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배당이

의 특유의 문제점은 아니다.154)

결과적으로 상계를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대법원의 태도(이른바 상계설)에 대

하여 원물반환과의 균형이 맞지 않으며, 채권자취소권의 취지인 책임재산의 회

복을 넘어 채권자의 직접 만족까지 보장하고,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 조차도

사적 집행으로 인한 만족을 얻게 되는 등 제407조의 채권자평등주의에 정면으

로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5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154) 서정원, 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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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완전히 유효한 계약까지도 취소시킬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해주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용에 있어서는 법률관

계의 취소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조문

이 현행 민법에는 2개밖에 없어서, 해석의 여백 또한 많이 남겨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법리적으로는 아주 복잡하고 기

교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대적 무효설과 같은 이론도, 채권자취소

권이 가지는 ‘강력함’을 통제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익조정을 보

다 타당성 있게 도모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너무 뒤흔들지 않는

방안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법리들은, 법률 규정이 부족한 만큼 판

례를 통하여 집적된 사건들의 해결방안이 거꾸로 법리를 정립하게

된 예가 많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판례이론은 그 이론의

배경과 바탕이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유리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를 경시한 무분별한 확대적용은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본 논문이 다루는 소멸된 근저당권과 채권자취소소송의 관계

에서의 핵심 논제는, 결국 채권자취소권은 일종의 예외적인 제도로

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미 소멸되어 종료된 법률관계에

까지 이러한 강력한 제도를 통하여 채권자가 사적 자치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이다. 위 질문을 해결하고 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설득력 있는 논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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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법률행위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거

나, 이미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소채권자는 별도로

사해행위의 요건을 주장・입증하여 위 근저당권설정의 취소를 구하

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저당권말소등기까지 책임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되었다면, 구태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권리보

호의 이익은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이미 사해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해제
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이른바 ‘2단의 사해행위’로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일탈시키는 경우, 만약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게 된다면, 채권자는 선행 근저당권설정계약도, 후행 양

도계약도 모두 취소할 수 없게 되는 심히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

다. 채권자취소제도를 무단히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와 같은 사례에서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허용해주어야 한다. 다만 권리보호의 이익이 허용되는 범위, 취소가

인정되는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후행 양도계

약에 대한 취소소송과의 관계를 적절히 참작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사해행위로 설정된 사해행위로 인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말소되는 것은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해근저당권설정에 따른

재산의 처분을 현실화하는 과정으로서, 채무자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이 아니라, 배당금 등으로 전환되어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일탈하게 된다면 더욱 더 추급하기가 곤란해지게 되므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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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허용할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상회복의 방법은 구체적인 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라서 달리 판단

해야 한다.

채권자취소소송 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책임재산을 일탈하는

방법 및 과정도 더욱 더 복잡, 미묘해지는 현실이다. 하지만 결국

구체적인 사건을 보면서도, 책임재산이 지니는 재산적 가치를 누가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이해관계인들(‘당사자’라는 표

현은 자칫 소송당사자로 좁게 이해될 수 있어 이해관계인이란 표현

을 쓰겠다) 각자의 권리, 신뢰, 기대를 적정하게 평가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가는 채권자취소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위와 같은 판단기준 내지 준칙은 채권자

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의 이익, 사해성 판단, 취소의 범위, 원상회복의

방법, 배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적용되며, 궁극적으로

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한계’를 합당하게 경계 짓고 공평하고 합

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작용하므로, 구체적인 사

건을 놓고서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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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audulent Transactions

Surrounding Removal of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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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voidance of a fraudulent transaction is a primary

action of relief given to the creditor, to allow him or her to

avoid a transaction incurred by the debtor which harms or

aggravates his or her insolvency, ultimately granting the creditor

the right to fulfill his or her claims. This right of avoidance is

indeed a powerful remedy, as it gives the permission to avoid a

fully valid contract, in so far as it harms the creditor.

Accordingly it has to be permissible only in exceptional situations

when the restriction of the debtor's right of disposition can be

justified, and as far as it complies with preconditions and rules

set by the civil law.

In cases when the creditor seeks to avoid a mortgage

contract that has already been invalidated or cancelled, should we

grant him or her to file a civil action to avoid a contract which

has lost its validity? In ordinary circumstances, if the transaction

which disposed the property of the debtor were invalidated or



cancelled and the property itself is restored to the debtor, it

would be difficult to approve the interest of a legal action

against that fraudulent transfer, since the purpose of the

avoidance through legal action should be already achieved.

However, in an exceptional case when the debtor initially

sets a fraudulent mortgage on a realty, transfers its ownership to

another person with fraudulent intentions, then cancels the

mortgage contract and removes the mortgage from the property,

if the avoidance of the mortgage contract is not allowed, the

creditor will be incapable of restoring the deviated value which

had been secured by the mortgage, since the transfer of

ownership itself may not by itself fall into the definition of a

fraudulent transaction(the property value was directly disposed by

the mortgage, not through the transfer of ownership). Thus in

these 'dual fraudulent transaction' cases, the creditor should be

granted interest of legal action to avoid the mortgage contract, as

a prerequisite to successively avoid the transfer of ownership

contract. In addition, upon deciding the scope of avoidance and

means of restitution, the method of restoration settled in the

action regarding the avoidance of the succeeding transfer of

ownership will have an influence over the action related to the

avoidance of the preceding mortgage contract.

On the other hand, if a real estate goes into foreclosure by

a fraudulently set mortgage, and the mortgage becomes removed

through the process of foreclosure, it cannot be deemed as a

restoration of the debtor's property, as the fraudulent mortgagor

will collect his or her claims from the foreclosure funds, prior to



other creditors. Therefore even though the mortgage itself is

removed from the realty, the other creditors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avoid the mortgage contract and restitute the value

which had been secured by that fraudulent mortgage. Specific

manners of restoration will differ, depending on the current

phase of the foreclosure proceedings.

To conclude, a fair resolution surrounding complex

fraudulent transaction cases could be attained solely by

thoroughly examining the benefits, faiths, expectations of each

associated parties(creditors, debtor, transferees) and applying the

principle drawn through that assessment over the entire

procedure of the avoidanc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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