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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피해당사자(손해배상채권자)는 자신이 입

은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를 갖지만, 피해당사자가 지배·통제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통하여 손해를 경감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면 피해당사자로 하여금 손해 경감 또는 확대 방지 조치

를 취하도록 법이 유도하는 것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이익상황을 영미법에서는 ‘채

권자의 손해경감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부당해고, 물품매매, 신

체침해 등 각종 사안에 관하여 수많은 판례들을 축적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1) 손해경감의무, 2) 이미 경감된 손해의 회복불가능, 3) 합리적

으로 지출된 비용의 회복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내용으로 하는‘손해경

감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영미법에서 유래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미법 이외의 법제들에서도 손해경감이 문제되는 이익상황들에 

대하여 각자의 법체계 하에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해왔을 것

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교법적으로, 손해경감의무 인정에 가장 소극적인 프랑스는, 손해경

감의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파기원(Cour de Cassation)에서도 불

법행위의 피해자의 손해경감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였지만, 항소법원

들에서 손해경감이 문제되는 이익상황들을 인과관계 또는 손해의 직접성

을 부정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원용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공동과실(Mitverschulden)에 관한 민법 제254

조에 ‘피해자가 손해를 회피·경감하지 못한 경우’를 명문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판례상으로도 손해경감의무 위반의 경우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계약법원칙에서는 손해경감의 원칙 및 대체거래에 관

한 명문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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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특정이행구제책(Specific Remedies)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

다.

  우리 민법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

고 있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손해의 확대에만 기여한 경우’

를 제396조의 과실상계 사유로 포함시켜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인과관계의 문제 또는 통상손해·특별손해의 문제로 보아 해결하

는 판례들도 상당수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기에 관한 판례들을 

비롯하여 신체침해, 물건 멸실에 따른 휴업손해, 부당해고, 물건 수리비

용의 지출, 대체거래 불이행, 손해경감조치 소요비용의 배상청구 등 여

러 사안 유형들에서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고려들을 빈번

히 찾아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에서의 손해

경감의무에 관하여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로, 우리 판례는  신체침해 

사안과 같이 명시적으로 손해경감의무를 인식하여 언급한 사안들 외에도 

많은 손해배상 사건들에서 채권자의 손해경감조치 여부를 고려하고 있었

으며, 채권자에게 사실상 요구되는 손해경감의무의 수준이 상당히 높음

을 제시한다. 특히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우리 법제는 대륙법계와 마

찬가지로 이행불능이 아닌 한 본래 급부의 이행청구를 원칙적인 구제수

단으로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손해배상의 국면에서는 손해

경감의무를 영미법과 마찬가지로 폭넓게 인정하는 법제라고 보아야 한

다.

  둘째로, 우리 판례는 손해경감이 문제되는 이익상황을 과실상계, 상당

인과관계, 통상손해·특별손해의 세 가지 법리적 관점에서 해결하는데, 

이는 위 세 가지 법개념이 각각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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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손해경감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경감

되지 못하거나 확대된 손해 부분이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비율적 감액을 하기보다는 해당 손해액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

여 감액하는 실무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문제는 손해경감의무와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손해경감의무의 관점에서 적극 검토되어야 한

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기본적으로 현재 다수설과 판례가 취하는 책임

원인발생시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 이행지체의 경우, 이행 

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시에 해제권 및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계약

이 불이행되어 해제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아지므로 해제권 행사 여

부와 상관없이 ‘이행 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

다. 2)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경우, 채권자로서는 적어도 본래 이행기까

지는 채무자의 이행을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이행기가 도과하면 

채무가 실현되지 않을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증대된 것이어서 채권자가 

불이행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본래의 이행기’를 기준

으로 하되, 본래 이행기까지 채무자의 이행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 ‘정

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는 ‘이행거절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그리고 이행기 후 이행거절의 경우, 이행거절이 

있기도 전인 본래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할 여지는 없고 ‘이행거절시’

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요어 : 손해경감의 원칙, 손해경감의무, 합리적인 손해경감조치, 

과실상계, 상당인과관계, 통상손해·특별손해, 대체거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점, 휴업손해, 수술의무

학번 : 2012-2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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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법은 그 사회 전반에 통용되고 두루 인정될 수 있는 근본 가치들을 

바탕으로 제정되고, 이들을 구체화하는 개별 조항들의 해석·집행 작용

을 통하여 그러한 가치를 실현한다. 특히 민사법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

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계약이나 불법행위와 같이 법률적으로 의

미 있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후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를 확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간의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민

사법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분쟁에 장차 연관될 잠재성을 갖는 모

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전적으로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

다. 공평관념이나 기본권과 같은 근본 이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은 

그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정·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따

라서 민사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사회적 효율성의 관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해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도록 인

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일어났을 때 사회에 효

율적인지 여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와 같이 개인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

여 손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 손해를 궁극적으로 누가 부

담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손해배상법 분야이다. 그리고 그 사

건이 누군가의 책임 있는 사유1)로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 있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하

지만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결국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여러 법개념들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사법의 자원배분적 기능 및 효율성 증진 기능에 주목한다면, 피해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자신이 지배·통제할 수 있는 영역 내에

1) 이는 기본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법에 정한 바에 따라

무과실책임 등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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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합리적인 조치를 통하여 손해를 경감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

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피해당사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법이 충

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조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보통 

손해를 방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추가될 

손해보다 적게 되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당사자

가 입은 손해가 타인의 책임 있는 사건으로 인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청구

를 통해 그 손해를 가해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배·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채 만연히 가해자에 대하여 확대된(혹은 적절히 경감되지 못한) 손해 

전부를 전가하려 한다면, 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경제

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익상황에 관하여 영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손해경감

의 원칙’2)을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피해당사자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고, 전부배상(la reṕaration inteǵrale)의 원칙 내지 손해 개념에 관한 

차액설과의 조화 문제, 특히 이행불능 이외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피해당

사자(채권자)가 본래 급부의 이행청구권을 그대로 보유하는데 그와 동시

에 손해경감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서로 모순된다는 우려 등으로 인하여 

손해경감의 원칙에 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서도 손해경감의 원칙이 문제될만한 이익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

고, 피해당사자에게 합리적 범위 내의 손해경감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구

체적으로 타당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명시

2) 판례는 ‘원칙(princip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강학상으로는 손

해경감의무(duty to mitigate loss), 이미 경감된 손해의 회복불가능(avoided

loss),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의 회복 등 채권자의 손해경감과 관련된 법리들을

묶어 하나의 원칙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Andrew Burrows, 『Remedies

for Torts and Breach of Contract』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에서는 ‘제6장 전보배상을 제한하는 원칙들(principles)'이라는 표제 하에 손해경

감의무를 다루고 있고, Solene Rowan,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142에서는 ‘손해경감의 원칙(the principle of

loss mitigation)’이라는 표제 하에 세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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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손해경감의 원칙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위와 

같이 구체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결론에 도달하려는 법적 접근

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순

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제2장에서 연구의 토대로서 손해경감 원칙

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국가별로 면밀히 진행할 것이다. 여기에는 손

해배상책임 제한 법리 전반에 대한 검토도 포함되고, 특정 국가의 법제

는 아니지만 유럽계약법원칙이나 우리 국가도 체약국에 포함되어있는 유

엔물품매매협약(CISG)에 대한 검토도 포함될 것이다. 이어서 제3장에서

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책임법 전반에서 손해경감의 원칙 내지 그 이념들

이 작용하는 국면을 판례의 사안별 유형화를 통하여 살펴보고, 일관되게 

흐르는 논리들이 있다면 이를 발견하여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4장

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손해경감의 원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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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손해경감의 원칙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제 1 절 서론 - 검토의 방향

   ‘손해경감의 원칙’이라는 이름 하에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법원칙

(Rechtsprinzip)은 영미법상의 것으로서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

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원칙을 명시적으로 알지 못하는 법제도

에서도 영미법에서의 손해경감의 원칙이 문제되는 이익상황에서 채권자

에게 아무런 책무도 부과함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확대된 손해의 배상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경감시키는 다른 여러 

자국법상의 개념 내지 법리가 실제적으로 영미법에서의 손해경감의 원칙

과 유사한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1) 영미법상의 손해경감의 원칙을 그 세부 내용

별로 상세히 살펴본 후, 2) 여타 국가들의 태도를 살펴보고, 3) 마지막

으로 앞서의 논의들을 종합하면서 손해경감의 원칙과 급부이익의 보호와

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영미법상 손해경감의 원칙

제 1 관 손해경감의 원칙의 내용

  1. 서론

    영미법에서도 우리법과 같이 계약 위반에 대하여 이행이익 배상을 

인정하고, 그 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本旨대로 이행되어 채권자가 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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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상 급부를 수령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 전부가 

됨이 원칙이다.3)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전보배상액에 대한 제한 법리들 

중 핵심적인 법리로서 손해경감의무가 확고히 인정되고 있다.

    손해경감의 원칙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4) 첫

째, 손해를 입은 채권자(또는 수약자, promisee)는 채무자(또는 약속자, 

promisor)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 중 채권자가 합리적으로 회피할 

수 있었던 부분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손해경감의무). 둘째, 손해

를 입은 채권자가 실제로 그 손해를 경감하였다면, 설령 채권자가 손해

경감조치를 할 의무가 없었던 경우였다 하더라도, 경감된 손해 부분에 

관하여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이미 경감된 손해의 회복불가능).5) 셋째,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를 피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취

한 조치들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 비용을 회복받을 수 

있다(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의 회복). 아래 항에서 위 세 가지 점에 관

하여 상술하고자 한다.

  2. 손해경감의무

    손해경감의무(The duty to mitigate)란, 손해배상채권자가 그의 손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들을 취하거나 그의 손해를 확대시

키는 비합리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는 영미법에서 

3) Robinson v Harman (1848) 1 Exch 850;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그 불법행위가 없

었다면 피해당사자가 있었을 상태로 놓는 것을 손해배상의 이념으로 하고 손해

배상 범위도 그렇게 정해진다. Livingstone v Rawyards Coal Co (1880) 5 App

Cas 25; Andrew Burrows, 『Remedies for Torts and Breach of Contract』,

3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33 참조.

4) Edwin Peel, 『Treitel: The Law of Contract』13th edition, Sweet & Maxwell

(2010) pp.1062-1063; Solene Rowan,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142

5) 이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 전보될 수 있다는 취지의 실손배상의 원칙이나 과잉배

상금지의 원칙과도 맞닿아있는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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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duty)’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법으로 본다면 ‘책무

(Obliegenheit)’개념에 오히려 더 가깝다.6) 채권자가 손해경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 별도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신이 합리적으로 경감하지 못한 

부분만큼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감경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해경감의무’라는 용어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손해경감의무의 위와 같은 ‘책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

로, 용어 자체는 ‘의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가. 손해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

    손해 최소화를 위해 채권자가 취하여야 할 합리적인 조치는 개별 사

안에 따라 다양하다. 물품 매매 사안이라면, 물품 판매자(채무자)가 물

품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채권자)는 과도한 지체 없이 

대체물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만약 구매자가 

그러한 대체거래책 확보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구매자는 후의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떠한 추가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받을 수 없다.7) 그

리고 반대로 구매자(채무자)가 물품 수령과 대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에도, 판매자(채권자)는 그 물품들을 다른 곳에 팔

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위하여야 하고, 그러한 대체거래책 확보 조치

를 게을리한 경우 판매자는 후의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인한 어떠한 추가

6) Andrew Burrows, 『Remedies for Torts and Breach of Contract』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122; Edwin Peel, 『Treitel: The Law of

Contract』13th edition, Sweet & Maxwell (2010) p.1062 참조. 위 문헌들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바, 영미법이 의무와 구별되는 책무라는 개념에 대응되는

어휘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의무(duty)로 표현한 것이고,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

은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1979년 물품매매법(Sale of Goods Act 1979) 제51조 제3항; Hussey v Eels

[1990] 2 Q.B. 227; The Elena D'Amico 사건 [1980] 1 Lloyd's Rep. 75; Solene

Rowan,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14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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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받을 수 없다.8) 고용 계약 사안이라면, 부당하

게 해고된 피고용인은 유사한 직장을 찾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야 하고, 만약 그가 합리적인 구직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무소득 

상태로 있었다면, 그의 수입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합리적인 구직 

노력을 기울였을 경우 경감할 수 있었던 손해 상당액만큼 감경될 것이

다.9)

    영미법에서 손해경감의무는 상당히 넓게 인정되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손해경감의무가 채무불이행을 한 바로 그 채무자로부터 대체 급부

를 구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10) 구체적으로,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채무자(판매자)가 물품 납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구매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

체 거래책을 물색하여 대체급부를 수령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유사 상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하는 

것보다 채무자의 지연된 납품이라도 수령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채권

자는 손해경감의무의 이행으로서 채무자의 납품을 기다릴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11) 이와 유사하게 손해경감의무의 내용으로서, 채권자가 채

무불이행을 한 채무자(판매자)의 물품 납품 기한과 납품 방법 변경 제안

을 수락할 것이 포함되기도 한다.12) 그리고 손해경감의무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위반을 인식했을 때만 문제된다.13) 채권자가 계약위반을 

8) Jamal v Moolla Dawood Sons & Co [1916] 1 A.C. 175

9) 이하 제2절 ‘1. 부당해고와 재고용 제안’ 부분 참조.

10) Andrew Burrows, 『Remedies for Torts and Breach of Contract』, 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123; Solene Rowan,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143

11) Payzu Ltd v Saunders [1919] 2 KB 581 (CA) 및 Sotiros Shipping Inc v

Sameiet Soholt (The 'Soholt') [1983] 1 Lloyd's Rep 605 (C.A.) 참조. 물론 이

때 채권자가 납품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12) Payzu Ltd v Saunders [1919] 2 KB 581 (CA)

13) The Superhulls Cover 사건 [1990] 2 Lloyd's Rep. 431 461번 문단; Edwin

Peel, 『The Law of Contract』12th edition, Treitel (2007) p.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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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 부주의로 계약위반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

만으로 손해경감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본다.14)

    조치의 합리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15) 첫째로, 채권

자가 손해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취한 조치가 부족하였음

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채권자가 취할 것이 요구되는 합리적인 조치의 내

용이 무엇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합리적인 조치의 결여 사안). 이 

경우는 손해경감 원칙이 문제되는 일반적인 사안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면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만큼 배상액

이 제한된다. 둘째로, 채권자가 손해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조치가 비합리적이어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문제되는 사안

에서 채권자의 조치가 비합리적이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비합리

적인 조치의 수행). 이는 전술한 손해경감의 원칙의 내용 중 ‘합리적으

로 지출된 비용의 회복’부분과 관련이 있다. 합리적인 손해경감조치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가 그 비용을 전보받을 수 있다는 내

용 속에는, 그 반대로 손해경감조치가 비합리적이어서 과다한 비용이 발

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비용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아래에서는 조치의 합리성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측면에 관하여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나. 조치의 합리성

    아래에서 조치의 합리성 문제를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봄에 있어서 

손해경감의 원칙이 문제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공통사안을 상정하고 이

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14) The Superhulls Cover 사건 [1990] 2 Lloyd's Rep. 431 462번 문단; Edwin

Peel, 『The Law of Contract』12th edition, Treitel (2007) p.1063

15) Edwin Peel, 『The Law of Contract』12th edition, Treitel (2007) p.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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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안 : 甲은 乙과 섬에 있는 乙 소유의 자재들을 乙이 지

정하는 곳으로 운송하여 주고 50만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

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자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乙은 X에게 해당 자재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불이행하게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으로 1,000만원의 손해

가 발생하게 되었다.

  위 사안에서 甲은 乙위 위와 같은 자재 공급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상

황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예견가능성에 의한 책임제한이나 원격성 

법리에 의한 책임제한의 문제 등은 없다고 전제하고, 손해경감의 원칙에 

관한 문제로만 집중해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1) 합리적인 조치의 결여

    ① 만약 甲이 위 운송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를 乙에게 통지

하였을 때, 乙이 다른 운송업자를 지체없이 물색하였다면 100만원에 위 

자재들을 운송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서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甲이 운송계약 이행거절의 의

사를 표시하였을 때 乙의 입장에서 대체거래책을 물색하는 것이 1,000

만원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기대

될 수 있는 조치이고 통상의 범위 내에서 실행될 수 있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안은 손해경감의 원칙이 적용되는 전형적인 예로서, 乙

은 손해로서 1,000만원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 그 대체수단은 당

초 계약과 동일한 결과(혹은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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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실제로 판례나 관련 해설 등을 보면, 손해를 입은 채권자는 

자신이 계약이 실현되었을 경우 있게 될 법적·경제적 지위보다 낮은 지

위에 처하게 되는 대안을 합리적인 조치로서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

다.16) 예컨대,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그 지위가 하락된 재고용 제안

이나 대체적 고용 제안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둘째로, 문제되는 

해당 급부가 누가 이행하든 상관없는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소설 집필

이나 공연 등과 같이 해당 급부를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경우

라면, 다른 대체자를 구하여 대체이행을 얻는 것이 당초 이행과 다른 결

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는 위 첫 번째 고려사항으로부터 당연히 도

출되는 사항이다.

    위 두 가지 고려사항은 우리 민법 제389조 제2항17)과도 연관될 수 

있다. 위 조항은 강제집행의 방법 중 대체집행을 규정한 것으로 보고 있

는데, 결국 문언을 보면 대체집행은 제3자가 해당 급부를 하더라도 상관

이 없고 당초 채무자가 해당 급부를 이행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급부의 경우 적합한 강제집행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

면 대체거래책 마련 등의 손해경감조치를 취할 것이 문제되는 경우는 기

본적으로 대체집행이 가능한 계약에 있어서 문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

다. 위 사안에서 운송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집행이 가능한 

전형적인 예에 속하고, 위 두 고려사항이 충족된다고 봄에 무리가 없다.

    ② 만약 甲 이외에 자재를 운송해줄 다른 운송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인데, 乙이 작은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 스스로 배를 만들

어 자재를 운송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乙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1,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乙이 아무 

16) Solene Rowan,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144 및 Yetton v Eastwood Froy Ltd [1967] W.L.R. 104 (QB)

17)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② 전항의 채무가 ...(중략)...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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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1,000만원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乙이 스스로 배를 만들어 운송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손해경감조치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통설은, 손해경감의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채권자가 

도달하여야 하는 합리성의 수준은 비교적 낮다고 한다.18) 즉, 채권자가 

손해액이 경감당하지 않기 위해 합리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손해경감의

무의 수준이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요구

되는 합리성의 수준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Britvic Soft 

Drinks Ltd v Masser UK Ltd 사건19)의 제1심 판결에서 Tomlinson 

판사는 ‘계약위반에 의하여 곤경에 처한 자에 대한 애정어린 접근’20)

이 필요하다고 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채권자에 대한 합리성 기준

의 완화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설시라고 인정되고 있다. 채무자가 

본래 부담하는 채무는 채무자가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자발적인 판단 

하에 스스로 부담한 채무이고,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는 채권자가 

본래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이 아닌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상황에 비자발적으로 직면한 채권자가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보

면 위 통설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결국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권자는 통상적인 업무 수순 

외에 다른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채권자가 금

전을 융통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 해당 원본이 손실될 위험이 있는 곳에 

금전을 융통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복잡하고 불확실한 소송에 착수

하거나, 상업적 명성에 흠결이 생길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기타 재산 또는 권리들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21)

18) Solene Rowan,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144

19) [2002] EWCA civ 548

20) 'tender approach to those who have been placed in a predicament by a

breach of contract'

21) Solene Rowan,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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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안으로 돌아와보면,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이 불이행되었을 때, 스

스로 배를 만들어서까지 운송하는 것은 통상적인 조치가 아니다. 결국 

‘합리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스스로 배를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 대다수 그렇게 행동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

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국 배를 만들어 스스로 운송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감조치’를 불이행했

다고 볼 수 없다.

  합리성 기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고찰하여 본다.22)

첫째로, 그 기준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므로 설령 乙이 배를 능숙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乙이 배를 만드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

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이에 대하여는 乙에게 해당 

조치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乙이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합리적

으로 해당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

인데다가, 만약 위 반론과 같이 해석한다면, 다른 사람이라면 해당 조치

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경감되지 않았을 손해액이 乙이 특수한 능력을 가

지고 있다는 이유로 경감됨으로써 乙은 특수한 능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둘째로, 만약 위 사례에서 

손해가 乙의 손해가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 하더라도 결론에는 

역시 영향이 없다. 손해액이 커진다 하여 해당 조치의 난이도에는 아무

런 변화가 없고, 따라서 일반인에게 기대가능한 것인지에도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③ 만약 乙이 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3,000만원을 

(2012) p.144

22) George Letsas and Prince Saprai, 'Mitigation, Fairness and Contract law',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Contrac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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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 헬리콥터를 빌려서 운반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하지 않아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는 헬리콥터를 빌려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원래 발생하게 될 손해액

보다도 크다. 따라서 헬리콥터를 빌리는 조치는 ‘손해를 경감시키는’

조치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1,000만원의 손실

이 발생한 데 대하여 乙은 위 1,000만원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2) 비합리적인 조치의 수행

    ① 만약 乙이 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3,000만원을 

들여 헬리콥터를 빌려서 운반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헬리콥터를 빌려서 

자재를 운반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는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본래 

발생할 것이었던 손해 자체가 1,000만원이었으므로, 3,000만원의 비용

을 들여 자재를 운반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합리적이

다.23) 따라서 乙은 그 비용 3,000만원 전체의 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② 만약 乙이 100만원에 위 자재들을 운송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

음에도 그보다 훨씬 큰 불필요한 선박을 500만원에 용선계약을 체결하

여 자재들을 운송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는 위 조치가 없었다면 발생하

였을 손해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경감한 것은 맞다. 따라서 위 조치

가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더 비용이 낮으면서도 

접근이 크게 어렵지 않은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과다

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그러한 점에서 500만원 중 일정 부분은 비

23) 乙의 자재 납품의무 불이행이 상업적 명성에 중대한 타격이 되는 계약 기회였다

는 등이 특별한 사정이 될 여지가 있으나, 일단 매우 이례적일 것이고, 또한 그러

한 사정들도 대부분 금전으로 산정되어 전보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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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미 경감된 손해의 회복불가능

    만약 피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실제로 

손해가 경감되었다면, 채권자는 경감되고 남은 부분의 손해에 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The irrecoverability of mitigated loss).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자신의 손해경감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준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보다 손해가 더 많이 경

감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경감되고 남은 부분의 손해배상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손해배상 제도의 목적 자체가 ‘그가 실제 입은 손해를 전

보함으로써 손해를 입지 않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에 있는 이상, 과

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4.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의 회복

    채권자가 손해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 지출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해당 비

용지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총 손해액이 증가하게 되더라도 채권

자는 해당 비용을 전보받을 수 있다. 반면 비용 지출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해당 비용을 전보받을 수 없다. 비용 지출 중 일부

분만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전보될 것이다.24)

    그리고 법원의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피해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이 

합리적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합리성 기준에 비하여 상대적으

24) 어떤 부분이 합리적인 비용 지출인지에 관한 자세한 논의 및 판례 소개는 이하

제2관 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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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너그럽게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25)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예컨대 

Britvic Soft Drinks Ltd v Messer UK Ltd 사건에서 Tomlinson J의 

설시26)나, Banco de Portugal v Waterlaw & Sons Ltd 사건에서 

Macmillan 경의 설시27) 등에 잘 나타나 있다. 법원의 이러한 경향은 손

해경감의무가 본래부터 존재하던 의무가 아니라 피해당사자와 무관한 상

대방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그 이후에 비로소 문제되는 

‘책무(Obliegenheit)’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28)

제 2 관 영미법 판례 소개

  1. 부당해고와 재고용 제안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종전 고용인의 재고용 제안이 합리적인 

경우 이를 수락하는 것이 그에게 요구되는 손해경감조치가 될 것이다. 

25) Solene Rowan,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144-145 참조.

26) [2002] 1 Lloyd's Rep 20 (QB); 위 사건에서 Tomlinson J는 “계약 위반에 의하

여 곤경에 처한 자에 대한 애정어린 접근(a tender approach to those who have

been placed in a predicament by a breach of contract)”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

다.

27) [1932] AC 452 (HL); 위 사건에서 Macmillan 경은, “계약 위반의 피해자가 스

스로 그 위반으로 인해 당혹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됨을 발견한 경우, 그가 스스

로 탈출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는, 그의 위반으로 어려움을 초래한 계약

당사자의 사례에서의 정밀한 잣대로 측정되어서는 아니된다...(후략)”라고 언급하

였다.

해당 부분에 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ere the sufferer from a breach of

contract finds himself in consequence of that breach placed in a position of

embarrassment, the measures which he may be driven to adopt in order to

extricate himself ought not to be weighed in nice scales at the instance of the

party whose breach has occasioned the difficulty..."

28) 많은 경우 그 손해 자체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발생하는데, 이 경우 미처 준비

되지 않았던 피해당사자로서는 완전히 합리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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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로운 고용 제안이 지위의 하락을 초래하는 경우나, 다른 곳에

서의 고용이 더욱 지속가능(permanent)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고

용인의 자신에 대한 과거의 대우들로 인하여 그에 대한 신뢰감

(confidence)이 이미 상실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종전 고용인의 

재고용 제안에 응할 필요가 없다.29)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위가 하락된 재고용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예가 다수 있다. Ross v Pender 사건30)은 

스코틀랜드 사건인데, 사냥터 대표관리인인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고용주인 피고로부터 해고된 후 종전과 동일한 보수로 그보다 낮은 직책

에서 일하며 종전과 다른 주거 부분에서 거주할 것을 제안받은 사안에

서, 원고가 위 재고용 제안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리고 Clayton-Greene v de Courville 사건31)은, 배우인 원고가 작품

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로 약정되었었는데 결국에 그 역할에서 배제되

고(이것이 계약 위반), 종전과 동일한 보수로 같은 작품에서 전보다 부

수적인 역할을 제안받은 사안이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대중적 평판과 지위가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재고용 제안을 거절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Yetton v Eastwood Froy 

Ltd 사건32)은, 합병 전 피고 회사에서 공동 상무이사(joint managing 

director)로 5년간 근무하기로 약정된 원고가, 위 고용기간 중 이루어진 

회사 인수·합병 후 피고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고용계약 해지통고를 받

고 남은 고용기간을 동일한 보수를 받고 보조 상무이사(assistant 

managing director)로 일할 것을 제안받은 상황에서, 원고가 위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취업 기회들을 물색하였으나 적절한 곳에 취업이 되지 않

29) Andrew Burrows, 『Remedies for Torts and Breach of Contract』 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123

30) [1874] 1 R. 352.

31) [1920] 36 T.L.R. 790.

32) [1967] 1 W.L.R.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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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33) 위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액 전액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위 

사안에서 피고는 해당 해고가 계약 위반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 동일한 

보수액으로 재고용하기로 하는 피고의 제안을 원고가 거절한 것이 손해

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어서 손해배상액이 전액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당초 약정된 계약조건과 

새로 제안된 계약조건을 비교할 때 비록 보수액은 동일하지만 차량 제공 

여부나 출장 등 비용의 전보 등 여러 부수 조건들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새로운 고용제안이 당초 고용조건에 비하여 수준이 더 하락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수락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그 후 원고가 계속적으

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에 실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

이어서 원고는 손해경감조치를 다 하였다고 보고 피고의 손해배상액 제

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반면, 고용인의 재고용 제안이 종전과 동일한 것인 경우 이를 거절

한 것이 손해경감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본 판례가 있다. Brace v 

Calder 사건34)은, 원고가 피고 4명이 합동하여 경영하는 회사에서 지점 

지배인으로 2년간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서 근무

하던 중, 피고 중 2명이 동업에서 탈퇴하면서 사업이 나머지 피고 2명

에게 이전되었고, 이를 통지받은 원고는 자신의 고용계약이 새로운 경영

자들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들 측의 사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를 이유로 잔여 기간만큼의 봉급액 전액

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관하여 1심 법원은 위 사업의 이전이 

계약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없었다고 보았

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종래 4인간의 동업관계가 해체되면서 피고

33) 위 판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의 재고용 제안을 거절한 후 동일한

보수 수준의 다른 고용기회를 알아보았으나 마땅한 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보수

수준을 당초 보수의 약 40% 수준으로까지 점차 낮추어 알아보았음에도 결국 적

당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다.

34) [1895] 2 QB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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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사유로 고용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보아 부당해고는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경영자들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근무할 것을 제안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것은 비합리적으로 손해경감조치를 불이행한 것

이라고 보아 배상액을 경감하고 명목상의 손해배상액만을 인정하였다.

  2. 물품 매매계약에서의 대체거래의무

    물품 매매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피해당사자는 일반적으

로 대체거래책을 물색함으로써 손해를 경감할 것이 요구된다.35) 만약 

매수인이 적절한 대체거래책을 물색하지 않은 경우, 물건 값이 상승하거

나 상품의 재판매 기회를 상실함으로 인한 추가 손해 부분의 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36) 마찬가지로 매도인 또한 대체거래책을 물색하지 않은 

경우 물건 값의 하락으로 인한 추가손해 부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

다.37) 그리고 때로는 당해 채무불이행자 자신이 대체 급부를 이행하겠

다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위 제안이 손해를 

경감할 수 있다면 피해당사자가 위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

합리적인 것이 된다.38) Payzu Ltd v Saunders 판례39)를 보면, 원고가 

35) 대체물품을 마련할 수 있는 시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피해당사자가 합리적으

로 이용가능한 어떤 시장에서든지 거래를 하면 이는 합리적인 조치로서 고려될

수 있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례로는 Gebruder Metelmann GmbH &

Co KG v NBR (London) Ltd [1984] 1 Lloyd's Rep. 614 판례가 있다. Edwin

Peel, 『Treitel: The Law of Contract』13th edition, Sweet & Maxwell (2010)

p.1063 참조.

36) Hussey v Eels [1990] 2 Q.B. 227; The Elena D'Amico 사건 [1980] 1 Lloyd's

Rep. 75

37) Jamal v Moolla Dawood Sons & Co [1916] 1 A.C. 175

38) 이는 비단 물품 매매계약뿐 아니라 운송계약 기타 여러 계약유형 전반에 공통되

는 것이다. 예컨대, 용선계약자가 약정된 화물을 싣지 못하게 된 경우, 선박 소유

주로서는 그 용선계약자가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다른 화물의 운송 제안을 심지

어 운송료가 더 낮아지는 경우에도 수락해야 할 수도 있다(물론 이 경우 운송료

차액 상당은 배상청구 가능할 것이다). Harries v Edmonds [1845] 1 Car. & K.

686; Edwin Peel, 『Treitel: The Law of Contract』13th edition, Sweet &

Maxwell (2010) p.10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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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 거래상인 피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고는 1918. 1.부터 

1918. 9. 사이에 원고가 그 물품들 중 일정 수량을 필요로 할 때마다 

해당 수량을 공급하고, 원고는 해당 공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수량

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수표 발송상의 

문제로 첫 공급분에 대한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고(결국 기

한을 넘겨 지급됨), 이를 원고의 재정 상황 곤궁에 의한 것으로 착각한 

피고는 이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기를 거절하면서 다음 공급분부터 현금

을 즉시 지불하면 해당 수량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그 후 해당 물품의 시장가격이 상승하자 위 가격 상

승분 상당액을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

서 판례는 원고가 첫 공급분에 대한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한 사정

만으로는 계약 전부를 거절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배상액은 가격 상승분 전체가 아

니라 원고가 피고의 위 제안을 수락하였더라면 입게 되었을 손해액(대금

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으로 인한 손해액)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

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Strutt v Whitnell 사건40)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비어있는 

상태의 주택을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위 주택이 양도될 당시는 이미 임대

차법(Rent Acts)에 따라 보호되는 임차인이 위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

(위 약정 당시에는 양도시에 임차인이 퇴거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실제 

그렇지 않았고, 강제로 퇴거시킬 방법은 없었다). 이에 원고는 채무불이

행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겠다고 피고에게 말하였고, 피고는 위 주택을 

원고로부터 재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피고를 

상대로 비어있는 주택과 임차인의 점유가 있는 주택의 가치 차액만큼(1

심에서 1,900파운드로 확인됨)을 손해로 하여 배상을 청구하였다. 여기

39) [1919] 2 KB 581 (CA)

40) [1975] 1 W.L.R.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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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제안을 비합리적으로 거절함으로써 손해를 경

감하지 못했다고 항변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 

1,900파운드 전액을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위 판결문에서 

위 사건이 어떤 면에서 앞서 본 Payzu Ltd 사건과 구별되는지 상세히 

논의하고 있는데, 주택은 특정물이므로 피고가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

는 이상 피고가 위 주택을 재매수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주택을 

원하는 원고의 의사가 실현될 수는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의 제안이 당초 급부와 동일한 결과를 실현시키는 대안으로 볼 

수 없어 원고로서는 피고의 제안을 거절하고 위 차액을 청구하더라도 위 

거절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3. 신체침해 사안

    신체침해 사안에서, 피해당사자가 확고한 의학적 조언에 반하여 수

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 경감에 실패하는 경우 그러한 거부행위는 비합

리적이다.41) McAuley v London Transport Executive 사건42)에서, 

원고는 피고 때문에 부상을 입었는데 의사가 강하게 권유한 수술을 받기

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그 수술이 만약 성공적이었다면 그 수술을 통해 

원고는 부상 전 수준의 가동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법원은 해당 수술

을 거절한 것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보면서, 따라서 원고는 그가 수술을 

받았더라면 가동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을 시점까지의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대로, Selvanayagam v University of West 

Indies 사건43)에서는, 원고가 목 수술을 거부한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

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의사가 수술을 

권유하기는 하였지만, 당뇨병을 앓고 있는 원고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41) Andrew Burrows, 『Remedies for Torts and Breach of Contract』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123

42) [1957] 2 Lloyd's Rep. 500

43) [1983] 1 W.L.R.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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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고의 수준은 강한 것이 아니었다. Geest Plc v Lansiquot 사건44)

에서도 위 사건과 유사한 맥락에서 원고가 등 수술을 받기를 거절한 것

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의사는 수술을 통

해 상해가 반드시 치유될 것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수술 받기를 

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4. 기타 사안들에서 요구되는 손해경감조치

    피해당사자가 추가적인 재산 손해를 막을 수 있었던 제안을 거절하

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합리적이다. Anderson v Hoen The Flying 

Fish 사건45)에서, 원고의 선박이 피고 함선의 과실로 손상되었는데, 충

돌 이후에 원고측 선장은 구조를 거절하였고 그 결과 선박이 전손되었

다. 위 사안에서 원고는 당초 충돌로 인한 손해만을 전보받을 수 있었

고, 충돌 이후 선박의 전손으로 인한 손해 전체를 전보받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원고가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업적 평판을 떨어

뜨릴 수 있는 행동이나 혹은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까지 취할 필요는 없다. James Finlay & Co Ltd v Kwik Hoo 

Tong 사건46)에서는, CIF 계약47)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송일자가 

잘못 적힌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다. 그 후 매수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

고 재매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재매수인이 그 선하증권상의 오류를 인

식하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물품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매

도인을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손해를 배상받

44) [2003] 1 All E.R. 383

45) [1865] 3 Moo PCCNS 77

46) [1929] 1 KB 400 (CA)

47) 매도자가 상품의 선적에서 목적지까지의 원가격과 운임ㆍ보험료의 일체를 부담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무역계약. 김한수, 『신용장 Ⅱ권: 선적서류매입실무』, 키

메이커 (2016) 용어정리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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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항소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수인이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재매수

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았는데, 그렇게 소를 제

기할 경우 선하증권상의 오류를 알게 되었을 때 매수인의 상업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유사하게 London and South 

of England Building Society v Stone 사건48)에서, 원고 주택금융 조

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는 그가 구매한 해당 주택을 잘 수선된 상

태로 보존하기로 약정하였다. 사실 그 주택은 심각하게 침하되어 가치가 

없었고, 원고는 자신의 비용 29,000파운드를 들여 위 집을 수리하였다. 

원고는 대출 당시 피고 감정평가사의 보고서를 기초로 대출을 행하였는

데, 그 보고서에는 과실로 주택 침하 사실이 누락되어 있었다. 계약책임

과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는 피고 감정평가사로

부터 총 대출금액 11,880파운드를 배상받았다. 피고는 차주에 대하여 

수리 약정을 이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차주로부터 회복받을 수 있었던 

3,000 파운드만큼 배상액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가 대중적으로 좋은 관계(good public relations)를 유지하기 위하

여 차주에 대하여 수리비용의 일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해당사자는 복잡한 송사에 휘말리게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

가 없다. Pilkington v Wood 사건49)에서 원고는 집을 한 채 샀는데, 

그가 그 집을 팔려고 할 때 당초 매도인이 그에게 하자 있는 권리를 양

도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사무변호사(solicitor)50)인 피고

를 상대로 계약상 과실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완전한 권리가 붙은 

주택의 가치와 하자 있는 권리가 붙은 주택의 가치와의 차액 상당을 손

해로 배상받았다. 여기서 피고는 원고가 주택 매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

48) [1983] 1 W.L.R. 1242

49) [1953] Ch. 770

50) 토지ㆍ건물 매각을 위한 서류 관련 업무나 법률 자문 등을 주로 하는 변호사.

Naver 어학사전(영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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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함으로써 손해를 경감했어야 했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소위 손

해경감의무의 내용에는 피해당사자가 제3자를 상대로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 절차에 착수할 것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

을 배척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드문 예외로, 항소법원은 Walker v 

Medlicott 사건51)에서 사무변호사를 상대로 유언 작성상의 과실을 이유

로 소를 제기한 원고에 대하여, 그가 먼저 유언의 수정을 구하지 않음으

로써 손해경감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예외는, 잘못 

작성된 유언 문제에 관하여 사무변호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그 유언을 수정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 해법이라는 법원의 믿음에 근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손해경감의무로 인하여 유언 작성상

의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잘못 작성된 유언 문제에 관한 최

후의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원고는 그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즉, 무자력(impecuniosity)은 손해경감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사유

(excuse)가 된다.52) Clippens Oil Co Ltd v Edinburgh and District 

Water Trustees 사건에서 Collins 경은, 청구인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손해경감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손해경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

로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53)54)

  5. 회피된 손해(Avoided Loss)

    가. 사실관계

51) [1999] 1 W.L.R. 727

52) Andrew Burrows, 『Remedies for Torts and Breach of Contract』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144-145

53) [1907] A.C. 291

54) 위 Collins 경의 설시는 방론이었으나, 귀족원(The House of Lords)의 Owners

of Dredger Liesbosch v Owners of Steamship Edison, The Liesbosch 사건에서

Wright 경에 의해 위 견해가 받아들여졌다. [1933] A.C.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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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55)의 British Westinghouse는 1903. 2.경 The 

Metropolitan District Electric Traction Company(이 회사의 권리가 

추후에 London Underground로 이전됨)와 8개의 증기 터빈 및 8개의 

교류 발전기를 25만 파운드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

시 British Westinghouse가 약속한 성능은 5,500kW의 힘을 생산하면

서 17.7lbs/kWhr 이하의 증기를 소모하는 것이었다.56) British 

Westinghouse가 납품한 터빈은 1905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결국 그가 약속한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위 회사의 터빈을 계속 사용할 경우 약속된 성능의 터빈에 비하여 

14~24%의 석탄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London Underground는 

1908. 10.경 대체재로서 당시 Parsons 회사가 새로 개발한 터빈을 구

매하게 되었는데, 그 터빈은 London Underground와 약정했던 성능보

다 훨씬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었고 금액도 더 비싼 것이었다.57)

    나.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British Westinghouse는 미지급된 계약금액으로 85,398파운드를 

청구하였고, 이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 문제된 부분은 London 

55) British Westinghouse Electric & Manufacturing Co Ltd v Underground

Electric Railways Co of London Ltd [1912] 3 KB 128 (CA); 위 판례의 사실관

계 및 각 심급별 판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Andrew Dyson, "British

Westinghouse revisited", 3.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2012) pp.412-425 참조.

56) 당시 British Westinghouse가 약정한 터빈의 성능은 당시 어떠한 회사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성능 수준이었는데, 당시 터빈 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

고, British Westinghouse는 계약 당시 자신들이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던 효율

수준의 터빈을 개발하여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

이었다.

57) 증기 소모량은 15.8lbs/kWhr로서, British Westinghouse가 약정한 성능보다

2lbs/kWhr정도 더 효율적이었고, British Westinghouse가 실제로 공급한 터빈보

다는 약 5lbs/kWhr정도 더 효율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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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ound의 반소 부분인데, 주위적으로는 London Underground가 

Parsons 회사의 터빈을 구매하지 않고 British Westinghouse의 터빈을 

계속 사용하였더라면 발생하였을 추가 연료비용 237,728파운드를 구하

는 것이었고, 예비적으로는 위 주위적 청구에 기재된 손해를 피하기 위

하여 Parsons사의 터빈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데 들어간 비용 78,226파

운드를 구하는 것이었다.

    London Underground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회피된 손해

(avoided loss)’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손해경감의 원칙의 내용

을 종합하면, 손해경감의무가 있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조치로 손해가 

회피된 경우는 물론이고, 손해경감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일단 어떠한 조

치가 이루어져 손해가 실제로 경감되었다면, 경감된 부분의 손해는 전보

될 수 없으며, 이는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도 정당화될 수 있다. 

결국 주위적 청구 부분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

이어서 기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바로 London Underground의 예비적 

청구 부분이 된다. 여기서의 핵심은 ‘손해경감을 위해 행한 조치로 인

하여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다. London Underground는, Parsons

사의 터빈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손해액이 주위적 청구에서 제시

한 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고 위 Parsons사의 터빈을 구입하는 조치는 

충분히 합리적인 손해경감조치였으므로 위 터빈 구입비용 전액이 전보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British Westinghouse는 London 

Underground가 당초 약정되었던 성능보다 훨씬 높은 성능의 터빈을 대

체 터빈으로 구매함으로 인하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과도하

게 투입된 비용(또는 성능의 향상으로 London Underground가 추가적

으로 누리게 된 이익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상당액이 공제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더 높은 사양의 Parsons 사의 터빈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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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소요된 비용 전액을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 볼 수 있

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

    다. 법원의 판결

    이 사안에서는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시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약

정되어 있었으므로, 1차적으로 중재인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중재인은, 

London Underground가 Parsons사의 대체 터빈을 구입한 것은 성실하

고 합리적인 조치였으며, 그로 인하여 ‘그가 British Westinghouse의 

하자있는 터빈을 계속 사용하였다면 전보받을 수 있었을 손해’를 경감

하였다고 설시하면서 British Westinghouse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리

고 뒤이어 High Court에서도, London Underground가 하자있는 터빈

을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 사용하였다면 237,738파운드 전체를 

배상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를 역시 수긍하면서, 만장일치로 중재

인과 동일한 판단을 두 번에 걸쳐 내렸다. British Westinghouse의 항

소로 사건은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으로 넘어갔는데, 항소법원

은 2대1로 중재인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결국 항소법원의 판단은, 더 높

은 사양의 터빈을 구매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된

다면 높은 사양의 터빈을 구매하는 데 든 비용 전체를 전보받을 수 있다

는 것이었다.58)

    그러나 귀족원(The House of Lords)은, London Underground가 

Parsons사의 터빈을 구매하는 데 든 비용 전부를 전보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British Westinghouse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London 

58) 다수의견은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본 중재인의 사실인정이 정당했다고 보았고,

소수의견(Buckley LJ)은 London Underground가 당초 Westinghouse와의 계약에

서 약정된 성능과 완전히 동일한 성능의 터빈을 구매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하여 중재인의 사실인정을 일부 문제삼았다는 데 차이가 있

었을 뿐, 위와 같은 일반론에는 모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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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ground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기초하여 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위 실제 입은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Parsons사의 터빈을 

구입하는 비용과 해당 터빈을 구입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효율성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 법적 의미

    위 판례는 전통적으로 ‘회피된 손해(avoided loss)’법리가 적용

된 판례라고 설명된다.59) 회피된 손해의 법리는 앞서 제1관 중‘3. 이

미 경감된 손해의 회복불가능’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실제로 손해가 경감되었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조치를 취한 경우보다 손해가 더 많이 경감되었다 하더

라도 실제 남은 손해 부분의 배상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법리

를 적용하면, London Underground가 Parsons사의 터빈을 구입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였고, 그렇다면 그러한 조치

로 인하여 실제 경감된 손해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 판례

의 논리전개를 보면, Parsons사의 터빈을 구입함으로 인하여 

Westinghouse의 터빈을 계속 사용할 때에 비하여 적극적 비용이 감소

된 부분은 물론이고, 초과된 성능으로 인한 이득 부분까지도 회피된 손

해로 구성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 회피된 손해 법

리의 이면에는 우리 민법상의 손익상계적 사고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

닌가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 판례 사안이 경감의무 없는 경감조치를 취한 것

59) Andrew Dyson, "British Westinghouse revisited", 3.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2012) p.422; Harvey McGregor, 『Mcgregor on

Damages』18th edition, Sweet & Maxwell (2009) [7.098] 참조. McGregor의 위

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It is thought that the British

Westinghouse principle is concerned with avoided loss and... ensuring that the

claimant is not in a better position than before the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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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어서 회피된 손해 법리를 적용해야 할 사안이 아니고, 당초 중재

인 및 항소법원의 판단과 같이 Parsons사의 터빈을 구입하는 비용 전액

(성능 향상분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은 전액)이 전보되어야 한다는 유의

미한 반론도 있다.60)

  6. 비합리적인 조치의 수행에 관한 판례

    위법행위 후에 비합리적인 행동이 있은 경우, 우리 법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개념들 중 인과관계의 단절이나 공동과실 등이 손

해경감의무와 더불어 문제될 수 있다. 영미법에서는 위법행위 후에 이루

어진 비합리적인 행위는 보통 인과관계의 개입(intervening cause) 문

제로 다루어지지만, 위법행위 후에 비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

는 일반적으로 손해경감의무의 국면으로 다루어진다고 한다.61)

    무엇이 비합리적인 지출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몇 

가지 사안을 보면 대부분의 비용이 합리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결정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먼저 Holden Ltd v Bostock & Co Ltd 사건6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맥주 양조에 필요한 설탕을 팔았는데, 그 설탕에는 비

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영업상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는 그들이 양

조 방법을 바꾸었다고 광고하였다.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에

60) Andrew Dyson, "British Westinghouse revisited", 3.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2012) pp.422-423 참조. 위 논문에서는 1) Parsons

사의 터빈을 가동수명동안 계속 사용할 경우 발생할 손해가 237,728파운드이고

새 터빈을 구매하는 비용이 78,226파운드라면 기존의 터빈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원고가 경감의무 없는 경감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라는 점, 2) 당

시 터빈의 성능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Parsons 사의 터빈을 20

년간 계속 사용할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점, 3) 당시 약정된 터빈과

정확히 성능이 동일한 대체 터빈을 찾을 수 없었던 점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61) Andrew Burrows, 『Remedies for Torts and Breach of Contract』 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126

62) [1902] 18 TLR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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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고는 위 광고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Bacon v 

Cooper(Metals) Ltd 사건63)에서, 피고가 잘못 수리한 회전자를 대체하

기 위해 원고가 높은 할부 이자를 지불하고 새로운 회전자를 구입한 것

에 대하여, 위 할부 이자는 합리적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전보 가능하다

고 판시하였다. 또한 신체 손상 이후 지출된 의료비용, 입원비, 개호비 

등은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된다.

    Banco de Portugal v Waterlaw & Sons Ltd 사건64)에서, 피고들

은 원고 은행을 위하여 수표를 인쇄하여 주기로 계약하였는데, 피고가 

인쇄된 수표들 중 상당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였

고, 그 제3자는 포르투갈에서 이들 수표를 유통시켰다. 이를 알게 된 원

고 은행은 수표 발행을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유통된 모든 수표들을 교

환해주었다.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된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소에서, 피

고들은 오직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는 데 드는 비용 8,922파운드에 대하

여만 책임이 있고, 그 외의 추가 손해분은 그 수표들의 액면금액을 지불

한 은행 자신의 행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귀족원의 

다수의견은, 은행의 일반 대중에 대한 상업적 의무를 고려할 때 은행의 

행동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반면

에, Compania Financiera Soleada SA v Harmoor Tanker Corpn 

Inc, The Borag 사건65)에서, 계약 위반으로 인해 억류된 선박을 해방

하기 위하여 매우 고율의 이자비용을 지불한 원고에 대하여 그렇게 고율

의 이자비용을 발생시킨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비용의 발생으로 인해 총 손해액이 증가하더라도, 즉 손해경

감을 위한 비용지출이 결과적으로 손해경감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63) [1982] 1 All E.R. 397

64) [1932] AC 452 (HL)

65) [1981] 1 W.L.R.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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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비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회복불가능하

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Scottish Finance Ltd v Modern 

Cars and Caravans (Kingston) Ltd 사건66)에서는 보안관(sheriff)이 

강제집행영장(writs of fieri facias)에 기초하여 캐러밴을 확보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 바 없었는데, 소유자가 강제집행에 대한 언급 없이 피고

에게 위 캐러밴을 매도했고,67) 피고는 원고에게 위 캐러밴에 권리 제약

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보증(express warranty against 

encumbrances)하면서 위 캐러밴을 재매도하였다. 그 후 보안관이 캐러

밴을 다시 취거하자 원고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권리자 확인 소송

(interpleader proceedings)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위 보증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후,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된 

위 소송비용이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68) 그리고 Esso 

Petroleum Co Ltd v Mardon 사건69)에서, Mardon은 Esso 석유회사

에서 프랜차이즈하는 주유소를 임차하려 하였는데, Esso 회사는 

Mardon에게 Eastbank Street에 있는 위 주유소의 처리량이 1년당 20

만 갤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Mardon에게 고지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이미 위 주유소와 중심가와 직접 연결되는 길이 없다는 점을 

포함한 도시계획을 결정한 상태였고, 따라서 소비자가 더 적을 것이었

다. 그리고 Esso 회사는 위 도시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계산에 

넣지 않고 위와 같은 석유 처리량을 예상한 것이었다. 위 잠재적인 석유 

처리량에 관한 피고의 잘못된 예상을 기초로 이에 유인되어 주유소 임차 

계약을 체결한 Mardon은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1964년부터는 Esso

와 더 낮아진 차임으로 협의하였지만 역시 손실이 계속되었다. Esso는 

66) [1966] 1 Q.B. 764

67) 1893년 물품매매법(The Sales of Goods Act) 26(1)조 53항에는 집행영장에 대

해 고지받지 못한 매수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위 조항은 본건의 강제집

행영장(writs of fieri facias)에는 적용되지 않는 결과, 피고는 캐러밴에 관한 권

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 것이다.

68)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그 소송비용이 손해액에 포함된다는 취지이다.

69) [1976] EWCA Civ 4, [1976] Q.B. 801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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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don을 상대로 위 주유소에 대한 점유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Mardon은 반소로써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negligent 

misrepresentation) 또는 그 예상치 산정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

는 점에 대한 보장 조항 위반(breach of a warranty)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에서는 Mardon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964

년 낮아진 차임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발생한 손해로 한정

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Mardon이 그가 주유소의 점유를 포기하기까지 

입은 모든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고가 새로운 임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손해에 관하여, 항소법원은 원고가 그 새로운 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경감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 합리적인 행동이

었고 그가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은 손

해배상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 3 관 손해경감의 원칙의 적용범위

  1.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그 발생 근거가 구분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전보배상(compensatory damages) 개념에 따른 손해배상

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채무불이행 사안에서는 당해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있었을 상태로 만드는 것(즉, 이행이익의 배상)이 전보

배상의 내용이 될 것이고, 불법행위 사안에서는 당해 불법행위가 없었다

면 피해자가 놓였을 상태로 만드는 것이 전보배상의 내용이 될 것이다. 

손해경감의 원칙은 전보배상에 대한 제한으로서,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물론이고 불법행위의 경우도 배상책임의 제한원리로 동일하게 작용한

다.70) 물론 합리적인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관계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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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무불이행 사안과 그렇지 않은 불법행위 사안에 있어 달라질 수 있

지만, 원칙의 적용 자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예컨대, McAuley v London Transport Executive 사건71)을 비롯

한 신체침해 사안은 모두 불법행위 사안으로서 손해경감을 위한 수술의

무가 문제되고 있으며, Anderson v Hoen The Flying Fish 사건72)과 

같이 선박 충돌이라는 불법행위 사안에서 손해경감조치로서 충돌 이후 

구조조치에 응할 의무가 문제된 사건 등을 보면, 불법행위 사안에서도 

손해경감의 원칙이 손해배상액 제한의 일반원리 중 하나로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특수문제

    가. 문제의 소재

    손해경감의무와 관련된 특수문제로서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문제가 

있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 전에 이미 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확정

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인데, 이때 우리나라73)는 물론이고 영국74), 미

국75), 독일76), 국제물품매매협약(CISG)77) 등 여러 법제에서 곧바로 

70) Andrew Burrows, 『Remedies for Tort and Breach of Contract』3rd ed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32, pp.73-76, p.122 참조

71) [1957] 2 Lloyd's Rep. 500

72) [1865] 3 Moo PCCNS 77

73)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74) 영국, 미국에서의 이행기 전 이행거절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하 판례 소

개부분 참조.

75) 1932년에 미국법협회(American Law Institute)는 ‘계약의 제1차 리스테이트먼

트’(the 1st Restatement of Contracts)를 제정했는데. 이는 계약에 관한 판례를

정리해서 미국 계약법의 입장을 표준화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 제1차 리스테이

트먼트는 이행기 전 이행거절이 있는 때에는 약속자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도 수약자에게 즉각적 제소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Restatement 제318조. 신창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재연합협약에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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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동시에 채권자는 이행기까지 

기다려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이행기 전의 이행

거절에 직면한 채권자가 본래 급부청구를 고집할 수도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곧바로 가능한 것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조기에 대체거래책을 마

련하거나 자신의 이행을 정지하는 등 손해 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이행기 도래 전부터 요구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채무자

가 확정적으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행기까지 무작정 기다

리거나 자신의 채무를 일방적으로 계속 이행할 것이 아니라 이행거절 당

시부터 이행 정지와 같은 손해경감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

이다. 결국 이는 이행기까지의 급부이익 보호와 손해경감의무의 충돌 문

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법에서는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의 경우 채권자가 

곧바로 손해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영

국법에서는 이행기 전에 이행거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행기까

지 자신의 급부를 계속 이행하면서 상대방에게 본래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여 손해경감의무에 의한 급부청구의 제한이 인정되지 않

고 있다. 이는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을 당한 채권자가 그 계약위반을 곧

바로 받아들일지 이행기까지 본래급부의 이행을 관철할 것인지 여부를 

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제83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

원 (2016) pp.285-286 참조.

76) 독일법은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행거절의 피해자에게 구제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프랑스법보다 상당히 전향

적이다. 이행거절의 경우 피해당사자는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를 위하여 즉각적

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K. Zweigert & H. Kotz, 『An Introduction to

Comparative Law』Vol. 2 (Weir trans., 1977) p.166 및 신창섭, “국제물품매매계

약에 관한 국재연합협약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에 관한 연구”, 『고려법

학』제83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pp.299-300 참조.

77) CISG 제72조는 계약상대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즉시 계

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그 경우 손해배상도 즉각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자세한 논의는 신창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재연합협약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에 관한

연구”, 『고려법학』제83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pp.300-3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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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소위 선택이론(election theory)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78)

    나. 영국의 판례

     1) 이행기 전 이행거절 법리의 형성

    영국 법원은 1853년 Hochster v De la Tour 판결79)에서 처음으

로 이행거절이 이행기 전이라도 계약위반이 될 수 있고, 곧바로 손해배

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피고가 원고를 여행의 수

행원으로 1852. 6. 1.부터 3개월간 고용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5. 11. 원고를 고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한 데 대하여, 원고가 

자신의 고용계약상 의무 이행기인 위 1852. 6. 1. 전인 같은 해 5. 22. 

피고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대

하여 법원은, 이행거절을 당한 당사자에 대하여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

인지 혹은 이행기까지 기다릴 것인지 선택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피해당사자에게 유익하면서 이행거절을 행한 당사자에게 불이익

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선택권 부여에는 피해당사자의 조기 대응을 인정함으로써 손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실질적인 고려도 포함되어 있음을 위 

판결을 통해 엿볼 수 있어서, 동 판결은 손해경감의무의 관점에서도 의

78) 선택이론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배성호,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과 채권자의 손

해경감의무”, 『한국부패학회보』제17권 제1호 (2012), pp.159 -173; 류진아, “이

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p.80-89 등 참조.

79) Hochster v. De la Tour (1853), 2 E. & B. 678, 118 Eng. Rep. 922; 위 판결을

소개한 다른 국내 문헌들로는 『민법주해(IX): 채권(2)』, 박영사 (1995) p.312

(양창수 집필); 김상용, “이행거절의 법적처리에 관한 기본고찰”, 『법학연구』제

20권 제1호 (2010) p.5; 배성호,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과 채권자의 손해경감의

무”, 『한국부패학회보』제17권 제1호 (2012) p.154; 류진아, “이행기 전 이행거절

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p.4-5 등이 있다.



- 35 -

의가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80)

    다음으로 Frost v Knight 판결81) 또한 이행기 전 이행거절이 문제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남성인 피고가 여성인 원고에게 피고의 부친이 

사망한 후에 원고와 혼인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피고 부친이 사망하기 전

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혼인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사안이

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원고를 상대로 계

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이 앞서 

본 Hochster 사건과 비교할 때 이행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위 Hochster 사건의 법리를 그대로 적

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Danube & B. S. Railway & K. Harbour Co. v Xenos 판

결82)은 원고들이 철도 차량, 시설 및 원자재 등을 피고의 배로 운반하

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이행기 도래 전에 피고가 두 차

례에 걸쳐 계약의 존재를 부인하고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사안이다. 이에 원고는 제3자와 위 해당 상품들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당초 계약 이행일에 상품을 수송할 준비가 되

80) 가만히 있으면서 무용하게 될 것이 분명한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다른 고용주를

선택할 자유를 가짐으로써 손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취지이다. 해당 원문은 다

음과 같다. “...(전략)... Thus, instead of remaining idle and laying out money in

preparations which must be useless, he is at liberty to seek service under

another employer, which would go in mitigation of the damages to which he

would otherwise be entitled for a breach of the contract....(후략)...”

81) Frost v. Knight (1872), L. R. 7 Ex. 111 (Exchequer Chamber); 위 판결을 소

개한 다른 문헌들로는 『민법주해(Ⅸ): 채권(2)』, 박영사 (1995) p.312 (양창수

집필); 배성호, “이행기 전 이행거절과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 『한국부패학회

보』제17권 제1호 (2012) p.155; 류진아,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6 등이 있음.

82) Danube & Black Sea Railway & Kustendjie Harbour Company (Limited) v.

Xenos (1863) 13 CB(NS) 825, 143 Eng. Rep. 325 (Exchequer Chamber); 위 판

결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류진아,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p.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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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원고에게 통지하자, 원고는 이미 다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고지

한 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다. 여기에서 법원은, 피고

가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때 원고가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

약위반에 기한 소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받았고, 피고가 이행일에 이행거

절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원고가 이미 피고와의 계약을 대체

할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철회는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들

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이행기 전 이행거절과 손해경감의무

    앞서 언급한 선택이론의 의의는,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의 경우 그 

피해당사자가 이를 계약위반으로 간주하기로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위반

이 되고, 특히 손해경감의무와 관련해서 이행거절의 피해당사자가 그 이

행거절을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선택할 경우 계약의 구속력이 

여전히 유지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선택이론에 따르면 피해당사자는 상

대방의 확정적 이행거절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구속력을 유지시

켜 자신의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고 반대급부를 그대로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바, 결과적으로 손해경감의무가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다.

    영국법에서는 위와 같은 선택이론에 따라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까지 기다려 본래의 급부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83) 이러한 원칙적 취지의 판결로는 White & Carter 

(Councils) Ltd. v McGregor 판결이 있다.84) 쓰레기통 납품업자인 원

고는 주차장 경영회사인 피고와 3년간 쓰레기통에 피고 회사 광고를 부

83) 구승모,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상의 이행거절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92-93; 신국미, “이행기전의 이행

거절과 채무자의 책임”, 『경영법률』제24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4)

p.690; 류진아,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17) p.83

84) [1961] UKHL 5, [1962] AC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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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기로 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는 자신의 광고가 

쓰레기통에 부착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위 계약을 취소한다고 원

고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통지를 받을 당시 계약 이행을 위한 

어떠한 행동에도 착수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계약의 취소를 거절하고 계

약대로 이행을 완료한 뒤 피고에 대하여 약정금액을 청구하였다. 이 사

건에서,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정지할 의무 없이 이

행을 완료하고 본래 급부청구를 그대로 할 수 있는지, 즉 선택이론의 인

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귀족원(House of Lords)은, 원

고가 피고의 이행거절을 수락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원치 않는 계

약을 원고가 이행함으로 인하여 시간과 돈이 낭비된 것’이 안타깝다 하

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본래 급부의 이행청구인 이

상 손해경감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

였다.85)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택이론에도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이라는 기준에 의한 제약을 가하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하

였다. Attica Sea Carriers Corp v Ferrostaal Poseidon Bulk 

Reederei GmbH (The “Puerto Buitrago”) 사건86)에서 원고와 피고

는 벌크선 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용선자인 피고는 용선료 

지급채무와 함께 선박을 반환하기 전 선박을 수리하여 반환할 채무를 부

담하였는데, 선박이 파손되었고 선박의 수리비용이 선박의 가치보다 고

액이었으므로 선박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반환하였다. 이에 원고는 약

정에 따라 선박을 수리한 후 반환하라고 하며 수리시까지 선박 수령을 

거절하고 해당 기간동안의 용선료를 청구하였다. 원심에서는 원고의 주

장에 따라 피고가 선박을 수리할 때까지 원고가 용선료를 청구할 수 있

85)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손해 경감에 실패하였으므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는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는 1인의 반대견해가 있었다.

86) [1976] 1 Lloyd's Re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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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으나, 항소법원은 위 계약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충분

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고 원고가 손해배상청구 대신 선박 수령을 거절

하면서 용선료를 계속 청구할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이 

없다고 하여 항소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미국의 판례

     1) 이행기 전 이행거절 법리의 형성

    미국에서 이행기 전 이행거절 법리에 관한 판례로는 먼저 Dingley 

v Oler 판결을 들 수 있다.87)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모두 얼음 판매

업자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에게 남은 얼음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

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얼음을 매수하면서 다음 해 같은 양의 얼음으

로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 피고가 얼음을 인도해야 

할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 얼음 가격(톤당 5달러)이 당초 원고로부터 얼

음을 매수할 때(톤당 50센트)에 비해 10배가 되자, 피고는 얼음의 선적

을 거절하면서 당초 매수 당시 가격(톤당 50센트)을 현금으로 지불하거

나 얼음이 그 가격이 되었을 때 인도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통지가 이행을 거절한 것이라고 보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Circuit Court)은 손해

배상을 인정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피고의 위 의사표시가 최종적이고 

명백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이행거절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행기 전 

이행거절이 주요 쟁점으로서 문제된 사안이었다.

87) Dingley v Oler 117 U.S. 490 (1886); 이에 관한 소개로는 류진아,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p.8-9 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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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미국에서는 Roehm v Horst 판결88)을 통하여 이행기 전 이

행거절의 법리가 수용되었다. Horst 형제는 Horst Brothers 농장에서 

수확한 홉을 Roehm에게 5년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4개 체결하였

는데, 첫 번째 계약기간 진행 중 위 Horst Brothers 농장이 해체되었

고, Horst 형제는 이 사실을 Roehm에게 통지하였다. 그러자 Roehm은 

이를 곧바로 계약 종료로 간주하고 Horst 형제의 급부 수령을 거절한 

다음 나머지 3개 계약에 대하여도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Horst는 Roehm을 상대로 4개 계약 전체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위 Roehm의 이행거절이 위법하

다고 보면서, 이행기 도래 후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한 첫 번째 계약에 대

해서는 물론이고, 이행기 도래 전인 나머지 3개 계약에 대하여도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을 역시 인정하였다. 위 판례에서 연

방대법원의 Fuller 대법관은 앞서 소개한 영국의 Hochster v De la 

Tour 사건89), Frost v Knight 사건90), Danube & B. S. Railway & 

K. Harbour Co. v Xenos 사건91) 등을 언급하면서 이행기 전 이행거

절이 계약위반이 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는데, 이후 위 법리는 미국 

전반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2) 이행기 전 이행거절과 손해경감의무

    이행기 전 이행거절이 손해경감의무와 관련해서 문제된 미국의 판례

로는 대표적으로 Rockingham County v. Luten Bridge Co. 판결을 들 

수 있다.92)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건설회사인 원고에게 다리 건설계약

88) 178 U.S. 1 (1900)

89) (1853) 2 E. & B. 678

90) (1872) L. R. 7 Ex. 111 (Exchequer Chamber)

91) (1863) 13 CB(NS) 825

92) 35 F.2d 301 (4th Cir. 1929); 이에 관한 소개로는 배성호, “이행기 전의 이행거

절과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 『한국부패학회보』제17권 제1호 (2012) p.162;

류진아,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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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주하였다가 얼마 되지 않아 원고에 대하여 다리 건설을 중지할 것

을 통지하였다. 위 통지 당시에는 다리 건설을 위한 작업이 거의 이루어

지 않은 상태였는데, 원고는 위 통지에도 불구하고 다리 건설을 계속한 

뒤 계약금액 전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결국 피

고의 계약위반 책임이 공사 중지 통지시까지의 손해에 한정되느냐 계약

금액 전액에 미치느냐가 쟁점이 되었는바, 결국 이는 이행기 전 이행거

절이 있은 데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이행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

의 급부를 모두 이행한 후 반대급부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즉 손해

경감의무의 관점에서 선택이론이 제한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다. 이

에 대하여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The 4th Circuit)은, 계약 이행이 완

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 당사자로부터 자신의 급부이행을 거절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이행 중지를 요청하는 이행거절의 통지가 있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무용한 이행을 계속함으로써 손해를 증가시켜

서는 안 되고, 더 이상의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경감할 의

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93) 이에 따르면 이행거절의 상대방은 당초 계

약에도 불구하고 급부이익을 더 이상 관철하지 못하고 손해경감의무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행을 중지할 책무가 그 상대방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

이다. 이는 손해경감의무의 개입으로 선택이론이 부정되는 결과가 되고, 

그러한 면에서 영국의 White & Carter (Councils) Ltd. v McGregor

판결94)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미국 통일상법전(UCC) 및 제2차 계약 리스테이트먼트95)

(2017) pp.86-87 등이 있다.

93) "When the county gave notice to the plaintiff that it would not proceed with

the project, plaintiff should have desisted from further work. It had no right

to pile up damages by proceeding with the erection of a useless bridge"

94) [1961] UKHL 5, [1962] AC 413

95) 이행거절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류진아,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연구”, 서

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p.11-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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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통일상법전(UCC, Uniform Commercial Code)는 미국법률협

회(American Law Institute)와 미국통일주법제정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가 1977년 

상거래에 대한 모델 법안으로서 제정한 것이다. 1977년 UCC 제2-610

조는, 일방의 이행거절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commercially reasonable time)’ 동안 이행거절 당사자의 이행

을 기다릴 수 있으며, 자신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행거

절에 대한 피해당사자의 선택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하여, 계약위반의 피해당사자에게 대체거래의 가능

성이 인정되고, 그 결과 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알게 된 이후 확대된 손해

는 대체거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던 손해로 취급되어 그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UCC 제2-710조 제2항, 제2-715조 제2항 

(a)].96)

    개정 전 UCC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계약위반을 

안 때’로 정하고 있었는데97), Trinidad Bean and Elevator Co. v 

Frosh 사건에서 그 의미가 이행거절시인지 본래의 이행기인지 여부가 

96) UCC 제2-710조(매도인의 우발적, 결과적 손해)

(2) Consequential damages resulting from the buyer's breach include any

loss resulting from general or particular requirements and needs of which the

buyer at the time of contracting had reason to know and which could not

reasonably be prevented by resale or otherwise.

UCC 제2-715조(매수인의 우발적, 결과적 손해)

(2) Consequential damages resulting from the seller's breach include

(a) any loss resulting from general or particular requirements and needs of

which the seller at the time of contracting had reason to know and which

could not reasonably be prevented by cover or otherwise.

97) 2003년 개정되기 전 UCC 제2-713조

(1) ...(전략)... the measure of damages for non-delivery or repudiation by the

seller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when the buyer

learned of the breach and the contract price together with any incidential and

consequential damages provided in this article, but less expenses saved in

consequence of the seller's 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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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되었다.98) 1988. 4. 원고 Trinidad 회사는 피고 농부 Frosh로부터 

1988년 수확기 말에 강낭콩을 100파운드 당 16달러에 구입하기로 계

약하였는데, 1988. 5. 강낭콩의 가격이 위 계약가격과 같아지자 Frosh

는 계약 이행을 거절하였다. 그 후 가뭄으로 인해 강낭콩 가격이 100파

운드 당 16달러(1988. 5.)에서 37달러(이행기인 1988. 10. 중순 수확

기)까지 상승하였고, Trinidad 회사는 결국 100파운드 당 36달러

(1988. 9. 하순경)에 다른 공급자로부터 강낭콩을 구입하였다. 그 후 

Trinidad 회사는 Frosh를 상대로 계약위반(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손해

배상청구를 하였는데, 1심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점이 ‘이행거

절시’임을 전제로 이행거절 당시 계약가격이 시장가격과 같음을 이유로 

원고 Trinidad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후 Trinidad 회사는 손해

배상액 산정 기준시점이 ‘본래의 이행기’임을 전제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또한 아래와 같은 논거로 1심과 마찬가지로 ‘계약위반을 

안 때’의 의미를 ‘이행거절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항

소를 기각하였다. 첫째로, UCC 제2-610조를 보면, 일방의 이행거절이 

있는 경우 피해 상대방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거절 당사

자의 이행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이 조항에 따르면 이행거절

이 있는 경우 피해당사자가 본래의 이행기까지 만연히 기다릴 수는 없다

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이행거절시가 의미가 있고 본

래의 이행기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관점에서 피

해당사자로 하여금 본래의 이행기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UCC 이

전의 법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이러한 사안에서 본래의 이행

기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 피해당사자에게 과잉배상을 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CC 제2-712조 제1항을 

보면 매도인의 이행거절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비합리적인 지연 없이 대

체물을 구입(cover)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98) 494 N.W.2d 347 (Neb. Ct. App.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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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시를 본래의 이행기가 아니라 이행거절시로 

본다는 것은 피해당사자가 이행거절 이후 시가 상승 등으로 확대된 손해

를 배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손해경감의무의 개입으로 선택이론

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보는 미국 판례법의 입장과 같다. 그리고 선택이

론 및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이러한 태도는 미국에서 1981년 발표된 제

2차 계약 리스테이트먼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99) 다만, 첫 번

째 논거와 관련해서는 UCC 제2-610조에 따라 이행거절의 상대방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이행거절 당사자의 이행을 기다릴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이 2003

년 UCC 개정에 반영되어 개정 UCC 제2-713조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를 ‘피해 매수인이 이행거절을 알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로 규정하고 있다.100)

    마. 소결

     1) 급부 이행청구권과 손해경감의무, 급부이익의 보호와의 관계

    먼저, 영국과 미국 둘 다 손해경감의무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법제

이지만 그 안에서도 급부이익 보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손해경감의무의 

관철 정도가 달라짐을 볼 수 있다. 특히 영국의 White & Carter 

(Councils) Ltd. v McGregor 판결101)과 미국의 Rockingham County 

99) 제2차 계약 리스테이트먼트는 채무자의 ‘이행보장’에 관하여 UCC 제2-609조와

약간의 차이점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본고에서의 검토 범위에서는 특별한 차이

가 없다. 류진아,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17) pp.18-20 참조.

100) 개정 UCC 제2-713조 (1)(b)

‘the measure of damages for repudiation by the seller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ket price at the expiration of a commercially reasonable time

after the buyer learned of the repudiation ...(중략)... and the contract price ...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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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Luten Bridge Co. 판결102)이 이러한 국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판례

이다. 영국의 판례를 보면, 이행의 착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상대방의 이행거절에도 불구하고 본래 약정된 

채무를 계속 이행하고 약정 급부 전체를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이

러한 원칙적 태도의 배경에는 손해경감의무가 문제되는 손해배상의 영역

과 손해경감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본래 급부청구의 영역을 준별하는 사

고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본래의 급부이익에 대한 강

한 보호와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미국의 판례나 UCC의 

태도를 보면, 일단 계약이 체결되어 약정된 급부에 대한 이익이 있다 하

더라도 일방 당사자의 이행거절이 있게 되면 그 즉시 손해경감의무가 개

입되어 그 후의 피해당사자의 계속 이행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됨이 

원칙이다. 그 결과 본래 급부청구의 영역에서도 약정 급부 전체를 청구

할 수는 없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는 본래 급부청구의 영역에도 

손해경감의무가 개입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영국에 비해 

본래의 급부이익에 대한 보호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면 손해경감의무의 관철 정도는 급부이익의 보호 정

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물품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이나 공사계약에서 수급인의 경우 등을 보면 본래 급부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금전지급청구의 형태를 띠게 되어, 본래 급부청구에는 손해경

감의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정당한 이익’ 기준을 도입하여 피해

당사자가 무용한 이행을 계속하고 본래 급부 전체를 청구하는 것을 제한

하는 근래의 영국의 태도는 이러한 의문점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인

다.103) 영국에서 ‘정당한 이익’에 관한 판례가 축적되는 것은, 손해경

101) [1961] UKHL 5, [1962] AC 413; 본고 36-37면 참조.

102) 35 F.2d 301 (4th Cir. 1929); 본고 39-40면 참조.

103) 이러한 의문점은 이행기 전 계약위반에 대한 CISG의 태도와 그에 대한 학설

논쟁에서도 드러나는데, 이에 관하여는 아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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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무의 적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본래 급부이익의 관철이라는 관점

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법 변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2)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기와 손해경감의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와 손해경감의무의 작용시기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엄밀히 따져보면 앞서 본 미국의 Rockingham County 

v Luten Bridge Co. 판결104)은 손해경감의무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결

이고, UCC 개정 전의 Trinidad Bean and Elevator Co. v Frosh 판

결105)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기에 관한 판결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

수록 손해가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

기가 특정 시점으로 정해지게 되면, 실천적으로 피해당사자는 그 시점까

지는 상대방의 이행을 기다리면 되고 특별히 손해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

할 필요가 없으며, 늦어도 그 시점까지 대체거래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

하면 모든 손해를 배상받게 된다. 결국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기는 일

반적으로 손해경감의무의 발생 시기가 된다.

    앞서 살펴본 2003년 개정 UCC 제2-713조의 제정 경위를 보면, 

손해경감의무와 관련하여 이행거절의 상대방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이행거절 당사자의 이행을 기다릴 권리를 규정한 제2-610조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기를 ‘이행거절을 알고 상업

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로 정함으로써 종전 Trinidad 

Bean and Elevator Co. v Frosh 판결의 입장을 입법적으로 수정하였

다. 이처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기에 관한 논의는 피해당사자에게 손

(CISG) 부분(71면 이하) 참조.

104) 35 F.2d 301 (4th Cir. 1929)

105) 494 N.W.2d 347 (Neb. Ct. App.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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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감의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고찰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기에 관한 다양한 판례들이 있

고 어느 정도 입장이 확립되어 온 상태인데, ‘손해경감의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판례들이 피해당사자

에게 요구되는 적정한 손해경감의무의 수준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여 형

성된 것인지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제3장에서 더욱 자

세히 논의해 볼 것이다.

  

제 4 관 손해경감의 원칙의 논리적 근거

    앞에서는 영미법에서 손해경감의 원칙이 확고한 법원칙임을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그 구체적 내용 및 판례 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손

해경감의 원칙에 대하여 계속 고찰하다 보면, 아무런 잘못 없이 타방의 

채무불이행(또는 불법행위)의 피해만을 입은 채권자가 해당 사건으로 자

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스스로 경감해야 할 책무를 어떠한 이유

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 있다. 특히 기본적으

로 손해경감의 원칙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대다수가 생각하는 우리 법체

계의 시선에서 보면 더욱 그러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영미

법 학계에서는 아래와 같은 논리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106)

  1. 인센티브의 문제

106) Solene Rowan,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1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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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경감의 원칙이 피해를 입은 채권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후

생(welfare)에 책임을 지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채무불이행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있는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

을 막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피해자에게 손해경감의무가 없다

면, 피해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어차피 다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에 대하여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

해 쉽게 막을 수 있는 손해까지 막지 못하여 손해액이 비효율적으로 커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는,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방

향으로 현상이 흘러갈 수 있다 하여 반드시 피해 채권자의 법적 책무를 

창출하는 형태로 법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 즉 법적 책무 부과의 필연성

을 논증하기에는 부족하다.

  2. 사회적 차원에서 자원의 낭비 방지

    그리하여 1항과 비슷한 맥락에서, 법의 목적은 사회적 비용 감소에 

있고, 따라서 ‘공동체 전체의 경제적 후생과 번영’을 보호하고 유지하

는 것이 법의 역할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저해하는 활동들은 법

의 차원에서 억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있다. 이는 특히 법경제학 이론

가들에 의하여 주로 제시되는 설명이다. 위 전제 하에서 보면, 더 적은 

비용으로 어렵지 않게 더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은 관련 

당사자들이 어떻게든 손해를 방지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구성되어야 한

다. 그리고 비록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채무불이행자 또는 불

법행위자에 의해 일어나지만, 손해 자체는 피해를 입은 채권자의 지배영

역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에 비하여 피해 채권자가 손

해를 경감하거나 그 확대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데 훨씬 적은 비용

이 들 것이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법은 피해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손

해경감조치를 취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피해 채권자가 

손해경감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만일 그가 합리적인 손해경감조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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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자체를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건대, 1항과 2항 모두 다분히 공리주의적인 논증으로서 

이들만으로는 공리주의의 근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인다. 위의 

논증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법이 그러한 방향으로 개인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배분할 

수 있음(더 나아가 그렇게 배분하여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

회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점만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의무부담을 그대로 

정당화할 수는 없고, 공평관념이나 정의관념 등에 비추어 의무를 부담하

는 측의 손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추가로 고찰해야 할 것이다. 실제

로 영미법 학계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덕적’정당화근거로서 손해경감의무가 이타적 의무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견해와 공평관념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이

들은 아래에서 더 상술하고자 한다.

  3. 이타적 의무(Altruistic Duty)

    Charles Fried는 ‘이타주의(altruism)’가 손해경감의무의 도덕적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107) 그에 따르면 손해경감의무는 일종의 ‘착

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같은 것인데, 약속자(promisor)와 수약자

(promisee) 간에는 두 사람을 낯선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웃에 가깝도록 

하는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뢰관계로부터, 

‘자신에게 손실이나 위험이 거의 없이 상대방을 중대한 손실로부터 구

할 수 있을 때’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107) Charles Fried, "The Convergence of Contract and Promise", 120 Harvard

Law Review. F. 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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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d는 손해경감의무가 법적 의무임을 여러 단계를 거쳐 논증하고 

있는데, 결국 그 논리전개의 핵심은 손해경감의무를 일종의 도덕적 성격

의 의무로 보고 그러한 도덕적 의무의 발생근거를 약속자와 수약자 간의 

신뢰관계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하여는, 채무자(약

속자)의 책임 제한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채무자의 책임이 왜 하필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대안을 취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으로 제

한되는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108)

    그리고 생각건대 손해경감의무를 도덕적 의무라는 관점에서 보는 이 

견해에는 몇 가지 난점이 더 있다. 먼저, 1)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신뢰관계를 생각하기 어려운 불법행위에서의 손해경감의 원칙을 설명하

기 어렵다고 보인다. 불법행위의 경우 사전에 신뢰관계를 상정하기란 불

가능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 하여 갑자기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신

뢰관계가 생겨났다고 보거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위한 ‘이

타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

무불이행 사안의 경우에도,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종전에 존재하였

던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신뢰가 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채무불이행과 함께 손해경감의무의 존재 기초가 사라지게 된다. 

3) 그리고 채무불이행을 범한 채무자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럼에도 채권자에게 손해경감의무라는 ‘도덕

적 의무’를 여전히 부과할 수 있는지 난점이 있다. 그러한 질문에 부딪

히면, 결국 채무 이행이라는 다분히 경제적인 활동을 ‘도덕’이라는 잣

대에 따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손해경감의무의 적용 여부를 논하여야 하

는데, 이는 ‘채권채무’제도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논의가 될 수 있다.

108) George Letsas and Prince Saprai, "Mitigation, Fairness and Contract Law",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Contrac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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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평관념(Fairness)

    다른 견해로는, 피해당사자의 손해경감의무가 공평관념에서부터 도

출된다는 견해가 있다. 피해당사자가 쉽게 회피할 수 있었던 손해를 회

피하지 않고 확대된 손해를 그대로 배상받게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한다는 

것이다.109)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피해당사

자에게 주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권리도 결국 법이 인정한 것이어

서, 그 내용은 사회 전체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당사자가 손해 발생 후에 비합리적일 정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이 일단 발생한 손해 전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다면, 이는 사회 전체의 복리를 해할 뿐 아니라 채무자

에게 ‘채권자의 게으름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될 것이다. 공평관념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하

여 공유되는 것이므로, 앞서 본 ‘이타적 의무’의 관점과 달리 채무자

와 채권자 사이에 신뢰관계와 같은 특정한 관계를 미리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론상 강점이 있다.

제 3 절 기타 법제들에서의 손해경감의 원칙

제 1 관 프랑스의 태도

  1. 일반론

109) George Letsas and Prince Saprai, "Mitigation, Fairness and Contract Law",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Contrac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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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법은 이미 회피된 손해에 관하여 그 배상을 부정함으로써 과

잉배상의 방지를 꾀한다는 점에서는 영국법과 유사하지만,110) 피해당사

자가 손해 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적극적인 의무가 없다고 

보는 점에서(즉, 적극적인 손해경감의무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영국법과 구별된다.111)

    프랑스법에서는, 일찍이 Domat112)이나 Pothier113)와 같은 법학자

들의 개념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성문화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손해경

감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성문화 이후에도 아직까지 민법에는 일반원칙으로서 손해경감 원칙이 규

정된 바 없고, 리스, 보험, 국제물품매매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만 부분적

으로 손해경감 원칙이 적용될 뿐이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민법에 규

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해경감을 위한 조치를 명백하게 취

하지 않은 사안에서 손해경감 원칙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항

변으로 빈번히 제시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손해경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프랑스 법원은 여러 법

원칙을 동원하여 대응해왔는바, 이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들을 살펴보

고, 이어서 불법행위 피해자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110) B Nicholas, 『French Law of Contract』2nd edition, Clarendon Press:

Oxford (1992) pp.231-232; Solene Le Pautremat, "Mitigation of Damage: a

French Perspective", 55(1),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2006)

p.206; 위 S Le Pautremat의 논문에서도 이를 과잉배상금지의 관점에서 설명하

고 있다.

111) Solene Le Pautremat, "Mitigation of Damage: a French Perspective", 55(1),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2006) p.205; 이러한 태도는 특히

불법행위에 관하여 손해경감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한 프랑스 파기원의 두 판결에

서 잘 드러난다. 위 두 판결에 대하여는 본고에서 이하 3.항에서 소개한다.

112) J Domat, 『Les lois civiles dans leur ordre naturel』vol 1, Rollin et fils:

Paris (1745) p.162

113) R Pothier, 『Traite ́ des obligations』vol 3, Debure, Rouzeau- Montaut:

Paris, Orleáns (1764)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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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항소법원의 판결들

    먼저, 불법행위(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인해 그의 사

업을 여러 달 동안 휴업하였던 사안에서 Montpellier 항소법원은,114)

영업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 전체가 이 사건 사고의 필연적인

(inevitable)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지적 능력 및 경영 역량을 회복하자마자 그의 부재 중 그

를 대신할 다른 직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재개했어야 했다는 이유에서 나

온 결론이었다. 이 사례는 영국에서 손해경감 원칙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프랑스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건 중 ‘인과관계(causal link)

의 필요’라는 측면에서 평가된 사례로 볼 수 있다.115) 그리고 몇몇 신

체침해 사안에서, 피해당사자가 최소한의 위험으로 그의 상태를 호전시

킬 수 있는 의학적 치료나 가벼운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것이 피해자 

측의 과책(faute de la victime)이라고 판단되고, 그것이 피해당사자의 

배상 인용액을 경감시키는 근거로 설시된 바 있다.116) 또한 Versailles 

항소법원은,117) 계약위반으로 하자 있는 상품을 공급받은 상인은 대체

적 차선책을 찾음으로써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제한했어야 했다고 설

시하면서, ‘원격성(遠隔性)의 원칙'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의 제한이라

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였다. 위와 같은 손해경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들은, 계약이 실행되어 계약위반행위가 회복불

114) Court of Appeal of Montpellier 9 Dec 1965, D 1967, 477

115) Barry Nicholas, 『French Law of Contract』2nd edition, Clarendon Press:

Oxford (1992) pp.231-232

116) Cass Crim 3 Jul 1969, JCP 1970.Ⅱ.16447; Cass Crim 30 Oct 1974, D

1975.178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Civ (2) 19 Mar 1997, RTD civ

1997.675 판결도 있으며, 위 판결은 파기원에서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

느 누구도 수술을 받을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16조 제3항을 근거로

재확인된 바 있다.

117) Court of Appeal of Versailles 26 Nov 1986, Gaz Pal 1987, 2,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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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된 시점에 양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로 간주되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본래 채무의 이행청구 사안에서 손해배상액을 

경감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원용되기도 한다. 채무불이행자가 이미 

심각하게 체불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사자가 채무불이행자와

의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약정해제 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안

에서 Paris 항소법원은, 체불상태에 빠진 이후 누적된 채무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118) 그러한 상황에서 계약관계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손해액을 실질적으로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가스회사에 대하여 적정 공기압보다 낮은 공기압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스를 공급받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Paris 항소법원은, 공기압이 적정 기압보다 낮다는 점을 알게 되었을 당

시 가스회사에 곧바로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손해를 경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

상액을 제한한 바 있다.119)

    프랑스 법원들의 이러한 대응들을 근거로 프랑스 민법에도 손해경감

의 원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일부 있으나,120) 이들 대부분이 

파기원이 아니라 하급심인 항소심 법원에서 결정된 것들이고, 수적으로

118) Court of Appeal of Paris 22 Jun 2001, D 2002.843

119) Gatelier v Electricite ́ de France DP 1924.2.143.; Hugh Beale et al., 『Ius

Commune Casebooks for the Common Law of Europe: Cases, Materials, and

Text on Contract Law』, Oxford and Portland, Oregon (2010) pp.1019-1020을

참조하였다.

120) 예컨대, Anne Michaud, "Mitigation of Damage in the Context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Revue Generale de Droit, vol. 15, Issue 2 (1984) p.311

을 보면, 손해경감 개념이 민법상 직접손해(dommage direct)와 회복가능한 피해

(prej́udice reṕarable) 개념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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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적으며 서로 제각각 다른 법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결정들이라는 점

에서 위 몇몇 대응들만으로 프랑스 민법에 손해경감의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위 사례들을 보면 

영미법에서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판례들만큼 세부적으로 정제된 설시

를 한 사례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한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아래에서 살펴보는 파기원의 

두 판결까지 종합하여 살펴보면, 현행 프랑스 민법에서 손해경감의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두 판결

    가. 판결 요약

    손해경감 원칙이 존재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여러 개별 하급심 판례

들을 상급심을 통해 법리적으로 적절히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2003. 

6. 19. 파기원에서 내려진 두 결정들에 의해 일단락되었다. 위 두 사건

들에서 법원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자신의 손해를 경감할 것을 기대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백하게 설시하였다. 위 판례들은 모두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그 근저에 깔려있는 논리구성

을 보면 손해경감 원칙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계약법에도 그대로 유효할 

수 있음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첫 번째 사건은,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정신장

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사건이었다. Bourges 항소법원은 그녀가 자신

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었던 의학적 조언과 정신병 치료를 거부하였음

을 이유로 전체 손해액 중 일부분의 손해배상만을 인정하였다.121) 그러

121) Bourges 29 Ma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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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기원은,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불법행위자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손

해를 경감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자는 그 사고로 인한 모

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하면서 위 Bourges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122) 의학적 조건을 거절하는 것은 피해자 자신의 특

전이고, 의학적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결정이 부적절할 수는 있

을지언정 과책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건은, 제과점 경영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책임 있는 자동

차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부상을 입은 

사건이었다. 원고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기간 동안 그 제과점은 

휴업하였고, 그가 부상에서 회복되었을 때 이미 그 제과점은 많은 고객

호감도를 잃었으며 설비들도 노후화되었다. Amiens 항소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부재 기간 동안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임시 지배인을 두었어야 

했고 원고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스스로 상황의 

악화를 자초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영업 중단기간 동안의 기회수입이나 

영업 가치 하락분의 배상을 부정하였다.123) 그러나 파기원은, 불법행위

자인 피고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

하면서 위 Amiens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124) 파기원은 제과점

의 가치 하락이나 영업 중단이 피해자의 부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면서 

해당 자동차 사고와 위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는

데, 이 또한 피해자가 불법행위자의 이익에 좇아 자신의 손해를 경감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나. 판결의 논리적 근거 및 해설

122) Civ (2) 19 Jun 2003 (Dibaoui c/Flamand), D 2003.2396.

123) Amiens 4 Nov 1999

124) Civ (2) 19 Jun 2003 (Xhauflaire c/Decrept), D 2003.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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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두 판결은 모두 구 프랑스 민법 제1382조125)에 근거를 두고 있

다. 위 조항은 프랑스 불법행위법의 주춧돌과 같은 조항인데, ‘타인에

게 손해를 야기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신의 과책으로 그 손해가 발

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배상하도록 의무를 지운다.’고 규정하고 있

다.126) 그리고 여기서의 ‘과실’요건과 인과관계, 손해 요건이 모두 충

족되면 통상적으로 전보배상이 따르게 된다. 파기원의 두 결정에서는 위 

구 민법 제1382조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으나, 

법원의 추론의 핵심에는 ‘전부배상(la reṕaration inteǵrale)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전부배상의 원칙의 핵심 내용은 금전적으로 가능한 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놓였을 위치에 놓이도록 

한다는 것인데,127) 파기원은 손해경감의무가 위 전부배상의 원칙과 개

념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자가 해

당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전보배상은 오직 피해자의 객관적 손해에 따라서

만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체 손해와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금액보

다 배상액이 조금이라도 적어지게 되면 이는 완전한 배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강학상 견해들 또한 위 파기원의 판결을 뒷받침한다. 먼

저, 위반자(채무불이행자 또는 불법행위자)가 저지른 당초의 잘못이 그 

후 피해자가 손해 확대 및 누적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논의가 있다.128) 결국 그 손해 자체가 애당초 위반자의 

125) 2016년 개정 전 프랑스민법을 말한다. 현 프랑스민법 제1240조에 해당한다.

126) 명순구 역,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127) Hans Stoll,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Vol. Ⅺ:

Torts, "Chapter 8: Consequences of Liability: Remedie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al Science (2000) p.136

128) H. Muir Watt, "La modeŕation des dommages en droit anglo-ameŕicain",

『Faut-il moraliser le droit francais de la reṕaration du dommage?』 (2002)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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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 제254조(공동과실)

(1)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책이 공동으로 작용한 경우에는 배상

의무 및 배상범위는 제반 사정에 따라, 특히 어느 당사자가 어떠한 범

위에서 주로 손해를 야기하였는가에 따라 정해진다.

책임 있는 사유로 일어난 이상, 그 후 피해자의 태도가 전부배상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스스로 야기한 상

황이 아닌 상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신이 손해 경감을 위하여 투자한 해당 비용이 추후 

전보 가능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미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추가적

인 지출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도 있다.129) 그

리고 피해자에게 손해경감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반자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논의도 있다.130) 또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손

해경감 원칙의 채용 문제를 채권자의 급부이익뿐 아니라 ‘급부를 할 채

무자의 권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손해경감의무가 대체이행의 사법 

유형(faculte ́ de remplacement)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

다.131)

제 2 관 독일의 태도

  1. 관련 조항

129) Civ (2) 19 Jun 2003, Gaz Pal 2003.I.281 (Rosenfeld and Bouzhez)

130) D 2003.2326 (J-P Chazal)

131) J Bell, S Boyron and S Whittaker, 『Principles of French Law』, 2nd

edition, Oxford (2008) pp.354-355

132) 2004년 민법개정위원회 양창수 위원의 번역을 참조하였다. 법무부, 『민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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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과책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아야 했던 것이 아닌 비상하게 높은 손해위험에 대하여 주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것 또는 피해자가 손해를 회피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8조는 이에 준용된다.132)

  2. 독일에서의 손해배상책임 경감과 공동과실

    영미법적 관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경감은 크게, 1) 원고는 그가 회

피해야 할 손해 부분에 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2)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기여과실(contributory fault)’ 혹은 ‘과실(negligence)’

이 손해 산정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배상가능액이 경감되

며, 3)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수약자가 얻은 이득은 그 같은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형량되어 고려된다는 3가지 주된 국면으로 이루

어져있다고 논의된다.133) 독일 민법에서도 원칙 1과 2는 민법 제254조

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영미법에서 말하는 손해경감의 원칙은 기

본적으로 위 1번 원칙을 의미하는데, 영미법에서 손해경감의 원칙이 기

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내지는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 개념과 명백히 구분되어 별개의 법리로서 확고히 발전된 

데 비하여, 독일법에서는 손해경감의 원칙이 비록 민법 제254조 제2항 

1문 후단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공동과실이라는 표제 하에서 규정하

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다음 장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손해경감의 원칙에 관한 내용들을 사실상 민법 제396조 과

실상계의 한 부분으로서 취급하고 있으며 손해경감 원칙에 관한 명문규

정 자체가 없는데, 이와 비교해보면 독일법은 입법적으로 우리 법과 영

편) 개정 자료집』 (2004. 11.) p.612

133) G. H. Treitel,『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Vol. Ⅶ:

Contracts in General, "Chapter 16: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al Science (1983)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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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의 중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일 민법 제254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제1항은 ‘피해당

사자의 어떠한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본래의 의미에서의 공동과실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법에서의 과실상계의 본래적인 의미와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제2항 (제

1문)은 제1항을 적용하는 다른 사안으로서, 비통상적으로 과다한 손해

발생의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와 채권자가 합리적인 손해경감조치

를 취하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우리 민법에서 ‘특별손

해’에 대한 배상 규정인 제393조 제2항과 대응될 수 있다. 그리고 후

자가 본 논문에서 주로 논의하는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독일 민법 제254조의 규정은 그 위치상 채권총칙 부분에 속해있어 

계약 사안와 불법행위 사안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

과책의 항변은 거의 대부분 순수 불법행위 사안들(특히 교통사고 사안

들)에서 제기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계약상 보호의무위반 사

안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 사안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손해경감의무에 관하여, 피해당사자가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책

임 등을 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감경되는 

데 그치는 것이어서, 책무(Obliegenheit)로 볼 수 있다고 한다.134) 손해

경감의무의 책무로서의 실질은 영미법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독일법 

역시 공감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3. 관련 판례

  

134) Sir Basil Markesinis et al., 『The German Law of Contract: A comparative

Treatise』2nd edition, Oxford and Portland, Oregon (2006) p.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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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손가락 수술 사건(RGZ 83, 15, Urt. v. 27. 6. 1913.)

     1)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주장

  1908. 2. 도배업자인 원고는 오른손 약지에 부상을 입고 의사인 피고

에게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피고는 원고의 상처를 석탄산으로 세척한 

후 석탄산 밴드를 12시간동안 붙였다. 그 결과 치료가 성공적이지 못했

을 뿐만 아니라 더욱 장기적인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석탄산괴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그 손가락은 손톱이 없어졌으며, 손

가락 자체도 그 색깔이 붉고 반짝반짝하게 변하고 두꺼워지고 경직되었

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피

고는 원고가 석탄산괴저와 같은 손상을 입었을 경우 당연히 받았어야 했

을 손가락 절단수술을 받음으로써 가동능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

하였다. 전문가들은 해당 손가락 절단수술이 간단하고 안전하다고 증언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손가락 절단수술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원고 스스로 가동능력 감소를 막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손가락 절단수술을 받았더라

면 발생하였을 일실수입 상당액만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손가락 절단수술이 매우 고통스럽고 상당히 위험하여 도배

업자로서의 그의 소득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전문가들도 증

언하는 바와 같이 오른손 전체가 경직될 위험도 있어서, 원고에게 그러

한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

다.

     2) 하급심 및 제국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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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법원은, 상해를 입은 자(피해자)가 그 상해가 치유되거나 완화

될 수 있다는 의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 상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민법(BGB) 제254조에 따라, 1)그 상해를 

치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음을 그 의학적 증례들을 통해 이

미 보여준 치료방법이 존재하고, 2)피해자가 그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3)그가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음을 증명함으로써 항변할 수 있고, 그 

항변이 성립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신이 왜 그 치료방법을 사용하기를 거

부하였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종래의 판례를 인용하였다. 그리

고 법원은, 추가적인 상해나 극심한 고통의 발생 위험이 매우 적고 그 

비용을 다른 누군가가 지불하는 경우라면 해당 치료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근거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책임 있는 자의 이익

에 대하여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 상황에서도 그 방법을 사용하기를 거

부하였을 것인지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설명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제국법원은,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 하

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그 치료를 강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과거의 논의들을 소개한 뒤, 이러한 관점은 피

해자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

다.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 자기결정권을 

단순한 변덕에 따라 혹은 비양심적이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오직 불법행

위자에게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한계를 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제국법원은 결론적으로 원고(피해자)가 일정한 

수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민법 제254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유효한 항변(손해경감의무 미이행의 항변)이 되기 위한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로, 그 수술은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위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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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즉, 그 수술은 예견할 수 없는 정황들이 없는 한 안전해야 

한다.135) 둘째로, 수술은 어떠한 중대한 통증도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가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중대한 통증까지 감수

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그 수술이 원고의 가동능

력에 중대한 향상을 가져온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증언에 따라 증명되어

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적합한 병원에서 전문적

인 의사에 의해 원고가 해당 수술을 받을 것임을 원고에게 보장하거나, 

혹은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비용을 지급하여 원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수술비용은 손해경감조치를 취하는 데 들어간 비용으

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요건일 것이다.

    나. 건축가와 하자있는 건물 사건(BGH NJW 1962, 149, Urt. v. 

7. 5. 1962.)

     1)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건축계약의 채권자(원고)가 건축가(피고)136)를 상대로 지붕 공사상

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137)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그 손실 경감의 방법으로서 먼저 해당 공사

를 실제로 수행한 기술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의무(책무)를 가

지고 있었고, 이를 누락함으로써 피고의 손해를 증가시켰다고 항변하였

다. 결국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의 내용 중에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135) 이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이던 1913년 당시에는, 순수 마취제와 달리 클로로포

름을 사용한 마취제를 필요로 하는 수술은 설령 환자에 대한 초진에 있어 최대한

의 주의를 기울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망의 위험까지 있는 수술로 간주되었다.

136) 실제로는 수급인의 사망 이후 수급인의 배우자가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였지

만, 법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수급인을 피고와 동일시하여

설명한다.

137) NJW 1962, 149. Hugh Beale et al., 『Ius Commune Casebooks for the

Common Law of Europe: Cases, Materials, and Text on Contract Law』,

Oxford and Portland, Oregon (2010) pp.1017-1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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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연방대법원의 판단

    먼저 연방대법원은, 원심이 기술자가 지붕의 하자에 관하여 피고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피고와 기

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전제에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건축계약에서 건

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수급인 또는 하자를 실제 발생시킨 자(이 사

안에서는 건축가가 될 것이다) 중 누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이

전에 건축가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청했어야 했다고 일반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뒤이어 연방대법원은, 위와 같은 선택권의 

행사도 민법 제254조에 내재된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Treu und 

Glauben)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건축가와 기술자가 연대하여 혹

은 각자 책임을 지는 관계가 아니므로, 예컨대 민법 제426조의 경우138)

와 같이 수급인이 기술자를 상대로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도급인은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술자를 상대로도 배

상을 청구해야 하고, 기술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배상청구가 비합리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한 이는 손해경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연방대법원은, ‘비합리적인 부담’의 예로서 기술자를 상대

138) 연대채무의 경우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를 만족시키고 잔여채무자로부터

구상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잔여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이 그 범위에서 위

연대채무자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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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결과가 불명확한 장기적인 분쟁에 돌입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

다고 하며, 기술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어

려울 것이 예상되거나 어려운 사정들이 이미 있다면, 수급인으로서는 도

급인이 위와 같은 권리를 먼저 행사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이 전적

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 원고(도급인)가 기

술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위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

시하였다.

제 3 관 유럽계약법원칙

  1. 유럽계약법원칙의 의의

    1990년대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을 통일 또는 조화·

조정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유럽연합

(European Union)에서 또한 유럽연합의 틀 안에서 통일유럽민법전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1994. 5. 6. 유럽의회는 “회원국의 사

법의 일정한 분야를 조화시키는 것에 관한 결의”를 하였는데, 그 중에

는 『유럽통일민법전(Common European Code of Private Law)』의 

起草可能性을 검토하도록 유럽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유럽통일민법전을 제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계약법위원

회139)에서 작성한『유럽계약법원칙(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Completed and revised version 1998)』의 확정안이 

1998. 11. 발표되었다.140)

139) 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 위원장인 Lando의 이름을 따서

Lando Commission이라고도 불리운다.

140)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에 대한 일고 및 그 번역”, 『법학』제40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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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계약법원칙은 상이한 각국의 법체계의 특수성으로부터 탈피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유럽 내에서 越境去來를 손쉽게 하고 단일의 유럽 

시장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실제적 필요성에서, ① EU 내에서의 계약

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개념과 체계의 기초를 부여하며, ② 

영미법(common law)과 대륙법(civil law)의 체계상의 조정을 꾀하고, 

③ 현대 유럽의 기본거래법(lex mercatoria)을 현실화 내지 구체화시키

고, ④ 각국 계약법의 발전적인 형성을 위하여 각국의 법원 및 입법자에

게 영향을 주는 근거를 부여하고, ⑤ 유럽 내의 계약법의 통일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나아가 유럽 계약법의 성문화 과정을 위한 일보를 내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41) 이처럼 유럽계약법원칙이 영미법과 대륙법

이 혼재된 유럽 전체에 통일된 계약법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안되었으므로, 유럽계약법원칙은 현재 실정법 못지 않게 비교

법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럽계약법원칙에서도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조항들을 찾아볼 수 있는바, 

이는 손해경감의무가 비록 영미법에서 발전되어온 법리이기는 하지만 대

륙법에서도 일정 정도 공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하에서는 ‘손해의 

경감’에 관한 제9:505조와 ‘대체거래’에 관한 제9:506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손해의 경감

    가. 관련 조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pp.362-365

141) 박영복, “유럽의 통일계약법”, 『법조』, 법조협회 (1999. 1.) pp.236-241; Ole

LandoㆍHugh Beal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Introduction xvi-xi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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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05조 손해142)의 경감143)

(1) 불이행자는 불이행의 상대방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손해를 경감할 수 있었을 한도에서는 불이행의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불이행의 상대방은 손해를 경감시키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합리

적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

    나. 구체적 내용

    유럽계약법원칙에서도 제9:505조에서 위와 같이 명문 규정으로 손

해경감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영미법에서의 

손해경감의 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대부분 같다. 불이행의 상대방

은 불이행 또는 그 결과에 기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발생한 손해를 경

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회피하지 못한 

손해 부분에 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에는 영미법에서와 마

찬가지로, 불이행의 상대방이 합리적인 손해경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

로 인하여 손해를 경감시키지 못하거나 손해를 상쇄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얻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액이 제한됨은 물론이고, 손해

경감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42) 올 란도, 휴빌 [공]편, 김재형 역, 『유럽계약법원칙 : 제1ㆍ2부』, 박영사

(2013) p.673에는 ‘손실’의 경감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본고에서 ‘손해경감의 원칙’

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손해’로 번역하였다.

143) Article 9:505 - Reduction of loss

(1) The non-performing party is not liable for loss suffered by the aggrieved

party to the extent that the aggrieved party could have reduced the loss by

taking reasonable septs.

(2) The aggrieved party is entitled to recover any expenses reasonably

incurred in attempting to reduce th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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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유럽계약법원칙에서도 영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불이행의 상대

방의 ‘조치의 합리성’이 문제되는데, 조치가 합리적일 것만을 요하므

로 불이행의 상대방이 언제나 의무위반을 알게 된 즉시 손해경감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채무불이행자가 채무 이행이 불가하다는 사

실을 통보한 즉시 대체거래책을 알아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

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예컨대 채무불이행자가 확정적인 불이행을 통지

한 것이 아니라 기한이 지난 특정 시점에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에

서는 당초 약정된 기한이 지났더라도 채무불이행자가 이행을 확약한 기

일까지는 그의 이행을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기 전에 이

행거절을 통보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이행기 전이라 하더라도 불이

행자가 확정적 이행거절을 통보하여 채무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

는 상황이 되면 피해당사자는 그때 지체없이 손해경감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44)

    피해당사자는 손해를 경감시키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비합리

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 기대될 뿐이므로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는 

조치를 취하거나 자신의 경제적 지위 하락이나 평판 하락 등을 감수하면

서까지 손해경감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그리고 피해당사자가 합리적

인 수준을 넘어서는 조치를 취하여 손해가 피해당사자에게 기대되는 정

도보다 더 많이 경감된 경우에도 과잉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경감되고 남

은 실제 손해 부분만 배상받을 수 있음은 영미법 부분에서 언급한 것과 

같다.145)

144) 올 란도, 휴빌 [공]편, 김재형 역, 『유럽계약법원칙 : 제1ㆍ2부』, 박영사

(2013) p.674

145)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일반조항인 유럽계약법원칙 제9:501조 (1)항을 보면,

‘불이행의 상대방은 제8:108조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불이행자의 불이행으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올 란도, 휴빌 [공]편, 김재형 역, 『유럽계약법원칙 : 제1ㆍ2부』,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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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손해경감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2)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

함된다. 여기에서 그 비용은 ‘합리적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

야 하므로, 더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음

에도 비합리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한 경우 초과 비용분은 배상범위

에서 제외될 것이다.146) 따라서 예컨대, 중고차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

증한 매도인의 말을 믿고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사실 상태가 좋지 아니하

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좋

은 상태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더 많은 비용을 들여 해당 

차량을 수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용 전체가 아니라 

좋은 상태의 대체 차량을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차량이 유명인이 타던 차량이라는 등 그 차량만

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특정물로서의 성격이 있는 등 반드시 해당 

차량을 수리해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경우는 수리비용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147)

p.656 참조.

146) 하지만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여러 수단들 중에 반드시 최소 비용이 소요

되는 수단을 택하여야만 합리적인 지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비용 지출

자체의 합리성을 따져서 그 배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47) 우리 판례 또한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

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할 수 있다”고 하면서(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등), 영업용 택

시는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대차 가

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건설교통부 훈령

등을 종합할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이 부분 내용과 동일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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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06조 대체거래149)

  불이행의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체거래를 한 경우에, 그는 계약가격과 대체거래가격의 차

액 및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그 밖의 손

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피해당사자가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행위 당시 

합리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손해를 증

가시키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조치의 합리성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

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 조치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실제로 경감시켰는지 

여부를 가지고 사후적·결과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148)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행위 당시 합리적이었던 조치를 취한 후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

  3. 대체거래

    가. 관련 조항

    나. 구체적 내용

148) 물론 그 조치가 실제로 손해를 경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부가 행위 당

시의 그 조치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적인 역할을 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149) Article 9:506 - Substitute Transaction

Where the aggrieved party has terminated the contract and has made a

substitute transac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in a reasonable manner, it

may reco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tract price and the price of the

substitute transaction as well as damages for any further loss so far as these

are recoverable under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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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불이행된 해당 계약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

거래를 하는 데 소요된 제반 비용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 

제9:506조는 손해 산정에 관한 위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위 조

항에 따라 합리적인 대체거래를 행한 자는 계약가격과 대체거래가격의 

차액 및 그 대체거래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된 제반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행사를 위하여 차량을 100만원에 임차하는 계

약을 체결하였는데 차량 소유주가 행사 직전에 위 차량을 사용할 수 없

다고 통보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차량을 150만원에 임차하였다

고 할 때, 차량 임차인은 위 대체거래책을 물색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 

대체거래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과 함께, 대체거래계약 금액 

중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50만원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대체거래는 ‘합리적인 대안’이어야 하므로, 위 사안에서 당초 계약

된 차량이 SM3이었는데 대체거래로서 성능이 당초 차량을 훨씬 초과하

는 예컨대 포르쉐를 1,000만원에 임차한 것이라면, 위 대체거래는 본래

의 계약과 그 가치나 종류가 현저하게 달라 합리적인 대안이라 할 수 없

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그 차액 900만원 전액을 배상받을 수

는 없고, 당초 차량과 유사한 종류의 차량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비용으로 그 배상액이 한정될 것이다.

    위 조항은 기본적으로 손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조항인데, 이는 앞

서 논의한 손해경감 원칙의 측면에서도 분석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경감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대

체거래이기 때문이다. 채무불이행이 있은 경우에 합리적으로 취할 수 있

는 대체거래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손

해경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되어 손해액이 경감될 것이

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체거래를 한 경우라면, 대체거래로 인하여 추가

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합리적인 손해경감조치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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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150)

  계약 위반의 피해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실(loss)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당사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위반자는 경감되었어야 했을 손해액 부분만큼 손해배상액의 감

액을 주장할 수 있다.

볼 수 있어 배상액에 포함될 것이다. 또한, 합리적이지 않은 대체거래로 

인하여 과도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배상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제 4 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1. 관련 조항

  2. 협약 개관 및 논의의 핵심

    가. 협약의 의의 및 적용범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151)은 유엔국제거래법위

150) A party who relies on a breach of contract must take such measure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mitigate the loss, including loss of profit,

resulting from the breach. If he fails to take such measures, the party in

breach may claim a reduction in the damages in the amount by which the

loss should have been mitigated.

151) 전체 협약명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며, 이하에서는 국제물품매매협약 또는 CISG로 약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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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UNCITRAL)152)가 물품의 국제거래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

하여 1980년 비엔나외교회의에서 확정한 것으로서, 1998. 1. 1. 11개

국 사이에서 발효되었다. 2005. 3. 1.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되기 

시작하였고, 2017. 10. 현재 총 87개국이 가입되어 있어, 국제무역거래

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에서 국내법 질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153) 결국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적용되는 국내법의 일

부라는 점에서 순수 외국법과는 또 다른 차원의 중요성을 갖는다. 당사

자들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이상, 협약 가입 이전과 달리 우리 

기업들이 당사자가 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상당 부분은 협약에 의하여 

규율된다.154)

    협약은 국제성이 있는 모든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체약국과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협약

은 양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제1조 제1항 a호, 

이를 ‘직접적용’이라 한다), 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칙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이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제1조 제1항 b호, 이를 

‘간접적용’이라 한다) 적용된다.155)

    나. CISG 제77조의 손해경감의무

152)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153) 송양호, “CISG상의 손실경감의무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제21집 제2

호, 국제거래법학회 (2012) p.1 참조. 현황 부분은 http://www.uncitral.org 참조.

154)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國際私法”, 『법학』제50권 제3호, 서울대

학교 법학연구소, (2009. 9.) p.236

155)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國際私法”, 『법학』제50권 제3호, 서울대

학교 법학연구소, (2009. 9.) p.238; 예컨대 한국기업과 A국(체약국)기업 간의 매

매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가 체약국의 기업이므로 당사자들이 협약의 적용을 배

제하지 않으면 협약이 적용되는 데 반하여, 한국기업과 B국(비체약국)기업 간의

매매계약의 경우 B국은 체약국이 아니므로 협약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지만, 우

리 법원이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라고 판단하는 때

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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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 가장 문제되는 조항은 CISG 제77조인데, 이는 영미법계

에서 인정되는 손해경감의무를 채용한 조항으로 이해되고 있다.156) 손

해경감의 원칙은 위 CISG의 전신인 1978년 뉴욕초안157) 제73조 및 

ULIS158) 제88조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것인데, CISG의 규정은 위 규

정들과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하다.159) 피해당사자가 계약 위반 당사자

를 위하여 손해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상관습법(Lex 

Mecatoria)의 기본원칙이었는데,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자원의 낭비와 

비능률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현대 국제상거래활동에 있어서도 충분히 의

미를 갖는 원칙이다.160) 결국 손해경감의 원칙은 국제상거래에서의 신

156)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p.295 및 송양호, “CISG

상의 손실경감의무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제21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

회 (2012) p.4 참조.

157) UNIDROIT의 헤이그매매협약이 통일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자(아래

각주 158 참조), UNCITRAL에서는 국제매매에 관한 통일법의 제정에 착수하여

1976년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을 위한 협약(ULIS)에 기초한 매매협약초안

을, 1978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을 위한 협약(ULFC)에 기초

한 계약성립초안을 각 작성하였으며, 이 둘을 결합한 뉴욕초안이 1978년 만들어

지게 된다. 그리고 위 뉴욕초안을 바탕으로 약간의 수정을 거친 CISG가 1980년

비엔나에서 의결된 것이다.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4th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pp.9-10; Peter Huber,

Alastair Mullis, 『The CISG: A new textbook for students and practitioners』,

European Law Publishers (2007) p.3 참조.

158) 헤이그매매협약은 1964년 결실을 맺었으나 9개국만이 비준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로 끝이 났다. 하지만 그 후에 UNCITRAL이 중심이 되어 헤이그매

매협약을 근간으로 한 CISG를 1980년 확정함으로써 다시 부활하였다. 헤이그매

매협약은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가 제정한 두 협약 즉,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을 위한 협약’(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IS)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을 위한 협약’(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FC)를 통칭

하여 일컫는다. 송양호, “CISG상의 손실경감의무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

구』제21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12) p.3 참조.

159) Schlechtriem &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4th edition, edited by Ingeborg Schwenz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1104 참조. 위 세 규정들의 세부적 차이에 관

하여는, 송양호, “CISG상의 손실경감의무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제21

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12) pp.3-4 각주 10 참조.

160) 서지민, “국제물품매매협약상의 손해경감의무와 합리적 조치”, 『경영법률』제

27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p.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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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실의 한 내용을 구성하며, 이러한 점에서 CISG 제77조는 CISG 제

7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조항 중 하나로 이

해되기도 한다.161) 법원과 중재법원에서도 손해경감의무를 일반적인 상

관습으로 인정하고 있다.162)

    조항을 살펴보면, 제1문에서는 계약위반의 피해당사자에게 손해경감

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163)를 부과하고, 제2문에서는 그 위

반에 대한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의 감액을 규정하고 있어, 앞서 영미

법을 비롯하여 계속 살펴본 손해경감의 원칙의 내용과 일반론적으로 같

다.

    다. 논의의 중점

    1) CISG는 주로 물품매매계약과 관련된 협약으로서, 채권자가 부담

하는 손해경감의무의 내용 또한 거의 물품매매와 관련이 있다. 또한 주

로 국제무역과 관련이 있다보니 거의 상사매매를 전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77조 이외에도 손해경감조치와 관계된 의무를 매수인 또는 매도

인에게 부과하는 세부 조항들을 여럿 두고 있어서, 이들에 관하여도 간

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CISG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갖는 

협약인만큼, 손해경감의무 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손해경감의무 위반의 효과 등을 더 자세히 고찰

하는 것이 우리 법에서의 운용을 논함에 있어 유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161) Schlechtriem &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4th edition, edited by Ingeborg Schwenz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1104 및 서지민, “국제물품매매협약상의 손해

경감의무와 합리적 조치”, 『경영법률』제27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p.376 참조.

162) 서지민, “국제물품매매협약상의 손해경감의무와 합리적 조치”, 『경영법률』제

27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p.377

163) 앞서 영미법에서 살펴본 내용 및 아래 3.라.항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그 실질

은 책무(Obliegenheit) 내지는 간접의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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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논점들에 관한 논의들도 각각 소개한다.

    2) CISG에서의 손해경감의 원칙은 그 세부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

만, CISG에서는 제62조의 대금지급청구권 등과 같이 채무불이행 상황

에서도 원칙적으로 본래 급부 자체의 이행청구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제77조에서 손해경감의 원칙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에 시

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우리 민법이 영미법과 달리 채무불이행 

상황에서도 본래 급부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근거로 손해경

감의무가 우리 민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도입하기에는 급부이

익을 강하게 보호하는 현행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유력한 상황에

서 이 부분은 추후 논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

각된다.

    3)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과 손해경감의무 간의 관계에 관한 견해대

립이 CISG에서도 존재하는바, 이 부분도 항을 나누어 간략히 살핀다.

  3. CISG상 손해경감의무의 구체적 내용

    가. 일반론

    CISG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경감의무는 계약위반으로 인

한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므로, 계약 위반의 피해당사자는 이미 

발생한 손해가 더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발생될 손

해를 최대한 회피하여야 그 손해배상청구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계

약위반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계약위반을 할 수 있는 추상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위반에 대비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손해

경감의무가 반드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이후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

고, 계약위반이 일어났으나 아직 일부 손해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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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고 계약위반이 아직은 없으나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도 손해경감의

무가 존재한다. 그리고 손해경감의무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은 물론이고 이행거절 사안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또한, CISG 제77조에서 일반론적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경감의무

에 관하여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협약에 부여된 계약당사자의 

권리 중 위 제77조의 손해경감조치와 연관될 수 있는 권리들이 있다. 

먼저, CISG 제71조는 ‘이행정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 상대방의 

능력이나 행태 등을 통해 볼 때 계약 상대방이 급부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이행정지권을 행사

하는 것이 CISG 제77조에 따라 요구되는 손해경감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164) CISG 제72조는 ‘이행기 전 계약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

다. 이행기 전에 일방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상

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때 시간이 허락한

다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합리적으로 고지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래 5.항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과 

손해경감의무’부분의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물품매매에 있

어 합리적인 손해경감조치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바로 ‘대체거래’인데 

이에 관하여도 CISG 제75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 피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

체거래를 행한 경우, 피해당사자는 계약가격과 대체거래가격간의 차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위 유럽계약법원칙 제9:506조에서 논한 

것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라 하겠다.

164) 우리 민법에서도 제536조 제2항에서 위와 유사한 내용의 ‘불안의 항변권’을 규

정하고 있는바, 우리 민법에서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해석론이

가능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 77 -

    또한 협약에는 위 제77조 이외에도 물품매매계약 당사자에게 손해

경감과 관련되어 일정한 행위규범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조항들이 있

다. CISG 제86조는 매도인이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공급하

여 매수인이 그 수령을 거절할 때에도, 해당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합

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여‘매수인의 물품보존의무’를 규정

하고 있다. 또한 CISG 제88조는 매도인이 위와 같이 부적합하게 공급

된 물품을 회수하는 조치를 과도하게 지연하거나 해당 물품을 보관하는 

데 매수인에게 비합리적으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재매각하여야 한다고 하여 ‘물품의 재매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들 모두 물품매매에 특수한 손해경감조치로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도 아래 나.항에서 함께 논의할 것이다.

    나.‘합리적인 조치’의 내용165)

    계약위반 상황에서 채권자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추

상적·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

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매수인이 불완전이행된 물품을 재매각

할 때 물품을 재포장함으로써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품을 재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재매각함으로써 더 낮은 금액만을 받게 된 

165) CISG상 피해당사자가 취해야 할 합리적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국

내 논문들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모두 상세히 언급할

것은 아니고, 핵심 내용 위주로 요약하여 설명할 것이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논

의는, 하강헌, “CISG상의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

구』제6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pp. 5-17; 송양호, “CISG상의 손실경감의무

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제21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12)

pp.10-14; 서지민, “국제물품매매협약상의 손해경감의무와 합리적 조치”, 『경영

법률』제27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pp.383-394; 김범철, “유엔매매법상

손해경감의무”, 『민사법연구』제9집, 대한민사법학회 (2001) pp.42-46; 허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손해경감의무”, 『무역상무연구』제6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pp.70-77 참조. 해외 문헌으로는 Schlechtriem &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4th edition, edited by Ingeborg Schwenz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p.1107-11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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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손해경감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 사례가 있다.166) 위 사

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화학제품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 화약약품의 포장중량이 중요한 계약조건 중 하나였다. 그런

데 매도인이 공급한 제품의 포장중량이 계약에 부적합한 중량이었고, 이

에 매수인은 위 제품을 제3자에게 재매각한 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매수인은 재매각 당시 화학약품을 적당한 중량으로 

재포장하지 않고 자신이 수령한 그대로 재매각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매

각금액이 낮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 중재법원은, 

매도인의 포장중량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매수인이 자신도 

재매각시 재포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한 것은 매수인의 손해경감의

무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전기충전기를 구매하였으나 물품 

수령 후 작동이 되지 않자 매도인에게 해당 충전기의 수리를 맡긴 상태

에서 다른 대체품을 다시 구매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적절치 

못한 대체품 구매로 비합리적인 손해경감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 판결이 

있다.167) 불완전이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당사자가 급부목적물을 이용하

지 못하게 되는 경우 대체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손해를 경감할 의무가 있

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시까지 기다

리고(이 때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동안의 사용수익 불가로 인한 손해는 

166) CLOUT Case 977 : China: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CIETAC), CISG/2003/09, 19 June 2004 및 하강헌,

"CISG상의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제66권 (2015)

pp.6-7 참조.

167) CLOUT Case 1179 : Brazil : Appellate Court of the State of Rio Grande do

Su; 5th Civil Chamber 70025609579, Prakasa Industria e Comercio de

Utilidades do Lar Ltda. v. Mercomaquinas Industria Comercio e

Representacoes Ltda., 20 May 2009 및 하강헌, “CISG상의 매수인의 손해경감의

무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제6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pp. 8-9 참

조. 이 사건은 브라질 국내상인간 매매분쟁에 CISG 조항을 참조하여 판결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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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후 대체품을 구매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일 것이고, 수리를 요청하면서 

그와 중복하여 대체품을 구매하는 것은 ‘양립된 구제권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적합한 조치일 것이다.

    물품의 매도인이 정해진 기한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추가협상

이 결렬되는 등으로 장래에도 인도하지 않을 것임이 명확해진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구매(대체거

래)를 함으로써 손해를 경감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합리

적인 기간’은 계약의 해제가 결정된 날로부터 기산되며, 전체 계약물품

의 절반만 재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 계약물품 전체에 대하여 

그 계약가격과 재구매가격과의 차액을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다.168)

    다.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여부

    제77조 제2문에서 “(...전략...)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형성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비로소 손해경감의

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감액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권의 감액 효과가 법률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다. 감액 효과 발생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보게 

되면, 손해경감의무 위반은 소송상 채무자의 항변이 있어야 고려될 수 

있다. 반면에 감액 효과가 법률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

에서는 손해경감의무 위반이 청구권을 저지시키는 항변권(Einrede)일 

168) CLOUT Case 681 : PRC: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 C], Vitamin C case, 18 August 1997 및 하강헌, “CISG상의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제6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5) pp.9-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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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할 청구권 배제적 항변사유

(Einwendung)로 보아서 법원에서 손해경감의무 위반 여부 및 배상액 

경감 액수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관하여 외국에서는 손해경감의무 위반이 채무자의 항변사유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가 일부 있으나,169) 우리나라에서는 손해경감의무 

위반의 효과가 법률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며 손해경감의무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170) 통설에 따르면, 비록 제

77조에서 ‘청구(claim)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 위반 당사자에게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 감액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지 법원의 직권조사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고,171) 위 표현만으로 채무자의 항변을 요한다고 보는 

것은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한 채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해석이라는 것

이다.172) 하지만 통설에 의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채권자가 손

해경감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는 일단 계약위반 채무자가 주장

하면서 이를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채무자가 그러한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을 때 

경감될 수 있었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직권으로 손해배상금액

을 감액하여야 할 것이다.

    라. 증명책임의 소재

169) Schlechtriem, Peter,『Internationales UN-Kaufrecht』, Tub̈ingen : Mohr

(2003) p.316

170) 김범철, 유엔매매법상 손해경감의무”, 『민사법연구』제9집, 대한민사법학회

(2001) pp.48-49; 허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손해경감의무”, 『무역상무연구』

제6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p.67; 송양호, “CISG상의 손실경감의무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제21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12) pp.14-16

171) 허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손해경감의무”, 『무역상무연구』제69권, 한국무

역상무학회 (2016) p.67

172) 송양호, “CISG상의 손실경감의무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제21집 제2

호, 국제거래법학회 (2012)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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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당사자가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실(또는 비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방지되

지 못한 사실(또는 손해가 확대된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무불이행자가 

부담한다는 데 특별한 이견이 없다. 대부분의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73)

    마. 손해경감의무 위반의 효과

    이에 관하여는 영미법에서의 논의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다. 피해당

사자가 해당 상황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손해경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만약 그가 합리적인 조치

를 취하였다면 경감될 수 있었던 손해액 부분만큼 감경된다. 여기에서 

감경되는 손해액에는 손해를 경감시키지 못한 부분은 물론이고 위반행위

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부분도 포함된다. 그리고 

피해당사자가 손해경감조치를 취한 경우, 피해당사자는 해당 조치를 취

하는 데 지출된 비용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합

리적인 조치 여부는 결과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시 상황에

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나 실제 어떠한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비용

만 소비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으로 지출된 손해경감조

치 비용으로서 배상에 포함된다.

  4. 이행청구권 등 다른 구제수단과 손해경감의무

    전술한 바와 같이 CISG에서는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

173) 허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손해경감의무”, 『무역상무연구』제69권, 한국무

역상무학회 (2016) p.67 및 판례로는 CLOUT Case 227, Oberlandesgericht

Hamm, 22 September 1992 (Frozen bacon case)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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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래 급부의 이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채

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이행불능과 같이 본래 급부의 실현 자체가 불

가능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로 본래 급부의 이행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은 태도이다. 그런데 CISG에서는 대금

지급청구권(CISG 제62조) 등의 이행청구권과 손해경감의무(CISG 제77

조)를 함께 규정해놓고 있는바,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의 다른 구제 수단

에 대하여도 손해경감의무가 적용되는지 논란이 있다.

    이행청구권과 손해경감의무 사이의 관계 문제는, 특히 예컨대 매수

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거절 하면서 매도인에게 물품을 다른 곳에 재

매각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더 하락한 뒤에 매수

인에게 본래 대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CISG 

제정 당시 실제로 미국 대표단에 의해 위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손

해배상청구권 외에 여타 모든 구제수단에도 손해경감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제77조 제2문 말미에 

“or a corresponding modification or adjustment of any other 

remedy”(또는 그에 상응하는 여타의 구제수단의 변경 또는 조정)를 

추가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

되었다.174) 이에 관하여 다수의 견해는, 위와 같은 CISG 제정 과정에서

의 논의를 볼 때 입법자의 의도가 손해경감의 원칙을 손해배상청구권에

만 적용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점, 제77조 문언이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조문의 체계적 위치

를 볼 때 제77조가 협약 제5장 제2절의 손해배상책임 부분에 위치하는 

점, 피해당사자가 협약상 이용가능한 여러 구제수단 중 무엇을 선택할지

174) 당시 반대 24표, 찬성 8표로 부결되었다. 허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손해경

감의무”, 『무역상무연구』제6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p.78 및 서지민, “국

제물품매매협약상의 손해경감의무와 합리적 조치”, 『경영법률』제27권 제1호, 한

국경영법률학회 (2016) p.3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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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재량이자 권한이므로 계약위반의 경우 손해경감의무에 따른 

제약을 받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제약을 받지 않는 이행청구권이 병존한다

고 보더라도 체계상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손해경감의 원칙은 

손해배상청구권에만 적용되고 이행청구권 등 기타의 구제수단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고 본다.175) 반면 일부 견해는, 예컨대 매수인의 주문에 특

화되어 제3자에게 전매하기 어려운 물품의 납품계약 사례를 들면서, 위 

사례에서 매수인이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매도인이 계속 이행

을 관철하여 물품을 계속 제작하면서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청구를 하는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적절한 손해경감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이행청구권이 일부 제한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176)

    하지만 본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대금지급청구권이 손해경감의 원

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자체보다도,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본

래의 이행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논함에 있어 손해경감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

이 전혀 체계상 모순된다거나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다.

  5.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과 손해경감의무

175) 송양호, “CISG상의 손실경감의무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제21집 제2

호, 국제거래법학회 (2012) p.7; 허해관, “국제물품매매협약상 손해경감의무”, 『무

역상무연구』제6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6) pp.77-78; Schlechtriem &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4th edition, edited by Ingeborg Schwenz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790

176) 이에 대하여는, 위 예시는 제작물공급계약 중 부대체물에 대한 계약으로서 극

히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다가 그러한 계약에서 매도인이 위와 같이 이행을 강

행하는 것이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들어 손해경감의무가 이

행청구권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비

판이 있다. 송양호, “CISG상의 손실경감의무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1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12)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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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 제72조는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

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당사자에게 CISG 제77조의 손해경감의무

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이행기 전이

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할 경우라면 제72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바로 대체품을 구입하거나 물품을 재매각함으로

써 손해를 최소화했어야 함을 이유로 손해경감의무를 곧바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177)와, 이행기 전 계약위반에 대하여 곧바로 손해경감의무

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부적

절하다는 견해178)가 있다. 또한 Honnold 교수는, 전매를 위해 구입된 

물품의 경우 피해당사자가 손해경감을 시도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없

으며,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원료의 경우 손해경감의무가 인정되어 대체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계약위반자가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

다고 하여 사안에 따라 구분하는 입장이다.179)

제 4 절 손해경감의 원칙과 급부이익

1. 손해경감의 원칙이 급부이익을 침해하는가?

    손해경감의 원칙에 관한 각국의 태도들을 살펴본 결과, 영국과 프랑

스의 태도가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가운데, 많은 법제들에서 손해경감

의 원칙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77) 이해일, “국제물품매매상 당사자의 계약위반 및 그 구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

학교 박사청구논문 (1997) p.163.

178) 이기수ㆍ신창섭, 『국제거래법』전정판 (2001) p.106

179)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3r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ara. 49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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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경감의 원칙에 관한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채권자의 급부이익(이

행이익)을 너무 심하게 침해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다. 손해경감의 원칙

을 인정하면, 손해경감에 실패하는 경우 ‘피해당사자가 마땅히 경감했

어야 할’손해액 수준으로 배상액이 경감되고 손해가 실제로 경감되는 

경우 경감되고 남은 손해액만이 배상액이 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당사자

가 계약상 기대이익 상당의 금액을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Atiyah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이익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에 중대한 타격을 가한다’고 논평하

였고,180) McKendric 또한 같은 취지로 논평한 바 있다.181) 그리고 

Harris는 손해경감의 원칙이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게 되는 결과 계약상 

의무가 이행될 가능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논평한 바 있다.182) 채

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그 이후 피해당사자가 그의 손해를 경감시킬 것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여 손

해액을 배상하더라도 여전히 이익이 남게 될 가능성이 생겨나고, 결국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저지를 인센티브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는 대체이행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183)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입장은, 더 완전에 가까운 배

상을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의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방지함은 물론 채무자

가 의무위반으로 나아가는 것을 억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손해경감의 원칙이 항상 이행이익과 양

180) P. S. Atiyah,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Contract』, Clarendon Press:

Oxford (1995) p.458

181) E. McKendrick, "Promises to Perform-How Valuable?" (1992) 5 JCL 6,

pp.8-9

182) D. Harris, "Incentives to Perform, or Break Contracts" (1992) 45(2) Current

Legal Problems 29, p.6

183) 대체이행이 당초 약정된 급부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어 대체가능한 이행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채권자로서는 여러 이유에서 그 대체이행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손해경감의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 대체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손해경감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될 것이므

로 그 대체이행을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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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손해경감조치를 취할 경우 피해당사자 그 자

신도 손해경감조치로 인한 이득을 얻는 것이고, 손해경감조치를 통해 대

체급부를 취할 수 있다면 결국 본래 약속된 급부목적 자체가 실현된 것

이 되어 이행이익에 침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손해경감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해당사자가 좀 더 능동적으

로 자신의 이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질 

뿐이다. 시쳇말로 하면 피해당사자가 ‘좀 더 귀찮아질 뿐’인 것이다. 

손해경감의무가 피해당사자가 당초 예정한 이행이익의 실현가능성 자체

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당초의 이행이익을 관철

하기 위해 피해당사자의 합리적인 손해경감조치가 요구될 뿐이기 때문이

다.184) 특히 이러한 능동성의 요구는 그 손해발생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더욱 설득력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손해경감의 부담을 피해당사자가 아니라 위반자가 부

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185) 특히 채무불이행으로 보자면 채무자가 

시장에서 스스로 대체물을 찾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채무

184) 예컨대, 기계 10대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기계 1대의 시가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승하자 매도인이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피해당사자인 매수인은 즉시 대체거래책을 찾아서 기계 10대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 된다(위 1억 5,000만 원 및 대체거래책을 물색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합

리적으로 경감된 손해이자 그 경감조치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당연히 배상된다).

다만 매수인이 대체거래책 물색을 게을리하는 사이에 기계의 시가가 1대당 2,000

만 원이 되었을 경우에도 매수인은 1억 5,000만 원까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고 2

억 원 중 매도인의 이행거절 이후 확대된 손해 부분인 5,000만 원 부분의 배상이

제한된다는 데 손해경감의무의 주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손해경감의무는 주로 피해당사자가 손해경감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

되는 것으로서, 피해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부지런히 행동한다면 손해경감의 원칙

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일이 없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기대한 급부이익은

엄밀히 ‘기계 10대’ 자체이지 ‘기계 10대 상당의 금전’이 아니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에 그 기계의 시가가 얼마나 상승하든 항상 ‘그 기계 10대

를 구매하기에 충분한 금전’의 지급을 보장할 것까지 당초 약정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게으른 피해당사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될 것이다.

185) A Ogus, "Remedies, English Report" in D. Harris and D. Tallon (eds),

『Contract Law Today- Anglo-French Comparisons』, Clarendon Press:

Oxford (1989)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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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과 불법행위 사안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경우 피해당사

자 측에서 자신의 손해를 경감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고 비용도 적게 든

다. 물론 비용이 적게 든다고 그 부담을 피해당사자 측에서 져야 한다는 

것이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당사자에게 손해경감의무를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는 ‘합리성’

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낮춤으로써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되고 있다.

2. 급부이익 보호수단과 손해경감의무 간의 상관관계

    앞서 논의들을 보면 손해경감의 원칙이 급부이익의 보호를 침해한다

는 견해들과 급부이익 보호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견해들이 공존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결론과 상관없이, 급부이익 보호수단이 강하

게 인정되는 프랑스에서는 손해경감의 원칙이 거의 설 자리가 없고, 급

부이익 보호수단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국에서는 손해경감의 원칙이 일반

적으로 인정되고 있어, 급부이익 보호수단의 강도와 손해경감의 원칙의 

명시적 인정 여부 간에 일정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다.186)

    계약상 의무의 가장 핵심 내용은 바로 약정된 내용의 급부를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급부 자체의 이행을 직접 강제하

는 것이 급부이익을 가장 온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특정 구제책(specific remedies)'으로 일컬어진다.187) 이러

한 특정 구제책에는 크게 약정된 금전급부의 강제(the award of an 

agreed sum), 금지/유지명령(injunction),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의 세 가지가 있다.

186) 특정 구제책에 관한 영국법제와 프랑스법제의 자세한 비교는 Solene Rowan,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p.17-69

참조.

187) Solene Rowan,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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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법의 경우, 금전급부의 강제는 보편적인 구제책으로서 광범위하

게 허용되고 법원의 재량 여지가 없다. 하지만 특정이행과 금지/유지명

령의 경우 형평법(equity)에서 유래한 구제수단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훨씬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재량적인 특질을 가지며, 법원이 그것들을 

허용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부여된다.188) 특

정이행은 손해배상이 적절한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여될 

수 있으며,189) 채무자 본인의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personal 

service)인 경우190)나 그 채무가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지

속적인 감시(constant supervision)가 필요한 경우191), 특정이행을 명

하는 것이 불이행 당사자에게 과도한 곤란(undue hardship)을 야기하

는 경우192) 등에서는 특정이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영국법의 접

근에는, 금전배상이 이행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며,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금전에 의한 전보배상으로 만족이 된다는 생각이 깔

려있는 것으로 보인다.193) 그리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

전배상이 인정되고 특정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

권자가 손해경감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고 만연히 상대방의 이행만을 기

다린다면 그 과정에서 손해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더 자연스

럽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는, 금전급부의 이행은 물론이고 특정이행 및 명

령 또한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강제이행을 함에 있어 금전채무와 다른 

188) Solene Rowan,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25; Edwin Peel, 『Treitel: The Law of Contract』13th edition,

Sweet & Maxwell (2010) p.1091 참조.

189) Co-operative Insurance Society Ltd v Argyll Stores (Holdings) Ltd [1998]

AC 1 (HL) 11 (Lord Hoffmann)

190) De Francesco v Barnum (1890) 45 Ch D 430 (Fry LJ)

191) Co-operative Insurance Society Ltd v Argyll Stores (Holdings) Ltd [1998]

AC 1 (HL) 11 (Lord Hoffmann)

192) Wedgwood v Adams (1843) 49 ER 958 (Lord Langdale MR)

193) Solene Rowan,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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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간에 특별한 차이가 없고, 특정이행은 모든 구제수단 중에서도 핵

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구 프랑스 민법 제1184조 제2항194)은 

채무불이행의 피해당사자는 급부가 가능한 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채무가 있고 그 이행이 여전히 

가능하다면 법원은 피해당사자의 특정이행 청구를 반드시 인용해야 하

고, 특정이행을 명할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그리

고 채무자에게 곤란을 야기하는지 여부도 고려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

의 근간에는, 계약 당사자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사고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 프랑스 민법 제1226조 또한 채무불이행

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먼저 채무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기간 동

안 당해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채무 자체가 이행되는 것을 우선으로 함을 전제로 그러한 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결국 위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채무불이행의 상대방은 별도의 조치 없

이 본래 급부를 계속 관철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으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상대방이 손해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

해배상액의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 법 또한 프

랑스와 마찬가지로 이행불능이 아니라면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여전히 본

래 급부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데, 프랑스법만 본다면 우리 법도 손해

경감의무와 거리가 먼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본래 급부의 이행청구(특정이행)를 인정하는 것와 손해배상책

임 영역에서의 손해경감의무 간의 공존은 드문 일이 아니다. 먼저 독일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 이행불능이 아닌 한 본래의 급부청구권을 인

정하면서도 공동과실 표제 하에 채권자가 ‘손해의 확대’에만 기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195) CISG 

194) 2016년 프랑스 민법 대개정 전의 프랑스 민법을 말한다.

195) 독일 민법 제275조 제1항은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본래 급부청구권이 소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과실 부분은 독일 민법 제254조 제2항 및 본

고 5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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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래급부의 이행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영역에서는 손해경감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196) 그리고 유럽계약법

원칙에 기초를 두고 만들어진 ‘유럽민사법의 공통참조기준안(DCFR

)’197)에서도 본래 급부의 이행청구권과 함께 손해경감의 원칙을 도입

하고 있다.198) 본래 급부의 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다른 

법조에 기초한 별개의 권리이고 손해경감의무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책무’의 실질을 가질 뿐이라는 점에서 보면, 본래 급부의 이행청구권

과 손해경감의무가 서로 모순되는 것도 아니고, 급부이익 보호수단의 강

약과 손해경감의무의 강약이 일정한 상관관계(correlation)를 넘어 필연

적 연관성 내지는 인과관계(causation)를 갖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손해경감의무에 대하여 완고한 태도를 취하는 프랑스에서도 손해경감 원

칙의 실천적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었고, Catala 제안 제1373조에서는 

채권자가 손해경감에 실패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금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196) 본고 71면 이하 참조
197) 유럽민사법의 공통참조기준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2005년 유

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의 계약법 통합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CFR의 연구과제를 ‘유럽사법 공동학술네트워크(Joint Network on European

Private Law, 또는 Common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에 소속된 여

러 연구단체에 의뢰하였는데, 그 중에서 유럽민법전연구회(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 SGECC)와 현존EC사법유럽연구단(Research Group on

Existing EC Private Law, Acquis Group)이 공동 성안하여 2007년 12월에 제출

한 연구보고서로서, 유럽 민사법 통합에 참조될 수 있는 기준(CFR)으로서 초안

(Draft)을 마련한 것이다. 2009. 2. 최종본이 발표되었다. 이상훈, “유럽민사법 공

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p.1 참조.

198) 채무불이행의 경우 본래급부 청구에 관하여는 DCFR Ⅲ.-3:301 (Enforcement

of monetary obligations), Ⅲ.-3:302(Enforcement of non-monetary obligations)

참조. 손해경감의 원칙 및 손해 예방에 관하여는 DCFR Ⅲ.-3:705(Reduction of

Loss), Ⅵ.-1:102(Prevention), Ⅵ.-5:102(Contributory fault and accountability),

Ⅵ.-6:302(Liability for loss in preventing damag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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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우리나라에서의 손해경감의 원칙

제 1 절 서론

    기본적으로 손해경감의 원칙은 영미법계에서 인정되어 발전된 것이

고 우리 법제는 손해경감의 원칙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리고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같이 판례로 

인정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본래 급부 자체의 이행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을 법원의 청구할 수 없고 곧바로 손

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고 보는 영미법과 달리, 우리나라는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이행불능이 아닌 한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본래 급부 자체의 

이행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법제는 영미법보다 

급부이익을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서도 논의한 것처

럼 손해경감의 원칙을 급부이익 보호와의 관계에서 고찰하면 우리 법에

서 손해경감의 원칙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심정적인 거부감

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비교법적으로 손해경감 원칙의 도입이 급부이

익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논의가 있고,199) 손해경감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전부배상의 원칙과 상충된다는 우려도 있다.200)

    하지만 손해경감의무가 명시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의 문제를 넘어

서 구체적인 법적용의 문제로 들어가면, 각국 판례들의 구체적인 결론이 

우리 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식의 범위 내에 있으며 나름 충분히 합

리적인 면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9) P. S. Atiyah, "Holmes and the Theory of Contract", 『Essays of Contract』,

Clarendon Press: Oxford (1988) p.57, 63; D. Harris, "Incentives to Perform, or

Break Contracts", 45(2) Current Legal Problems (1992) p.44

200) E. McKendrick, "Promises to Perform-How Valuable?", 5 J.C.L. 6 (1992)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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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경감의 원칙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크게 비용배분의 합리성, 이타

적 의무, 공평관념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들 모두 특정 법제를 초월

하여 인류 일반의 상식선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치들이기 때문이다. 실

제로 프랑스법을 보더라도 파기원에서 불법행위 피해자의 손해경감의무

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설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적지 않은 사안들에서 

피해당사자에게 일정한 손해경감의무를 인정하거나 실제적으로 손해경감

의무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결론에 이르게 된 바 있다.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법제를 보면, 우리 또한 손해경감의 원칙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나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 먼저, 우리 민

법에서는 비록 손해경감의 원칙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의 해석론으로 ‘채권자가 합리적인 손해경감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경감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확대시킨 경우’도 

‘채권자의 과실’에 포함시킴으로써 손해경감의 원칙이 실정법의 해석

론으로 충분히 자리 잡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판례 또한 1990년대 초반부터 이미 ‘손해경감의무’,‘손해경감조치’

등과 같은 표현을 정면으로 사용해왔고, 그에 따른 세부 법리도 일정 정

도 형성되어왔다.201) 또한 앞서 비교법 부분에서 살펴본 내용 중 CISG

는 우리나라도 협약 체결 국가에 포함되어 실제로 적용되는 실정법으로

서의 지위를 갖는데, CISG에서의 손해경감의 원칙에 관한 해석론은 우

리나라에서도 이미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나아가 우리 민법을 보면 

손해경감의 원칙을 정면으로 의식한 것은 아니더라도 손해경감에 관한 

암묵적인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

와 법정대위자의 면책)나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

거절권)와 같은 규정들을 엿볼 수 있고, 우리 상법 제680조는 손해방지

비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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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우리 법에 위와 같은 토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미법이나 

독일법에 비하여 손해경감의 원칙에 관한 세부 법리들이 치밀하게 형성

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한 논의도 아직 성숙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앞서와 같은 심리적 거리감 때문이거나, 명문 규정이 없이 해석론

으로만 그 적용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뿐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손해

경감 원칙의 법적 기초로 가장 근접한 것이 과실상계인데 과실상계에 관

하여 사실심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손해경감의 원칙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은 피해당

사자에게 행동 규범을 제시하고 그것이 계약 위반자나 불법행위자의 행

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천적 의미를 갖는바, 이에 관한 논의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기업간의 상거래에 있어서는 손

해경감에 관한 문제도 약정에 포함되어 해결될 수 있겠지만, 특히 개인 

간의 거래나 불법행위 사안에서는 결국 법원의 해석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들을 기초로, 이하에서는 우리 법에서의 손해경

감의 원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 법에서 

손해경감 원칙의 법률적 기초가 될 수 있는 민법 제396조에 규정된 과

실상계에 관한 해석론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위 제396조 외

에도 손해경감에 관한 논의가 자리잡을 수 있는 여타 법개념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손해경감의 원칙이 문제되는 판례 사안들을 

최대한 찾아내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손해경감이라는 개념이 

정면으로 언급된 판례들은 물론이고, 그러한 설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고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혹은 그러한 고려가 필요한 판

례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을 종합하여 일정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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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우리 민법의 해석론과 손해경감의무

1.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민법 제396조는 ‘과실상계’라는 표제 하에“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의 책임원인 또는 그 결과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관

여된 경우, 그러한 채권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시에 참작하여 손해

배상액을 감경하거나, 어떠한 경우 배상책임을 면제하기도 하는 제도이

다. 과실상계의 이론적 근거로는, 피해당사자가 자기의 과실에 기인한 

손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손해의 타당한 분담에 반하므로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당사자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생긴 손해 부분은 스스로 부

담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공평설이 통설로서 주장되고 있다.202) 그리고 

과실상계제도를 신의칙이 적용되는 국면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일부 있

다.203) 과실상계제도 자체의 유래는 로마법에서의 'culpa compensatio'

라는 개념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204) 이는 말 그대로 ‘과실의 상계’

를 의미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과실(culpa)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제도로서 현대 영미법에서의 ‘기여과실’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연혁적으로 현대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나 손해

202) 박영식, “자동차사고소송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의 본질”, 『현대민법학의 제문제

(김증한박사 화갑기념)』(1981) p.655; 김증한ㆍ김학동, 『채권총론』제6판 (1998)

p.153; 장재현, 『채권법총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p.176 등. 판례 또한 ‘민

법 제763조, 제39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

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판시하고(대법원 1997. 11. 14. 선

고 97다35344 판결),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

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대

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등) 공평설의 입장이다.

203) 이호정, 『채권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1) p.101

204) 『주석민법: 채권총칙(1)』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p.855 (이기택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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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비율적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과실상계제도가 확립된 시기는 별로 

오래 되지 않고,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기여과실적 처리가 비교적 최근까지 계속되었다.205)

    과실상계는 기본적으로 채권자(피해자)의 과실과 채무자(가해자)의 

과실을 비교형량하는 제도이므로,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영역에 적용됨에는 조문상206)으로나 이론상으

로나 의문이 없으나, 무과실책임 또는 중간책임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

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 또는 중간책임에 대하

여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207) 광업법 제78조와 

같은 규정은 무과실책임의 경우에도 명문으로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있

다. 더 나아가 채무자에게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만이 인정되는 경우나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까지도 인정되지 않는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와 같은 경우도 과실상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08)

    과실상계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제도인바,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205) 『주석민법: 채권총칙(1)』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p.857 (이기택 집필)

206) 민법 제763조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채무불이행편의 제396조를 준

용하고 있다.

207) 판례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하자

담보책임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가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

공한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태도가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실제적으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고

있다(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31866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

23920 판결 등). 또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고(대법원 2004. 8. 20. 선

고 2001다70337 판결), 타인의 물건 매매에서 매수인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매도

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것이 매수인의 과실에 기인한 경우 매도인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여 직접 과실상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다218 판결).

208) 『주석민법: 채권총칙(1)』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pp.860-861 (이기택 집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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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컨대 사용자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209)나 보증채무의 이행

을 구하는 경우210) 등에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판

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이에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11)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원칙적으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물권적 청구권에도 과실상계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212)

    ‘채권자의 과실’의 의미에 관하여 다수설은 보통의 과실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보며,213) 판례 또한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통상의 

과실과 달리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킨다’고 보아 동

일한 입장이다.214) 그리고 법문에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채권자의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독일 민법 제254조에서 명문으로 채권자

가 손해 확대 또는 손해 경감 실패의 경우도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

도록 한 것과 차이가 있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도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하지만 통설은 위와 같은 문

언 표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만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이 생

긴 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만 채권자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

20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2743 판결

210)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21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212)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는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칙을 적용하여

과실상계와 유사한 결과가 생길 여지는 있다고 한다. 『주석민법: 채권총칙(1)』,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p.863-864 (이기택 집필); 『민법주해(Ⅸ): 채권

(2)』, 박영사 (1995) p.608 (오종근 집필)

213) 김증한ㆍ김학동, 『채권총론』제6판 (1998) p.154; 최문기, “자동차사고에 있어

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판례분석, 『경성법학』4권 (1995) p.48

214)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

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

582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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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과실상계를 인정한다. 그리고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더 살펴보면, 예컨대 대체거래의무나 수술의무 등과 같이 손해경감이 문

제되는 사안에서, 그러한 경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전체

를 기준으로 본다면 채권자가 손해경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 과실이 

있는 것이고, 경감조치를 취하였다면 경감되었을 손해 부분을 기준으로 

본다면 채권자가 손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에 과실상계를 인정한

다는 것은, 곧 채권자가 합리적으로 경감할 수 있었던 손해를 경감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인정한다는 것이 된다. 결국 영

미법 등에서 이야기하는 손해경감 원칙은 우리 법에서 과실상계의 문제

로 해결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다.

2.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의 범위(민법 제390조, 제393조)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이 어

느 범위까지 그 배상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763조를 통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

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누고 특별손해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인정하

고 있어 제한배상주의의 원칙을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제한배상주의는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비교적 좁게 인정하는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는 

영미법, 프랑스법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하고, 이와 달리 독일 민법은 손

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규정

상 원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 전체의 배상을 인정하도록 되

어있어 완전배상주의를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215)216)217)

215) 『민법주해(IX): 채권(2)』, 박영사 (1995) p.459 (지원림 집필)

216) 독일 민법 제249조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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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의 해석을 통하여 결정되는

데, 이에 관하여는 여러 학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상당인과관계설은 

초기에 제시되었던 조건설218)의 난점을 시정하여 채무불이행과 상당인

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배상만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어떠한 

사실이 일어났을 때 통상적·일반적으로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결과

만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결과가 되고, 개연성이 매우 낮거나 우연한 사

정에 의한 결과 또는 당해 채무불이행에 특수한 사정 하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등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다. 종래의 통설은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취해왔고 민법 제393조 또한 상당인과관계설

에 기한 것으로 해석해왔다.219) 이에 따르면,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상

당인과관계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고, 제2항은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에 있

어 기초로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220) 판례 또

사태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

고 있다. 『민법주해(IX): 채권(2)』, 박영사 (1995) p.460 각주 54 (지원림 집필)

참조.

217) 이에 대하여는, 독일법이 우리 법과 같이 배상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기는 하였으나, 법적 인과관계론 및 상당인과관계설이 주장되어 그러한 인과관

계연속의 한계설정에 의해 배상범위를 제한한 이후로는 독일법을 완전배상주의

의 법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어느 나라의 법제를 고찰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법규정에 한정하지 말고 학설, 판례, 관습을 종합하여 그 실제기능을 갖고 판단하

여야 한다는 이은영의 견해가 있다. 이은영, 『채권총론』제4판, 박영사 (2009)

pp.289-290

218) 독일 민법 제정 후 가장 초기에 나온 학설인 조건설은, ‘어떠한 원인사실이 없

다면 어떠한 결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결과들에 대하여 인과관

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conditio sine qua non), 원인사실과 자연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규범적 판단 없이 인과관계를 긍정하여 배상책임

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학설이다. 『민법주해(IX): 채권(2)』, 박영사 (1995) p.495

(지원림 집필)

219) 곽윤직, 『채권총론』제6판 중판, 박영사 (2014) pp.116-120 ; 김석우, 『채권법

총론』, 박영사 (1976) p.155 이하; 김용한, 『채권법총론』, 박영사 (1983) p.202;

김증한ㆍ김학동, 『채권총론』제6판, 박영사 (1998) p.135; 김현태, 『신채권법총

론』, 일조각 (1975) p.128; 현승종, 『채권총론』, 일신사 (1979) p.160; 이태재,

『채권총론』, 진명문화사 (1981) pp.134-135.

220) 상당인과관계설의 학설사적 배경, 일본ㆍ독일의 상당인과관계설, 우리나라에서

의 상당인과관계설(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절충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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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고 있다.221)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설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

는 조항이 없는 독일 민법에서 조건설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모든 손해

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해석론이고, 애초부터 조문상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나누고 특

별손해에 관하여 배상을 제한하여 제한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

법의 구조와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근래 유력하다.222) 이러한 맥락에

서 아래와 같은 여러 대안적 이론들이 도입되었다.223) 먼저, 1) 손해배

상책임을 발생시키는 규범의 보호범위 안에 포함되는 손해만을 행위자에

게 귀책시켜야 한다는 규범목적설이 있다.224) 이에 따르면 계약 영역에

서는 계약의 목적, 불법행위 영역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규범의 목적에 의하여 배상할 손해의 범위가 한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규범목적설에 의하면, 계약상 의무나 법률상의 책임규범 및 주의의무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문제되는 행위결과가 그 규

범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2) 상당인과관계설은 책임귀속이론으로 적합하지 않고 

규범목적 또한 책임귀속의 문제를 넘어서 배상범위의 확정에 있어서는 

대한 자세한 논의는 『민법주해(IX): 채권(2)』, 박영사 (1995) pp.495-504 (지원

림 집필) 참조.

221)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액의 범위는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 그 중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

39633 판결 등).

222) 『주석민법: 채권총칙(1)』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pp.832-836 (이기택 집

필)

223) 아래 각 학설들의 유래나 내용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민법주해(IX): 채권

(2)』, 박영사 (1995) pp.456-465 (지원림 집필) 참조.

224) 이종복, “일반조항 불법행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사법행정』29권

10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 p.22-23; 정기웅, 『채권총론』, 법문사 (2009)

pp.17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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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발생한 손해를 1차손해

와 후속손해로 분류하여 1차손해는 언제나 배상시키고, 후속손해는 그와 

1차손해 사이에 위험성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시키는 방법으로 배상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위험성관련설이 있다.225)

    이렇게 우리 민법 제393조의 해석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

나, 본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이들 모두 조건설에 따른 무조건적인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규범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배상범위

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226)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상당인과관계

설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지만, 상당인과관계의 고려요소로서 

행동규범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아, 상당인과관

계의 내용에 규범목적설 등에서 제시하는 내용들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

이고 있다.227)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 민법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배상범위를 한정할 실천적 필요성으로 인하

여 상당인과관계설과 같이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여러 이론구성이 나타났

다. 프랑스 민법은 제1231-3조228)에서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아

닌 경우 채무자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

을 지도록 규정하고, 제1231-4조229)에서 채무불이행의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이고도 

직근의 결과인 것에 한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은 제416조에서 우리 법 

225) 김형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책임귀속의 근거와 손해배상의 범위”, 『법학행

정논집』제18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80) pp.138-142

226) 각 학설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및 비판은 본고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생략하고,

이에 관하여는 『민법주해(IX): 채권(2)』, 박영사 (1995) pp.515-533 (지원림 집

필) 참조.

227)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

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및 가해행위의 태양이나 가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6285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21320 판결 등

228) 2016년 개정 전 프랑스민법 제1150조와 같다.

229) 2016년 개정 전 프랑스민법 제1151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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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조와 거의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고, 영미법에서는 원격성

(remoteness) 개념에 따라 당해 채무불이행과 멀리 떨어진 결과에 대

하여는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이처럼 어느 국가든 이론구성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배상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법에서 손해의 개념에 관하여 차액설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거나 이행불능이 아닌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본래 급부청구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는 것이

다. 민법 제393조가 애초부터 제한배상주의에 따라 규정되어있고, 그 해

석론상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 모두에 있어 배상액의 제한 가능성을 인정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손해경감의 원칙은 위 민법 제393조의 해

석론들과도 쉽게 조화될 수 있다.230) 특히, 손해경감의 원칙은 규범목적

설과 잘 조화될 수 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비록 채권자가 이를 가해

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로서는 신의칙이나 공평관념과 

같은 근본원리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조

치를 할 것이 기대될 수 있고, 그것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손해

를 입은 당사자에 대한 행위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231) 그리고 이러

한 전제에 동의한다면, 피해당사자가 기대되는 손해경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확대된(혹은 경감되지 못한) 손해 부분은 당초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자연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법의 

230) 손해경감의 원칙을 기여과실 및 원격성의 원칙과 독립된 법원칙으로 인정하는

영미법에서는 손해경감의 문제를 인과관계와 연관지을 필요가 없지만, 이를 인정

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손해경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

안을 제393조의 문제로도 해결할 여지가 있다.

231) 판례는 불법행위 사안에 관하여,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

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

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

여 피해당사자가 손해경감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714 판결 등). 그리고 채

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신의칙 또는 공평관념에 비추어 위와 달리 볼 이유가 특별

히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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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배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될 수 있다.232)

3. 손해액 산정 기준시기의 문제

    가. 손해액 산정 기준시기에 대한 학설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시기에 관한 국내의 

학설로는 크게 책임원인발생시설, 판결시설, 다원설이 있다.233) 그 중 

다원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일정한 사안군으로 유형화하여 각

각의 유형에 맞는 해결책을 다원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인데, 손해

경감의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액 산정문제를 바라보는 본고에

서는 논의목적상 책임원인발생시설과 판결시설만을 상술하도록 한다.

    먼저, 책임원인발생시설234)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

한 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그 후의 손해는 상당인과관

계의 범위 내의 손해에 한하여 가산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책임원인발생 후 목적물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232) 판례 중에는 국가배상 사안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

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

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

이라고 판시하여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규범적 요소들을 고려한 예가 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 그리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건물 화재로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목적물(건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된 사안에

서, 원고(임대인)가 제1심 법원의 손해감정을 위하여 건물을 수리ㆍ복구하지 못

한 기간에 대하여 이는 위 이행불능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볼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나2015515 판결).

233) 이들 각 학설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동진, “계약위반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의

산정시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29-46 참조.

234) 여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기를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절충

설[이은영, 『채권총론』제4판 (2009) pp.337-338]이 있으나, 전통적으로 책임원인

발생시설에 포함하여 설명되고 있고[『민법주해(Ⅸ): 채권(2)』, 박영사 (1995)

p.572 (지원림 집필)], 본고의 논의 목적을 고려할 때 따로 상술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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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손해가 되어 채무자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었을 때 한하여 배상액

에 포함될 수 있다. 결국 책임원인발생시설과 판결시설과의 가장 두드러

진 차이점은, 책임 발생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목적물의 가격변동으

로 인한 손해가 통상손해가 되는지 특별손해가 되는지 여부에 있다. 책

임원인발생시설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이행불능의 경우 이행불능시, 이

행지체의 경우 최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때,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

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시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기가 된다. 책

임원인발생시설의 가장 주된 논거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때 그 내용이 정해져야 하고 이는 금전채권이므로 그 구체적인 금액 역

시 손해가 발생한 때 정해져야 한다는 데 있다. 그와 함께 실손해의 전

보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논거도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시점부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시켜 

이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점이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시

를 손해액 산정 기준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거도 제시되는데,235)

특히 본고의 분석 방향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논거라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시기

인 판결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시설이 있

다. 판결시설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손해액 산정 

기준이 될 것이고, 책임원인발생시(계약위반시 또는 불법행위시)부터 사

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액 또한 통상손

235) 장재현, 『채권법총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pp.164-165. 위 책에서는 다

음과 같이 책임원인발생시설도 현실과 다소 부합하지는 않으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설에는 더욱 문제가 있다고 하며 책임원인발생시설을 지지하고 있다. “생각건

대 이행기, 즉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사용 목적의 급부

에서 당해 물건이 인도되지 않는 경우에 즉시 다른 물건을 구입하거나 제3자로

부터 동일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전매의 경우 이행받은 즉시 전매한다는 것이 전

제가 되어 현실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그러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설도 예컨대 채권자가 청구하는 시점이 일정하지 않다든지 또는 채권자가 제3자

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아 등귀한 물가에 의

하여 손해가 확대된 것까지 배상한다는 것이 되어 더욱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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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포함될 것이다.236) 판결시설의 가장 주된 논거는, 손해배상의 목표

는 결국 손해의 전보인데 손해배상청구권이 결국 행사되는 시점은 판결

시이므로 판결시가 아닌 과거의 책임원인발생시를 기준으로 배상하는 것

은 책임원인 발생과 동시에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충분한 배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판결시설은 손해의 전부배상을 지향하

는 차액설과 그 흐름을 같이한다고 본다. 손해배상의 이념이 ‘피해자를 

그 가해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판결시를 기

준으로 가해행위가 없었을 때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재산상태를 비교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1) 채권자가 과실 없이 책임원인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그 시점에서 손해액이 정해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2) 손해와 그 금전적 평가는 구별되는 바, 책임원인발생시에 확정되는 

것은 손해이고 그 금전적 평가는 판결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 등이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237)

    나. 손해액 산정 기준시기에 관하여 손해경감의무가 갖는 의미

    위 학설들의 논거들을 살펴보면, ‘손해분담의 공평’, ‘전부배

상’과 같은 가치평가적인 논의와 함께 ‘손해와 손해액 산정 개념’의 

구별 여부나 ‘상당인과관계에 따른 배상범위의 문제와 손해액 산정의 

문제’를 구별할 것인지 여부 등과 같이 추상론적인 논의들이 많다. 그

러나 손해배상액 산정 시기 문제는 이러한 개념적 논의 외에도 위 학설

236) 판결시설 내에서 책임원인 발생 후 판결시 이전까지 목적물의 가치가 상승하였

다가 다시 하락하는 경우 ‘중간최고가격’의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

으나,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237) 김기선, 『채권총론강의』, 위성문화사 (1953) p.210; 김증한, 『신민법(Ⅱ)』,

법문사 (1959) p.81; 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이동진, “계약위반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의 산정시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38 참조. 특히

위 1)번 논거는 채권자의 인식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기가 상호 관련이 있음

을 전제로 하는데, 채권자가 책임원인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손해경감조치를

취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그 시점에서 손해액이 정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고

려에서 나온 논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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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실천적으로 당사자(계약위반자와 피해당사자, 불법행위라면 가해자

와 피해자가 될 것이다)들에게 어떠한 행위규범을 제공하는지의 측면에

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계약 상황에서 목적물의 시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

우를 본다. 먼저 시가가 상승한다면, 매수인이 이행거절 등으로 채무불

이행하는 경우 매도인은 대체거래를 통해 당초 계약이 이행되는 것보다 

오히려 큰 이익을 얻게 되므로, 대체거래책 물색에 따른 비용 등의 배상

이 문제될 뿐 목적물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

을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예컨대, 계약 체결시 300만 원이던 목적물이 

400만 원이 되었을 때 위 목적물이 멸실되어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

되었고, 피해당사자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위 목적물의 시가가 500만 원이 되었고 피해

당사자는 위 500만 원을 청구하였다고 하자.238) 이 때 책임원인발생시

설에 의하면 이행불능시가 기준이 되어 400만 원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액수만큼 인용될 것이고, 판결시설에 의하면 500만 원 전액이 인용될 

것이다.

    만약 판결시설에 의한다면, 피해당사자로서는 이행불능이 있더라도 

대체거래책을 물색하는 등으로 손해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언제든 소를 제기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 상당액을 그대로 배상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피해당사자로서는 목적물의 가치가 계속 오

를 것이 예상된다면 굳이 빠른 시일 내에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고, 소

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만 소를 제기하면 언제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

238) 소송 진행 중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 결과 현재 시가가 500만 원임이 밝혀지고

당해 기일에 변론이 종결된 후 원고가 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본문과 같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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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해당 목적물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보를 

받게 된다. 특히 판결시설 중에서 ‘중간최고가격’의 배상까지 인정하

는 입장에 서게 되면, 피해당사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투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에도 이를 수 있다. 소 제기 시점은 피해당사자가 정

하기 나름이므로, 이를 최대한 뒤로 미룬 후 해당 기간 내에서 가장 높

은 가격을 손해액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아무 노력 없이 가격 하락의 

부담을 배제한 채 가격 상승의 이득만을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책임원인발생시설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이 이행불능시에 확정

(400만 원)되고 그 이후 시가 상승분은 특별손해가 되어 채무자의 예견

가능성이 없는 한 배상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이행불

능이 있게 되면 즉시 대체거래를 실행해야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있다. 

판결시설에 의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경감의무를 이행불능 발생과 동

시에 부과하게 되면, 손해액이 500만 원으로 산정되더라도 이행불능시 

이후 시가 상승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 100만 원 부분은 채권자

가 합리적인 손해경감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로서 배

상액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이행불능시 시가 상당액 400만 원만 배상받

게 되는 바, 책임원인발생시설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결국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그 시기부터 피해당사자에게 합

리적인 손해경감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를 논의함에 있어 피해당사자에게 어느 시기부터 어느 정도의 

손해경감의무를 부과할 것인지를 각자 암묵적으로 고려해 왔다는 것이

고, 그러한 고려가 ‘공평관념’내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 ‘전부

배상’과 같은 개념에도 녹아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보면, 위 학설대립은 결국 언제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전부배상’ 혹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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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면이 큰데, 이러한 차이는 피해당사

자에게 손해경감의무를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생각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손해배상

액 산정 기준시기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손해경감의무라는 개념을 적극적

으로 전면에 내세워 이를 바탕으로 학설의 타당성을 논증해야 실천적인 

논증이 될 것이다.239)

4. 2004년 민법 개정안과 손해경감의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경감의 원칙이 우리 민법에서 해석론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240) 이에 관하여 2004년에 민법 제396조를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오가 있거나 그가 합리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는 그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진다.”고 개정

하자는 양창수 위원의 개정의견이 있었다.241) 위 개정의 주요 취지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정면에서 성문화하고 특

히 채권자(손해배상청구권자)의 손해피억책무(본고의 ‘손해경감의무’

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다.

    위 개정안과 관련하여 양창수 위원은, 채권자의 과오가 채무불이행

239) 자세한 논의는 아래 제3절 제1관 부분 참조.

240) 비교법적으로는 프랑스나 일본의 형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민법의 경우

제418조에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재판소는 손

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를 참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민법과 거의 같다.

241)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2004. 11.) pp.612-613. 양창수 위원은

또한 제396조 제2항으로 “채권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일신상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다.”를 추가하여 기왕증,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배상액 감경에 실정적 기초를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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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한 경우, 채권자의 과오가 채무불이행에는 기여한 것이 아니나 

손해를 확대하는 등의 기여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개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242), 실무상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많이 생기므로 ‘확대’라는 표현을 넣는 것이 더 명확하고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유력하게 제시되었다.243) 그리고 ‘확대’

를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들도, 현행 조문의 해석상 ‘손해의 발

생’부분에 손해의 ‘확대’가 포함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들이었다. 

결과적으로 2004년 민법개정안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범위는 이를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의결되었

으나, 민법개정이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제 3 절 사안유형별 판례 분석 및 검토

제 1 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1. 판례의 태도

    가.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

242) 제2소위 제39차회의(2001. 3. 9.);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2004.

11.) p.613

243) 제22차 전체회의(2002. 2. 5.)에서의 윤진수 위원, 정종휴 교수, 김홍엽 변호사,

서 민 위원, 김상용 위원, 하경효 위원의 의견 등이 있음.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2004. 11.) pp.6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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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기의 판례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배상이 지연되는 경우 

법정이자는 포함)에 대한 배상 가능성만을 열어두었으나,244) 이후 판례

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매각대금액(당시의 시가액으로 확정) 

상당이라 할 것이고 부동산의 현시가 상당액은 물가등귀라는 특별사정으

로 인한 손해액”이라고 판시하여 이행불능 이후의 물가상승분은 특별손

해로 취급하여 채무자의 예견가능성(민법 제393조 제2항)을 요건으로 

그 배상을 인정할 여지를 두었다.245) 여기에서 ‘예견’의 대상은 시가 

상승 그 자체가 아니고, 채권자가 이를 이용하여 확실히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 및 이에 대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도 발견되었으나246), 한편으로는 ‘시가가 상승한 사실’ 

그 자체가 특별사정이자 예견의 대상인 것으로 판단한 듯한 설시도 보인

다.247)

    반면, 계약시부터 이행불능시까지는 시가가 아무리 상승하였더라도 

통상손해에 포함된다고 본다. 부동산이중매매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

안에서 판례는, ‘이행불능 당시 매매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은 통상손해

이고, 이행불능 당시 시가가 계약 당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앙등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 가격을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

244) 대법원 1948. 1. 6. 선고 4280민상148 판결

245)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2158 판결. 판례의 경향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동진, “계약위반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의 산정시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4) pp.9-19 참조.

246) 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1104 판결

247)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2337

판결. 이동진, “계약위반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의 산정시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15를 보면 전자의 판례는 이행불능시 이후의 시가상승이

문제된 사건이 아니므로 해당 추상론은 방론에 불과하여 선례로서의 가치를 갖

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나, 후자의 판결에서는 이행불능시 이후의 시

가상승이 직접 문제된 사건이었는데 전자의 판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을 보면, 그

의미를 가벼이 여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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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판시한 바 있다.248) 결국 요약하면 지금까지의 판례는 엄격히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통상손해로 보고, 이행불능 이후의 시가상승분

은 특별손해로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49)

    나. 이행지체의 경우

    초기에는 이행지체가 있을 경우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

이 경과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250)와 사실심 변론

종결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251)가 혼재되어 있었으나, 

1997년 대법원 판결252)에서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에 있어

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본래 

의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보배상에 있

어서의 손해액 산정의 표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

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한 이후로는 ‘이행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다는 입장으로 확립되어 있다(책임원인발생시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

음).253)

    다. 이행거절의 경우

248)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249)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784 판결에서 계약해제시 시가 상당액을 배상액

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이행불능시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한 원

심을 유지함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였다.

250) 대법원 1967. 6. 13. 선고 66다1842 판결

251) 대법원 1969. 5. 13. 선고 68다1726 판결

25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4542 판결

253)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판례의 경향에 대한 상세한 논

의는 이동진, “계약위반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의 산정시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4) pp.19-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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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적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채무자의 이

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

다.”고 판시하여 이행거절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이다.254) 대법원 

2005다63337 판결의 원심255)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들로부

터 피고 백화점 상품권을 매수한 소비자들이 피고에게 그 상품권을 제시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물품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상품권들

이 도난품이라는 이유로 물품의 제공을 확정적으로 거절한 사안으로, 상

품권 액면금 상당의 물품제공의무는 상품권 발행 후 언제든지 상품권 제

시와 함께 물품제공 요구가 있을 때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점에서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 사안이다. 그리고 대법원 2007다37721 판결의 

원심256)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울산종금)가 피고에게 

254)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

37721 판결 등도 마찬가지 취지임.

255) 대구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771 판결

256) 서울고등법원 2007. 5. 2. 선고 2004나84452 판결. 원고는 울산종금을 흡수합병

한 동양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를 다시 흡수합병한 회사이다. 소개의 편의상 ‘원고

(울산종금)’로 소개한다. 위 사안에서 피고의 반환 거절은 위법한 이행거절로 판

단되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인정되었으나, ‘울산종금이 2001. 2.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반환요구를 하여 거절당한 이후로는 그 반환을 시도한 적이 없고

피고가 반환을 거절하더라도 피고로 하여금 이를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하는 등

손해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원고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였다(과실상계가 아니라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임). 위 판결은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

임제한에 있어서도 손해경감조치의 미이행을 이유로 들어 배상책임을 제한하였

다는 점에서 또한 그 의의가 있다. 위 판결은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

37721 판결에 의해 피고 패소 부분이 파기, 환송되기는 하였으나, 위 파기는 과실

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고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

한의 경우도 과실상계의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이득을 먼저 공제한 다음 책임제

한을 가한 것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파기한 것으로, 제반 사실인정

이나 손해액 산정 기준시기에 관한 판단, 원고(울산종금)가 손해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책임제한의 사유 중 하나로 삼은 부분 등은 대

법원에서도 정당하다고 판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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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달러 상당의 채권 매수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임계약과 피고가 

매수한 위 채권을 피고 개설의 울산종금 명의 계좌에 예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치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되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채권 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위임 및 임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어 그 때 피고가 위 채권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그럼

에도 피고가 다른 증권과 관련된 분쟁의 미해결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에 유치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거절한 사안

이다. 그렇다면 이 사안도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위임 및 임치계약의 해지와 함께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

한 것이어서 피고의 반환 거절은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이라고 보아야 한

다. 결국 위 두 판결 모두 이행기 후 이행거절 사안이어서 위 손해배상

액 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판시가 이행기 전 이행거절까지도 염두에 두고 

설시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257) 물론 판시 내용을 보면 이행거절 의사

표시가 본래 이행기 전에 있었는지 후에 있었는지를 특별히 구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대하여 특별히 취급할 여지 

또한 전혀 두고 있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결국 현재로서는 판례가 

이행기 전 이행거절과 이행기 후 이행거절을 구분하지 않고 이행거절시

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258)

257) 이에 관하여 김성수, “채무불이행의 신유형으로서의 이행기 전 이행거절”, 『비

교법연구』제18권 제1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18. 4.) p.79에서는 판

례가 손해액 산정시기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

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한

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위 논문에서 제시하는 판례들(대법원 2005다63337 판결,

대법원 2007다37721 판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본문에서 논한 바와 같이

모두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 사안으로 볼 수 있어서, 판례가 ‘이행기 전 이행거절’

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설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태도를 명시적으로 취한 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류진아,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p.78-79 또한 대법원 2005다63337

판결의 판시내용이 ‘이행기가 아니라 이행거절시를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으

로 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논평하였으나, 마찬가지 이유에서 위 판시는

이행기 후 이행거절 사안에서 판결시설 등을 배척하고 책임원인발생시설을 지지

하는 차원에서의 판시로 보아야 할 뿐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서 이행기 기준설을

명시적으로 배척한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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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행기 전 이행거절 사안에서 위 판시를 인용하여 

역시 이행거절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안들이 있다.259)

  

  2. 손해경감의무와 관련하여 판례가 갖는 함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기가 그 기준시기부터 피해당사자(채권자)에

게 대체거래책 물색 등 손해경감조치를 취할 책무를 부과하는 의미를 갖

는다는 점은 앞의 제2절 3.항에서 논한 바와 같다. 이러한 의미를 염두

에 두고 우리 판례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행불능과 달리 이행지체나 이행거절의 경우, 우리 민법은 본래 급

부의 이행청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당사자는 채무자

를 상대로 본래 급부의 이행을 계속해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당

사자가 본래 급부를 계속 관철하는 외에 손해경감을 위한 다른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입

장을 관철한다면 논리적으로 이행지체나 이행거절의 경우 손해배상액 산

258) 또한 위 2005다63337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고 설시한 후 이어서 이행거절의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은 이행거절

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시하고 있어서 이들을 종합하면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경우에도 이행거절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기에 무리는 없다.

259) 서울고등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나40378 판결(2011. 2. 10. 대법원 2010다

93929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는 2008. 7. 20.경 위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들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에 필요한 사무를 피고가 처리해 주기로 하는 위 사건 위임약정을 체결

하였고 원고들 2인의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을 피고

에게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수임인인 피고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입주

권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하면서 원고들이 아닌 자신이 매수인이라고 주장

하면서 원고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이었다. 이는 위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기 전 피고가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을 한 사안으로서 이행기 전 이행거

절 사안으로 볼 수 있는데, 위 판례에서는 이행거절 당시의 위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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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기준시기는 판결시(사실심 변론종결시)가 되어야 한다. 피해당사자

에게는 본래 급부청구권이 계속 인정되므로 손해경감의무가 없고 따라서 

판결시까지 시가 상승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이행거절의 경우 이행거절

시, 이행지체의 경우 이행 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시를 기준으로 손해액

을 산정하고 있어서, 채권자로서는 그 후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손해 확

대분을 배상받을 수 없는 결과 사실상 위 시점부터 대체거래책을 물색해

야 한다. 그리고 이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속 본래 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다. 결국 판례는 본래 급부 이행청구권과 

별개로 위 각 시점들을 기준으로 손해경감의무를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

이다.

  3.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기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

    가. 이행거절의 경우

     1) 이행기 전 이행거절 - 본래 이행기 원칙. 예외적으로‘(이행을 

기다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행거절시 기준.

    먼저260), ‘이행기 전 이행거절’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살펴본 선

택이론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 법은 이행불능을 제외한 채무불이행

에서 특정이행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이행거절이나 이행지체의 

경우 계약이 당연히 해제(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해제 의사표

시가 있어야 비로소 해제된다는 점 등을 볼 때 채권자의 선택가능성과 

260) 이행불능의 경우는 본래 계약목적대로 이행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본

래 급부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이행불능 이후에도 피해당사자가 본래의 급부이익

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비합리적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손해경감의무와 직접 관

계되는 판례는 이행지체 및 이행거절에 관한 판례들이고, 이하에서는 이행지체와

이행거절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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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급부이익 보호를 중시하는 법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를 기준으로 급부이익의 실현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라 할 것이다. 

    영미법에서의 선택이론에 관한 논의를 참고할 때, 앞서 본 특징들을 

보면 우리 법제는 채무자의 이행거절에 대하여 채권자가 해제 여부를 선

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이론을 긍정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관성의 측면에서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하여는 이행거

절시 기준이 아니라 본래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

에도 더 부합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인다(해제하는 경우는 해제시

를 기준으로 하면 됨). 왜냐하면 법적으로 채무자의 이행거절에도 불구

하고 채권자가 본래 급부의 이행을 계속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채권

자가 이행거절시에 곧바로 손해경감을 위하여 대체거래책을 물색하지 않

았다 하여 손해배상액에 제한을 받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기 때문이

다.261) 물론 이에 대하여는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있으면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이 확실해진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도 채권자가 이

행기까지 기다려서 이행기까지의 시가상승분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행기의 급부이익’을 전

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262)이고, 그 급부이익을 관철

261) 선택이론은 원래 피해당사자가 채무자의 이행거절의 수락 여부를 선택하여 자

신의 급부를 계속하고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으로서 본래 이

행청구권의 관철 가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와는 결을 약

간 달리하는 면이 있기는 하나, 본문과 같은 이유로 본래 급부의 강제가 가능하

다면 그 한도에서 최소한 본래 이행기까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손해경감

의무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체계와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62) 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약정 이행기에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면서 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시키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로서는 약정 이행기의 매매목적물의 가치를 예상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게 될 것이며, 약정 이행기까지의 시가 등락위험은 매도인이 보

유하고(매도인은 당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며 만약 매도인도 다른 곳에

서 매매목적물을 매입해오는 것이라면 그 매입시기를 자신의 위험으로 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약정 이행기에 그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물건을 공급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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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권리는 말 그대로 확고한 ‘권리’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다림에는 

특별히 비난할 여지가 없고, 그렇다면 이를 책무의 형태로 제재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래 이행기가 지나게 되면 이행거절과 동시에 이행지체 상

태에까지 빠지게 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급부청구권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졌을 뿐 아니라,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행지체의 경우 ‘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

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채무자가 확정적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일반의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확정적인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판례263)는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종합하여 생각해볼 때, 본래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면 그때부터 채권자가 곧바로 손해경감조치를 취할 것을 충분

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래 이행기를 기준

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행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직 확대된 손해를 채무자에게 전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기다림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

로 이행거절시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행기 

기준설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의 이행을 기다릴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행거절시 기준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선

택이론 및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영국의 태도와 유사하다.‘정당한 

이익’기준에 관하여는 이행거절시 기준을 원칙으로 가되 정당한 이익 

있는 경우 이행기 기준설을 취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다. 무엇을 원칙으

로 두는가의 문제는 결국 ‘정당한 이익’에 관한 증명책임을 누가 지는

면 그 물건 가치의 등락에 따른 손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될 것이다)될 것을 예정

할 것이다.

263)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

3772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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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관하여 실익이 있는데,  이행기 기준설을 원칙으로 두는 것이 앞서 

본 것처럼 입법자의 의사와 당사자의 의사에 더 부합한다. 그러한 맥락

에서, 이행기 기준설을 원칙으로 하되,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행기

까지 채무이행을 기다리는 것이 정당한 이익이 없음을 이행거절자 측에

서 주장·증명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2) 이행기 후 이행거절 - 이행거절시

    반면, 이행기 후 이행거절의 경우 이행거절이 있기도 전인 본래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여지는 없고, 이행거절시를 기

준으로 할 것인지 판결시(혹은 이행거절 후의 어떠한 시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이행기 후 이행거절의 경우도 여전히 

본래 급부청구권이 존속하고 이행이 가능한 상태이기는 하나, 일단 이행

기가 도과했다는 점에서 본래 급부청구권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

험성의 징표가 일단 나타난 것이고, 이행거절은 ‘채무자의 확고한 불이

행 의사의 확정적 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행기 도과 후 이행

거절까지 있다면 채권자로서는 당해 채무가 종국적으로 이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이에 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행거절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본래 급부 이행청구권이 존속한다는 점에만 

기대어 손해경감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판결시까지 만연히 채무자가 

이행할 것만을 기다리는 행태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이행거절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64)

264) 이에 대하여는 이행거절 당시 손해경감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행거절시가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장재현, 『채권법총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pp.164-165에서도 볼 수 있듯이(본고 111쪽 각주 233

참조), 책임원인발생시설 자체도 책임원인 발생과 동시에 즉각 대체거래 등 손해

경감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어서 다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

지만 판결시설에 비하면 문제점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타당한 것이고, 손해배상

액 산정 기준시기는 개별 구체적 사정을 일정 정도 배제하고 최대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계약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의 급부이익을 염두에 두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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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행지체의 경우 - 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시(해제 불문)

    다음으로 이행지체의 경우는, 피해당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위 조항에 따르면, 이행이 지체된 경우 이행을 최

고하고 최고시 정한 기간(기간 정함이 없는 경우 상당한 기간)265)이 경

과되기 전까지는 계약의 구속력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최고

시 정한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곧바로 계약이 해제

되는 것은 아니고(반드시 해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 때부터 피

해당사자로서는 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 언제든 결정

할 수 있는 것이다.266)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계약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

은 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계약 해제 없이 손

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계약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5조). 

위 제395조에 의하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기

을 체결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행기 후 이행거절에 있어서는 이행거절 후의 시

가상승분은 애초부터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배상받을 부분이 아니었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시가 등락위험은 본래 이행기에 급부가 이행될 경우 그 때 채권자

에게 이전되었어야 했을 것인데, 이행지체 상태에서 채권자의 최고도 없고 채무

자의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채무자가 시가 등락위

험을 계속 부담하여 시가 상승분까지 통상손해로서 배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

다면 이행기 후 채무자의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그 때부터는 시가 등락

위험이 당초 예정대로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그 이후부터의 시가 상승분은 채권

자의 손해경감조치 가능 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 특별손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 합

리적이라고 생각된다.

265) 판례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행을 최고한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이 경과하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266) 다만, 해제 전에 이행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이행지체 상태가 해소된다면 더 이

상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민법 제54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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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행 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시’이므로 위 시기를 기준으로 손해

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계약의 해제 여부와 손해배상 청

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계약이 나중에 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시에 이미 발생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민법 제544조 본문). 그렇다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계약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시’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267)

    다. 불완전이행의 경우 - 책임원인발생시

    불완전이행의 경우도 결론적으로 책임원인발생시설을 취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간명하다. 1) 그 불완전한 이행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

고 추완될 수도 없는 것이라면 이는 이행불능이 되므로 이행불능과 마찬

가지로 처리하면 된다. 추완될 수 있다면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만약 완전한 이행이 이행기 이후에야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행기보

다 지체된 부분만큼 이행지체의 문제가 생길 뿐이다. 2) 불완전이행 부

분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계약목적 자체가 달성 가능한 경우라면, 

판례는 계약해제를 부정하고 완전물급부청구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만 

인정한다.268)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완전한 이행이 본래 

이행기보다 지체된 경우 그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어

서 이행지체의 경우처럼 처리하면 된다. 완전물급부청구권 대신 해당 불

완전급부를 수령하면서 불완전한 부분에 대응되는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267) 이행기가 도래하자마자 최고를 할 책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행기 후 상당 기간

경과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이

행기 도래시 곧바로 최고까지 해야 할 책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고,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로 이행지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채

권자로서도 최고하지 않은 상태로 채무자의 이행을 기다리는 것이 비합리적이라

고 볼 것은 아니다.

268)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판

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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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라면, 해당 급부 수령시를 기준으로 불완전이행 부분의 가치를 산정

하면 족하다. 그 급부를 수령함으로써 해당 계약의 목적을 일단 달성시

키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불완전이행 부

분의 가치도 그 급부가 수령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이후의 가

치등락은 급부 간 교환이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당사자가 위

험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3) 

그리고 해당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확대손해 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면 간명하다.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피해당사자라면 그 즉시 해당 손해를 회

복시키거나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확대손해 방지를 위한 조치는 피해당사자의 생활영

역에서 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도 판결시(혹은 손해 발생 이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한 

확대손해까지 배상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라. 소결 - 책임원인발생시설 및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경우 예외

    결국 각 채무불이행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책임원인발

생시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의 이념을 달성하면서 간명하고 전부배상 원칙

에도 어긋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행거절은 채무자의 확정

적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사실상 계약이 원만히 

이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법리적으로는 계약이 곧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본래의 이행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문

제가 생긴다. 이행거절의 경우, 이행기 후 이행거절의 경우는 이행거절

시를 기준으로 하는 판례가 타당하지만,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경우는 

이행청구권을 관철할 채권자의 권리를 존중하여 이행거절시가 아니라 본

래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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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경우는 전보배상청구권의 발생시기이자 해제권의 발생시기인 ‘이

행 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269)

    결론적으로 손해액의 산정시기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책임원인발생

시설이 타당하고, 판례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에 서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책임원인발생시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면, 피해당사

자에게 책임원인발생시부터 손해경감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

가 된다.

제 2 관 신체침해 사안에서의 수술의무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신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상 손해와 

관련하여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와 가동능력 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과 같은 소극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정

한 수술을 통하여 위 손해들을 경감할 수 있을 경우, 본래 수술을 행할

지 여부는 신체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해당 수술을 행할 책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손해경감조치의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

로 사용하면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

269) 이행지체의 경우 이행 최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계약이 곧바로 해제

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가 해제권을 갖게 될 뿐인바, 이러한 점에서 이행기 후

이행거절과 유사한 이익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행지체

에서 채권자의 이행 최고와 이행거절에서 채무자의 이행거절 의사표시는 손해배

상액 산정 기준시기를 결정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서로 대응될 수 있고, 손해경감

의무의 측면에서 보면 둘 다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약정 이행기에 이미

채권자에게 이전되었어야 할) 목적물 가치 등락위험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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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민법 제763조, 제396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70) 그리고 그 손해경감조치의무가 수술을 받아

야 할 의무일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그 수술이 위험 또는 중대하거

나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까지 용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

술이라면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근래 들어 수술의무와 손해경감조치의무에 관하여 더욱 구체

적으로 설시한 판시가 나타나고 있다. 2006년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

이 용인할 의무가 있는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확

대 부분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러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면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 부

분’ 역시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71) 그리고 이어서, 

위와 같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의 손해라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

에 수술을 받았더라도 개선될 수 없는 노동능력 상실 부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는 여전히 불법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앞선 판례들에서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 자체에 대해서만 설시하였다면, 

위 2006년 판례는 더 나아가 용인할 의무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받을 의무까지 설시하였고, 그와 함께 수술이 지체된 경우 확

대된 손해 부분의 분담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는 점에 의의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술의무에 관한 판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99다10714 

판결을 보면,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영구적 후유증으로 압연공

270)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714 판결

27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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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노동능력을 27%,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23% 정

도 상실하였는데, 원고가 장애부위에 대하여 수술을 받을 경우 상태가 

호전되어 노동능력상실비율이 13%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

안이었다. 원심은 위 13%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

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손해감경조치의무에 해당하는 

위 수술이 ‘위험 또는 중대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

이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야 하고 만일 후자의 경우인데 원고가 합리적 이

유 없이 수술치료를 거부한다면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위 손해

감경조치의무 위반의 점을 참작하였어야 했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유

사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상해의 증상이 고정된 뒤에 새삼스럽게 

수술을 받을 경우 상당한 고통과 불편을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

술의 실패나 이에 따른 부작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수술

로 현재의 후유장해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자유

의사에 반하여 수술을 받을 것을 의무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

법원은 앞서와 같은 판시를 반복하며 원심이 인공관절 전치환술에 관하

여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별다른 근거 없이 위와 같이 단정한 것은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다.272)

제 3 관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재산상 손해 중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에 관하여 주로 

문제된다. 휴업손해는 영업용 물건이나 건물 등 각종 재화가 멸실·파손 

등 침해된 경우도 문제되고,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실직상태가 지속된 

경우에서도 문제된다. 여기에서는 이들 전반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27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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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업용 재산의 멸실

    가. 판례법리 일반론

    판례는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통상

손해로서 그 물건의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영업용 물건

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기간 동안’의 휴

업손해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다.273)274)275)

273)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영업용 선박 사안); 대

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판결(영업용 건물 사안, 굴착공사로 인하여

건물이 수리 불가능하여 철거하고 신축하여야 하는 상태가 된 사건에서 건물 손

상 이후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정밀안전진단결과가 나오는 데 소요

된 6개월과 철거 및 신축에 필요한 공사기간으로 인정된 38개월을 합한 44개월

의 휴업손해의 배상을 인정한 사건이다. 다만, 휴업손해의 산정과 관하여, 휴업손

해는 그 건물을 이용하여 당해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임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영업용 택시 사안) 등

274) 판례는 비영업용 물건에 대하여도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하

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가 통상손해가 되며 그 금액 산정은 차임 상당을 기준으

로 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영업용 물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상당한 기간’동안의

일실손해만을 손해로 인정하는 입장이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20 판

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7469 판결). 위 96다27469 판결은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어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손괴로 인한 통

상의 손해라고 보아야 하나, 이는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

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며, ‘곧바로 수선에 착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

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라고 보았다. 이는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건물이 손괴

된 사안으로서, 터파기 공사가 중단되어 터파기가 되메워졌다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 건물에 추가로 손괴가 계속될 우려가 없어 그 때부터는 보수공사에 착수

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기간까지의 차임상당의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고 본 사안이다.

275) 그리고 차량이 사고로 손괴된 경우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

차(렌트)한 사안에 관하여 판례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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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손해경감의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손해경감의무를 묵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다

분하고, 실제로 손해경감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구체적

인 결론에도 차이가 없게 되었다. 손해경감의 원칙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순수한 자연적 인과관계를 가지고 논의한다면,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후 

피해자가 대체물건을 물색하지 아니한 상태로 기간이 계속 경과된다 하

더라도, 물건의 멸실과 그로 인해 계속 증가되는 휴업손해 간에 인과관

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결국 우리 법제에서 손해경감의 원칙을 명시적으

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피해자가 부작위로 손해를 무한정 확대시킬 경

우 규범적으로 그 배상범위를 제한할 실천적 필요성은 다른 법제와 마찬

가지로 존재하고, 그러한 필요성이 우리 법에 존재하는 여러 개념들을 

통하여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전원합의체 판례는 대체물품을 구하거나 수리하는 등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동안의 손해만을 통상손해로 포함시킴으로써, 실천적으

로 피해당사자가 물건 멸실 후 지체없이 손해경감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위 판례가 ‘합리적 기간을 초과한 기간 부분의 휴업손해’를 특

별손해로 본다는 취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만약 이를 특별손해

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

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차량 사고로 해당 차량

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당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

하며 다른 차를 렌트하는 것은 손해경감조치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대차

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대차를 하였거나 대차비용 액수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는

‘손해경감조치의 합리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해 손

해경감조치가 비합리적이었다는 점은 이를 이유로 배상책임의 제한을 주장하는

가해자가 주장·증명해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위 판례는 그 증명책임이 피해자

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손해경감의 원칙의 관점에서는 다소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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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다면,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가해자가 그 사정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 배상이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불법행위인 경우에

는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불이행 

당시 채권자가 적절한 손해경감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채무자가 예

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적인 배상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면 부당할 수 있다. 이는 손해경감의 원칙을 통상손해·특별손해의 관점

에서 접근할 경우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위 전원합의체 판례의 기조는 채무불이행의 경우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대인으

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도, 임차인이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체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

요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만을 통상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의 일실수입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276) 결국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지속될 수 

없는 상황에도 불법행위 사안과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다른 대체물을 지

체없이 물색하여 손해를 경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위 전원합의체 판례

와 동일한 취지인 것이다.277)

276)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 판결. 위 사건을 보면 원심은, 피고는 원

고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의 일부인 200만원을 수령하였고, 원

고가 위 건물 부분에서 이미 학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마친 후 학원 운영을 시

작하였음을 알면서도 원고가 나머지 보증금의 지급을 지체한다는 이유만으로 적

법한 최고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건물 명도를 요구

하면서 전기를 차단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원고의 학원 운영을 방해하였

다. 그리고 위 건물을 포함한 빌딩 전체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함으로써 그 제3

자가 진행한 빌딩 전체 개축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강제로 퇴거당하게 되었고, 이

로써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되었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위

건물에서 퇴거한 2002. 3. 12.부터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04. 10. 12.까지의 영업

이익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

실인정 부분에 관하여도 합의해지로 볼 여지가 있어 더 심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 설령 원심 판단과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이행불능되었다 하

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의 영업이익 전부의 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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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례는 ‘불법행위로 영업용 

선박, 자동차, 건물 등의 물건이 멸실된 경우 그 물건의 교환가격 상당

액 배상 외에 그 물건을 대체할 다른 물건의 제조 또는 구입시까지의 기

간 동안의 휴업손해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례

들278)을 변경한 것이다. 변경 전 판례의 태도에는, 물건의 교환가격 자

체에 위와 같은 대체품 마련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사용가치)에 대한 평

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배상액에

는 멸실된 목적물을 대체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의 장래 

사용가치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멸실 당시로부터 다시 사용

할 수 있게 될 기간 동안의 사용가치는 위 교환가치 상당액의 손해배상

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279) 멸실 즉시 대체물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현재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위 전원합의체 판례는 종전 판례에 비하여 물건 전부 멸실의 경

우 합리적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배상을 별도로 인정한 것인데, 손해경

감의무의 관점에서는 종전 판례의 태도가 더 엄격했고 위 전원합의체 판

례 이후로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가 완화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물건 멸실 이후 발생하는 휴업손해 전체가 피해당

사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피해당사자로서는 물건 멸실과 동시에 합리

적으로 즉각 대체품을 구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렇게 즉각적인 조치를 

277) 그 외에도 하급심으로는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나2015515 판결

등이 있다.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임차인인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

차목적물인 건물이 멸실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사안인데, 위 판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위와 같은 사안유형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278)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29325 판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

20210 판결,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 등.

279)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나2015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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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휴업손해 부분을 스스

로 떠안아야 한다. 이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의 손해경감

조치를 피해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법제의 태도에 비추

어도 설명되기 어려운 것으로서, 이러한 면에서도 과거 판례의 태도는 

부당한 면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위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합리적 기

간 동안의 휴업손해의 배상을 긍정함으로써 피해당사자로서는 합리적 기

간 내에 대체품을 구하면 당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는 바, 피해당사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손해경감조치를 

취할 책무만을 부담하게 된다.

    나. ‘합리적 기간’의 결정

     1) 개별 판례 소개

    대체물을 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사례의 축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판례들을 보면, 

피고 공단이 건설과 관리를 맡은 철로를 통하여 열차가 운행되는 과정에

서 근처에 위치한 원고의 축사에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진동 피해를 발

생시킴으로써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을 지게 된 사안에서, 

축사건물은 물리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농

장의 교환가치 상당액의 배상을 인정함과 함께 대체지와 한우 농장시설

을 확보하는 데 드는 통상의 기간으로 볼 수 있는 9개월의 휴업손해 배

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280) 또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건물 화

재로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목적물(건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된 사안에

서, 원고(임대인)가 제1심 법원의 손해감정을 위하여 건물을 수리·복구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이는 위 이행불능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280)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나2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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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다281)고 판시하면서 제반 사정282)을 고려하여 수리·복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6개월로 인정하였다.283) 그리고 피고 법무법인

이 원고 의뢰인과의 수임 취지를 벗어나 법리를 잘못 구성함으로써 의뢰

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는 잔여 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액 전부가 아니라 다른 임대인

을 물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휴업손해 상당액이고, 다른 

임대인을 물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여 3개월간의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284)

    또한, 휴업손해가 발생한 경우 휴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수리비

용을 지출했다면 이는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혹은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비용 지출로서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285) 위 

281)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위한 감정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수리ㆍ복구한 것을

두고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로서는

위 건물의 감정을 받는 방법 이외에도 일단 위 건물을 수리ㆍ복구한 후 이에 투

입된 비용에 관한 입증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점, 임대

인이 감정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까지의 기간동안의 사용이익까지 배상

을 인정할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무한정 그 손해액이 늘어날 수 있는

점 등을 논거로 설시하였다.

282) 위 사건 건물 1층 부분의 경우 일부 훼손에 그쳐 전체가 소훼된 2층에 비하여

수리ㆍ복구에 필요한 기간이 비교적 짧을 것인 점, 실제 원고가 감정이 끝난

2012. 11. 30. 이후 공사를 시작하여 위 공사가 2013. 4. 15. 완료된 점 등을 고려

하였다.

283)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3나2015515 판결

2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 선고 2011가합39439 판결. 이 사건의 원고는 점

포의 임대인인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으나 예상과 달리 위 상가가 활성화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분양대금을 돌려받거나 잔

여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수임하였다. 그러나

피고 법무법인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진술한 후 잔여임대차기간 동안의 차임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법리를 구성하여 패소하였는바, 위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리구성이 잘못된 것으로

서 위임인인 원고에 대하여 위임계약에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

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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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손해경감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앞서 

살펴본 손해경감 원칙의 내용에 부합하는 판결이고, 공평관념 등에 비추

어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다.

     2) 판례들에 대한 논평

    ‘합리적 기간’의 판단 기준을 일반론적 관점에서 설시한 대법원 

판례는 찾아볼 수 없고, 지금까지의 판례는 ‘합리적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전반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

로 보인다. 그리고 그 고려 과정이 자세히 드러난 판례는 상대적으로 적

으나, 보통은 거래 관행이나 대체물 준비 과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실제 

소요되었던 기간 등을 중심으로 사실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에

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해당사자로서는 물건의 멸실

이 있을 경우 그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체물을 준비하기 위

한 노력에 지체없이 착수할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족하고,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까지 기

울일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법리구성을 보면, 합리적 기간을 넘어선 부분의 휴업손해에 

관하여는 이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거나 혹은 특별손해로 보아 예

견가능성을 부정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특히 상당인과관계를 언급한 

판례들을 보면, 본래 의미의 상당인과관계가 문제된 경우와 손해경감의

무 위반의 문제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설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 부당해고

28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가합21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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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함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

를 입는 경우 해당 실직기간 전체의 임금 상당액이 손해가 되는지 문제

된다. 이에 관하여 재취업 가능성 및 소요 기간, 재취업처의 고용계속가

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판례가 있다.286) 이 사안에서는 

골프장 캐디인 원고들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로부터 출장유보처

분 및 제명처분을 당한 데 대하여 실직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액을 포함하

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피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면서 위 출장유보처분 및 제명처분(제1제명처분)이 위법

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287) 그리고 위 불법행위에 따

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각 출장유보처

분 및 제명처분으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각 처분이 없었

더라면 향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캐디피 상당액’이고, 이후 위 원

고들의 재취업 유무 및 그 가능성, 재취업까지의 기간, 재취업처의 고용

계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원고들의 일실수입 

범위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을 대체할 다른 직장을 구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6개월 정도 기간의 위 원고들의 수입액 상당액’이

라고 판단하였다.

    위 판례의 사실관계 및 판시내용을 보면,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무하

지 못한 기간의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경우 근무하지 못한 기간 전체의 

일실수입이 손해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하는 데 필요한 합리

적인 기간’동안의 일실수입만이 손해액으로 인정되고, 위 ‘합리적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재취업 유무 및 가능성, 재취업까지의 기간, 재

취업처의 고용계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

286) 1심 수원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09가합25824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선고 2013나20917 판결(확정)

287) 따라서 위험부담의 법리를 적용하여 과실상계의 여지가 없는 본래의 임금청구

를 인용한 사안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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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위 판례에서 손해경감의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

나, 부당해고의 피해당사자에게 사실상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취업 조치

를 할 책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제 4 관 수리비용의 지출

   1. 물건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손해액 제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수리를 위해 해당 물건의 

시가288)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지출된 경우 그 수리비용 전체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불법행위 등으로 인

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

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

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

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289) 판례는 위와 같은 배상액 제한

288)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되는 경우 그 훼손된 물건은 대부분 이미 사용된 바 있

는 중고품일 것이다. 이 경우 물건의 교환가치 산정 방법에 관하여, ‘중고차가 타

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

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

장에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

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감가상각의 기준인 정액법이나 정률법 등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판시한 예가 있

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77917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

5150 판결).

289)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또한 위 판결은 ‘수리로 인하여 훼

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

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라고 이여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손익상계의 법리

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결론으로 보인다. 유사한 취지로 대법원 1994. 10. 14. 선

고 94다3964 판결은,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불가능하

다면 훼손 당시의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에는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건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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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로 ‘형평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을 뿐, 손해경감의 원칙을 특

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이러한 사안유형도 해

당 수리행위가 물건의 시가 상당액 초과분에 관하여는 손해를 확대시킨 

조치로 보아 손해경감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함

으로써 손해경감의 원칙과 관련된 이익상황에 포함시켜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물건이 훼손되어 피해자가 수리비를 지불한 경우 그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 차액설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음에도 물건

의 시가를 한도로 하는 것은, 시가를 넘는 수리비를 지출하는 것이 일반

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290)

   2. 손해액이 제한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리비 배상액을 물건의 시가를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그러한 비용지출은 일반적으로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에서 

온 것이라면, 물건의 시가를 초과하는 수리비 지출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제한 없이 물건 시가를 초과하는 수리비 전체를 배상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 전액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등도 같은 설시를 하고 있다.

290)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

구할 수 있을 뿐이어야 하는 것임은 당해 피해차량이 기술적으로는 수리가 가능

하다 하더라도 피해 직전 상태의 차량을 구입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

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야 하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

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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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91)은,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에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

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

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

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본건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의 경우, 1) 

그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2)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차할 수 없으며, 

3)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상 대

차 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

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아 수리비 전액의 배상을 인정

하였다.292) 그리고 불법행위로 손괴된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청주

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방안지시에 따라 원고 회사가 차량을 폐차시

킬 경우에는 새차로만 대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원고 회사로

서는 새차를 구입하지 않은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수리할 수도 있

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회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

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상당액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

하였다.293)

29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292)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1997. 12. 24. 선고 97나2956 판결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

였으며, 대법원이 이를 유지하였다.

293)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5249 판결(1심 청주지방법원 1990. 7. 24. 선고

89가합3844;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1991. 4. 4. 선고 90나41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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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피고(불법행위자)가 그와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보험자에게 

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원고(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수리

를 의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차량수리비 손해를 

(피고가) 감수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예가 있

다.294) 위 사례들을 종합하면,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의 배

상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수리를 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지와 같은 수리 경위보다는, 교환가치 이상의 금액

을 들여서라도 그 물건을 수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 여

부’를 따지는 것으로 보인다.

제 5 관 대체거래 불이행

    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매수인이 지체없

이 대체거래책을 물색하여 대체급부를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것이 

손해경감조치로서 요구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295) 위 사안에

294)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위 판결의 원심(서울고등법원 1990.

2. 8. 선고 89나33383 판결)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원고로부터 그

피해버스의 수리요구를 받은 피고는 피고가 손해보험계약을 맺고 있던 보험사에

게 그 버스의 수리를 의뢰하여 위 보험사가 같은 계열회사인 정비회사에 수리를

맡기게 되어 위 정비회사가 금 15,795,938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기에 이른 것

을 확정한 다음, 사고 당시의 버스 시가가 금 6,000,000원에 불과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배상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해버스의 수리비를 원고가

부담하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 버스의 사고 당시의 교환가치가 그 수리비보다

적다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 감소를 초과하는 부분 상당의 수리비 손해는 수리비

가 교환가치 감소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따져 볼 것도 없이 그 수리를 의뢰한 피

고에게 그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교환가치 감소를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

위 수리비 전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항변을 배척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버스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

리비 부분의 배상까지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버스

의 교환가치를 증거로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확정된 교환가치 상당액으로 수리

비 배상액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295) 1심 수원지방법원 1996. 6. 25. 선고 94가합20627(본소), 96가합12460(반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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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고는 소외 패시픽 유니온 회사와 위 소외 회사에게 판지를 공급하

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4. 2. 1. 피고 정리회사와 피

고로부터 3개월간 판지를 매월 5,000톤씩 총 15,000톤 공급받기로 하

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인 2. 1., 2. 15., 2. 21. 세 차

례에 걸쳐 판지 발행일자, 번호, 계약수량, 인도가격(미화), 선적기일 등

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후 물품매도확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수량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94. 5. 

11., 같은 달 17.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경고하는 한편 그 이행을 최고하였다. 한편 피고는 1994. 2. 24. 회사

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을 받았고 보전관리인이 선임되었다가, 1994. 3. 

22. 새로운 보전관리인이 선임되었는데 위 보전관리인이 판지에 관하여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판지 공급에 관한 구체

적 내용을 확정한 바 없다는 이유로 1994. 5. 31. 원고에게 위 미이행 

판지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하였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 피고가 판지를 공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

여 원고가 얻지 못한 일실 영업이익, 2) 원고가 소외 패시픽 유니온에 

대하여 판지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그 배상액, 3) 소외 패시픽 유니온이 제3의 업체에 대한 판지 

수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를 상대로 청구하여 이를 인용

하는 홍콩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판결금액의 배

상을 각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1)과 함께 피고가 당시 원고

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판지를 전매할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2)

번 특별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였으나, 3)번 특별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위 손해액 합계 348,953,989원296)에 

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1997. 5. 30. 선고 96나31750, 31767(반소) 판결; 상고심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6982, 26999(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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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원고가 새로운 경영자인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보일 경우 대체구입을 하여 수출을 이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원고가 손해를 경감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314,058,590원(계산해보면 위 금액의 약 90%

임)으로 제한하였다.297)

    위 판례는 매도인의 물품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경감할 책

무를 매수인에게 부과하고, 그 불이행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제한하였다

는 점에서 손해경감의무가 정면으로 적용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하지

만 영미법에서 손해경감의무는 손해 발생 이전에는 생겨나지 않는다고 

설명되는 데 비하여, 위 판시를 보면 피고의 이행거절 이전부터도 피고

의 이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고러하여 대체 구입을 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되어있어, 일정한 상황에서는 손해 발생 

이전 시점에서도 선제적으로 손해경감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

으로 해석된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특정이행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영

미법에 비해 본래 급부 이행청구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우리나라에서 

채무불이행 이전부터도 선제적인 손해경감조치를 취할 것을 피해당사자

에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 생각된다.298)

296) 이행거절시인 1994. 5. 31.을 기준으로 일실 영업이익 및 배상액을 각 미화로

확정한 뒤 같은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였다.

297) ‘원고의 위 패시픽 유니온에게 배상할 손해액이 원고 자신의 일실수익액에 비

추어 훨씬 많고, 위 정리회사는 1994. 2. 24. 이미 회사정리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어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사정은 원고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계약 규모도 큰데다가 그 이행기간이 같은 해 3.부터 6.까지

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경영자인 관리인에게 그 이행여

부를 확인하고 여의치 않다고 보일 경우 대체 구입을 하여 수출을 이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던들 원고의 손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원고

가 이를 게을리한 점을 고려하면 위 원고의 손해는 금 314,058,59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98) 그리고 손해발생시점 이전부터 일정한 대비조치(내지는 손해경감조치)가 필요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는 이하 제7관 4.항의 ‘비닐하우스 단전 사건’에서도 볼

수 있어 더욱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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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관 손해경감조치 소요비용의 배상

    일방의 위법행위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투입한 비용은 손해경감조치에 소요된 비

용으로서 배상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판례에서도 

손해경감조치에 투입된 비용의 배상을 긍정하고 있다. 우유 제조회사인 

피고가 우유 제조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비식용분유를 만드는 

기계로 조제분유를 제조하고 있다’는 취지와 ‘외국 법령상 사용 금지

된 원료 또는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여 조제분유를 제조하고 있다’는 취

지 등 원고를 비방하는 광고를 행한 사안에서, 위 광고가 모두 사실과 

다르게 원고를 비방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의 명예, 신용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광고라고 판단한 예가 

있다.299) 그리고 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광고 

자체로 인한 손해 외에도 원고가 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

이기 위하여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위 대응광고

비 또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 그 배상을 인

정하였다.

    위 판결에는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 1) 먼저, 손해경감의 원칙의 

본래 내용은 ‘피해당사자가 손해경감조치를 이미 취한 경우’ 그에 지

출된 비용이 배상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상 판례는 원고가 

손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광고를 아직 게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 최소

화를 위한 대응광고가 필요하다며 대응광고비를 청구하였는데, 위 대응

광고비가 지출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그 배상을 인정하였다.300)

299) 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6. 9. 선고 91가합3081(본소), 91가합84667(반소)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1993. 7. 2. 선고 92나43779, 43786(반소) 판결; 상고심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반소) 판결

300) 위 판결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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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손해경감조치에 투입된 비용의 배상은 피해당사자에게 손해경

감의무가 인정되는 것에 대응하여 인정되는 면도 있고 해당 비용이 손해

경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비용을 포함하여 배상하더라도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발생할 손해액 전체보다는 적은 금액이 될 것이

라는 점도 작용한다. 그렇다면 손해경감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비록 손해경감의 원칙의 본래 내용

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경감조치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 

그것이 손해 최소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

다. 2) 그리고 위 사안에서 원고가 청구한 대응광고비가 전액 인용된 것

은 아니고, 법원이 나름의 판단을 거쳐 대응광고로서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최소한의 광고횟수를 인정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대응광고

비의 배상만을 인정하였다는 점301)이 특기할 만하다.

제 7 관 기타 사안유형들

  1. 단전금지가처분 사건

이 사건 광고가 게재되었던 각 일간지마다 같은 크기의 실상을 밝히는 대응광고

를 게재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 역시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01) ‘일간지에 위와 같은 크기로 광고를 게재하려면 1회에 금 13,000,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은 피고도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한편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광고는 한국일보에 5회, 조선일보에 2회, 부산일보, 대구매일신

문에 각 1회 등 4개 일간지에 도합 9회에 걸쳐 게재되었고 여기에 그 광고의 내

용, 광고일자의 간격, 게재된 일간지의 배포지역 등을 고려하면 그 대응광고는 한

국일보에 2회, 조선일보, 부산일보, 대구매일신문에 각 1회씩 도합 5회로 족하다

보여지므로 그 대응광고비는 금 65,000,000원이 된다. (원고는 위와 같은 대응광

고는 1건의 광고마다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또 그 회수도 광고의 파급효과에

비추어 1건에 대하여 적어도 10회 정도는 계속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광고

매체 별로 앞서 인정한 회수의 대응광고를 게재하더라도, 그 광고에 이 사건 판

결의 결과 등을 함께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면 대응광고로서의 효

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각 광고매체별로 위 인정회수를 초과한

대응광고비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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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상판결의 요지

    ‘단전금지가처분 사건’은 불법행위 피해자의 손해경감의무를 명시

적으로 설시한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 중 하나이다.302) 이 사건 원고는 

1993. 6. 1.부터 시장에서 좌판 형태로 수산물 소매업에 종사하여 왔는

데, 전 조합장의 허락을 받아 높이 90cm의 냉장고(‘이 사건 냉장고’)

를 자신의 점포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위 전 조합장은 설치하는 

냉장고의 높이를 70cm로 제한하기로 의결하였고, 현 조합장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냉장고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조합

원 총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원고 점포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냉장고는 위 회의에서 의결한 규제대

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원고 이외의 다른 몇 사람도 높이 70cm 이

상의 냉장고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던 것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원고에 

대하여만 전기공급을 중단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피고의 전기공급 중단 

행위는 원고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원고로서도 피고의 불법적인 전기공급 중단

행위가 있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여

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공급이 중단된 약 3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참가인(시장상인들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영업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라 

하면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확대에 기여

하였다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302)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원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3.

4. 3. 선고 2002나2574 판결). 위 판결에서는 ‘손해경감조치의무’라는 표현을 사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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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

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

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

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제

396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

을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그 법적 조치

를 취함에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든가, 그 결과가 

불확실하다거나 판단을 받기까지 현저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 확대 방지 또는 경감에 적

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

하였다. 이러한 일반론을 설시한 후, ‘단전금지등가처분신청은 시장에

서 생선판매업에 종사하는 원고에게는 익숙하지 아니한 법적 조치라 할 

것이고, 전기공급이 중단되자 원고는 피고와 참가인을 찾아가 항의를 하

고 단전으로 인한 영업방해를 제거할 의도로 경찰서에 피고를 고소하는 

등 나름대로 사전조치를 취하였으나 그것이 효과가 없자 2개월 23일만

인 1999. 8. 23. 원심법원에 단전금지등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게 된 점’

을 이유로 단전금지등가처분신청의 제기가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정도로 시기에 늦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

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나.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이 건 판례는, 비록 대법원에서는 당해 사안에서 손해배상액 제한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론적으로 손해경감

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계약 상대방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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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고, 계약 상대방과의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계약 사안과 달리 불법행위 사안에서는 손해경감의무를 

정당화하기가 더욱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법행위 사안에서도 

손해경감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과실상계 규정(민법 

제396조) 및 준용규정(민법 제763조)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건은 손해경감의무 중에서도 ‘법적 조치를 적기에 취할 의

무’가 문제되었다. 피해자의 손해경감을 위한 법적 조치가 시기에 늦은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당해 법적 조치의 종류와 성질, 사

전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사전의 다른 조치의 이행 여부, 피해자의 법

률적 지식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합리적인 법적 조치’에 관한 비교법 판례로는, 피해

당사자는 복잡한 송사에 휘말리게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는 취지의 Pilkington v. Wood 판례303)를 들 수 있는데, 위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도 참고할 만하다.

  2. 토지 임대차계약 이행불능과 공사비용지출

   가. 대상판결의 요지

    토지 임대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임차 토

지에 지출한 공사비용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를 일부 제한한 사례가 있다.304) 위 판결에서 당사자를 단순화한 사실

303) 본고 22면 이하 참조

304) 1차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99다53674(1심 의정부지방법원

1998. 6. 23. 선고 97가합12935 판결; 2심 서울고등법원 1999. 8. 17. 선고 98나

35640 판결), 파기환송 후 원심 : 서울고등법원 2003. 7. 16. 선고 2002나12460 판

결, 위 파기환송심에 대한 상고심(2차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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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사찰)는 1988. 5. 17. A에게 피고 소유의 경

기 포천군 소재 5필지 토지(‘이 사건 토지’)를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19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1990. 11. 19.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서 

A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임차인인 A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2. 6. 25. 패소하게 되자, 1992. 11. 9. A에

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한편, 원고는305) 당

시 스포츠타운 및 관광호텔 신축부지용으로 피고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

게 된 것인 바, 1991. 9. 4. 포천군수로부터 지하 2층 지상 5층 운동시

설 1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임차인인 A와의 임대차계약을 해

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1992. 12. 10.경 스포츠타운 등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대지조성 및 지

하굴토작업을 상당부분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측이 대표자가 교체될 

때마다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수시로 불사시주금 등을 요구하여 정상적인 

공사수행에 차질을 빚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A로부터 

토지인도 및 시설물 철거 요구를 받게 되어 결국 1995. 4. 25.경 공사

를 중단하였다.

    위 사건에서, 먼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와 관련하여 1심과 

항소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임대하여 그 지상에 체육시

설 등 신축공사를 시행할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포함되

지 않은 금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공사진행을 방해하다가 급기야 A에

게 임대목적물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줌으로써 임대차계약

305) 엄밀히는 원고와 소외 윤@근이 공동으로 ‘호림개발’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와 피고 간의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호림개발이 승계하기로 피고

와 합의하고 위 호림개발(원고가 단독으로 운영하게 됨)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

한 사안이다. 그러나 결국 ‘원고’라고 지칭하더라도 쟁점에 대한 논의에는 문제가

없어 원고라고 계속 지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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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임차인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

서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입게 된 손해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의 존속을 믿고 임차대지상에 시설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용 상당

액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또한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과실상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를 A가 임대기간 19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후 사용하고 있

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사찰 주변이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되자 피고에

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A에 대한 임대차계

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게 된 사실, 피고는 선행 임차인인 A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2. 6. 25. 패소한 

후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1992. 11. 20. 그 소를 취하하였

고,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1992. 12. 10 당초 의도했던 대로 

스포츠타운 건축 공사에 착수한 사실, 그 후 피고가 1994. 10. 18. A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위 사실을 

알면서도 본건 공사를 계속하다가 1995. 4. 25.경 공사를 중단한 사실

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를 임차하더라도 이행불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충분

히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손해가 발생되지 않거나 발생되더라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포츠타운 등 공사

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고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직권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

다.

    그리고 파기환송 후 원심에 대하여 다시 상고가 이루어졌는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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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1) 위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 원고의 과실비율을 2/3으로 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1/3으로 제한한 것이 그 비율에 있어 정당한지 여부와 

함께, 2) 피고가 1994. 10.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후 원고가 공사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은 비용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가 문제되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1)‘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

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며 본건의 경우 과실

비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쌍방의 상고이유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리고 2)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임

대인이 토지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여 바로 공사를 중단하고 손해배상

을 구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를 하면서 공사의 계속을 도

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연한 자구노력’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1992. 

11.경 체결되었으나 그 후 피고와 A, 원고 사이에 협의를 계속 하였고,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있었고 이러한 협의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에도 계속되었으며 피고도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점에 비추어보

면, 1994. 10. 18.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도 A와 

협상을 하다가 끝내 결렬되어 토지인도 및 시설물철거 요구를 받아 결국 

1995. 4. 25.경 공사 중단시까지 원고가 투입한 공사비용은 모두 피고

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아 상고이유를 배척하였

다.

    나.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대상 판결은 토지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그 확대가 문제된 사안이다.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추가

비용 투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위 판결은 미국 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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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ingham County v. Luten Bridge Co. 판결306)과 대응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위 미국 판결은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있은 후 ‘당해 계약 

자체의 이행을 위한 비용’을 계속 지출한 부분에 관한 판례인 반면, 대

상 판결은 임대차계약 자체의 이행행위가 문제된 것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이 계속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다른 추가비용을 지출’한 사안이라

는 점에서 쟁점이 다르다. 그러한 면에서 대상판결은 ‘계약에 따른 본

래 급부이익의 보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리고 위 2건의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손해배상책임 존

부’에 관한 인과관계의 문제와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과실상계

의 문제를 체계상 구별하여 논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피고의 토지소

유권 상실 이후 공사 계속으로 인한 비용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토지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여 바로 공사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것은 아니라’고 하며, 원고가 피고 및 A와 

협의를 계속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일단 배상범위에는 모두 포함시켰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이행불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

견될 수 있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위 공사를 계속 진행

하여 손해를 확대시킨 것은 과실상계의 요소로서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체계상 지위로 보았을 때, 확대손해 부분이 당초 위법행위와 상당인

과관계가 없어 배상범위에서 애초에 제외되기 위한 요건은, 확대손해 부

분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에서 참작하기 

위한 요건보다 까다로울 것이다. 과실상계 자체가 일단 해당 손해 부분

이 배상범위에 포함됨을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 

판결을 보면, 임대차계약이 이행불능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견하고

도 공사를 진행한 것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면서 

과실상계에서는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는 좀 더 너그러이 

인정하되 과실상계를 인정함으로써 손해 배분의 공평을 기하고 있다. 위

306) 35 F.2d 301 (4th Cir. 1929), 본고 3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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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접근은 타당하며, 논리상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확대손해

에 대하여 조건설적 인과관계만 인정된다 하여 모두 상당인과관계를 인

정하는 것은 아니고, 위 판례를 보아도 만약 원고가 피고 및 A와 협의

하는 등의 기본적인 자구노력조차 취하지 않았다면 상당인과관계 자체를 

부정하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통사고 피해자의 특실 입원과 손해경감의무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

받은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

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

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그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307)

    이는 운송계약이 채무불이행되는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데 

고급 칸을 이용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인데, 영미법에서는 이러한 문

제를 손해경감의 원칙 중 비합리적인 비용 지출의 문제로 보아 해결하고 

있다. 생각건대, 특실에 입원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특실을 이용하여 

추가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비합리적인 지출로도 볼 수 있고, 일반실을 

이용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 부분까지는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지

만 특실을 이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통상적이지도 않아서 순전히 피해

자 자신의 주관적인 의사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초 사고와의 상

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둘 중 

307)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39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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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론구성할 것인지는 관점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4. 비닐하우스 단전 사건

    가. 대상판결의 요지

    대상판결308)은 피고 회사의 피용자가 피고 소유의 트럭을 후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여 넘어뜨리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로 인하여 일반 

수용가로의 전력공급이 중단되었고, 원고는 당시 해당 지역에서 비닐하

우스 2동을 설치한 후 화초들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위 화초들의 적정 

온도가 외부 기온보다 높아 전기온풍기를 가동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

고 있었던 사안이었다. 그런데 위 전력공급 중단으로 위 전기온풍기가 

약 12시간 30분가량 작동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닐하우스 내 온

도가 적정 온도 이하로 떨어짐으로써 위 화초들이 동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

였다.309)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

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라 하면서, 본건 손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면서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부정하여 위 화초 동해에 관한 손해부분 배상을 

부정하였다.

    나.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308)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309)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청구에 관하여는 전기공급계약에서의 면책약관 부분

이 문제된 것으로서 본고에서는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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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을 보면 ‘손해경감의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판결 이유를 보면 예견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손해경감조치의 이

행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판례는, “...(전략)... 위 전신주의 충

격으로 전선이 절단되어 전력이 공급이 중단된 부근의 같은 종류의 농작

물을 재배하고 있던 다른 비닐하우스에는 1시간 만에 절단된 전선이 복

구되어 전력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작물의 동해는 위 비닐하우스 내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중단된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고 달리 비닐하우스 

내 보온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것인바, 

소외인(피고의 피용자)이 이러한 사정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

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310)

    혹시 있을 수 있는 전력 공급 중단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사고 발생 

이전에 해야 할 일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손해경감의무가 문제된 사안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다른 비닐하우스에서 1시간 만에 전선이 복

구되어 전력이 공급되었다는 부분과 함께 보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전

력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손해경감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안

은 손해경감조치 여부를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한 

사안이다. 생각해보면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경감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법리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기온풍기 작동이 중단된 상

310) 원고가 비닐하우스 내 보온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근거도 판례에 제시되어 있다.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통상 전력의 공급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내

재배 작물을 위해 필요한 보온 유지를 하는 수용가로서는 불시에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가능한 한 보온 유지가 되

지 아니한 채로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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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일정 시간 방치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사고와는 독립된 요인의 개입

으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장기간 방치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대비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로 전력공급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화초가 동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국 과실상계 또는 특별손해의 문제로 취

급될 수 있는데, 만약 법원에서 일정 비율만큼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부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면, 통상손해로 보거나 혹은 특별손

해로 보면서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후, 과실상계에 따라 배상액을 비율적

으로 제한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본건에서 법원은 화초의 동

해로 인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하였고, 그러한 결단 하에 특별손해로 보아 예견가능성을 부정하는 방

향으로 이론구성이 된 것으로 보인다.311)

제 4 절 우리 판례의 분석에 따른 시사점

1. 채권자에게 요구되는 손해경감조치의 수준

    일반론적으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그 내용은 당해 가해행위가 있기 전과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액 상

당이며,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즉, 당해 채

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있게 되었을 재산상태와 현재 재산상태의 차액 상

311) 판례를 보면 “소외인(피고의 피용자)으로서는 이 사건 전신주는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통상 비닐하우스에는 전기설비 내지 전기비품

등이 설치 또는 비치될 수 있으므로 위 전신주의 전선을 통하여 인근 비닐하우스

내에 전력이 공급된다는 사정 및 위 비닐하우스 내에는 보온 유지가 필수적인 농

작물이 재배되고, 이러한 농작물의 보온 유지에 필요한 전기용품이 비치되어 작

동되리라는 사정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후략)...” 라는 설시가 있는

바, 정전으로 인한 손해도 일정한 경우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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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안들을 보면 채권자가 손해경감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우리나

라에서 채권자에게 요구되는 손해경감조치의 수준이 그다지 낮지도 않음

을 알 수 있다.

    먼저, 계약이 이행불능되는 경우 이행불능시의 목적물의 시가가 통

상손해이므로 채권자는 이행불능 이후부터 가격등락 위험을 부담하고 손

해가 확대되어도 이를 배상받기 어렵다.312) 이행거절의 경우도 현재 판

례의 입장에 따르면 이행거절이 이행기 전인지 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거절시의 시가가 통상손해가 되는 결과, 채권자로서는 이행기 전 이

행거절이라 하더라도 이행기까지 기다릴 수 없고 즉시 대체거래 등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이행지체의 경우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다 하더라도 계약이 당연히 해제되는 것이 아닌 이상 채권

자로서는 채무의 이행을 계속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지만, 손해

배상의 문제로 넘어오면, 이행 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시의 시가가 통상

손해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여전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는 것과는 별개로 즉시 대체거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체침해 사안의 경우, 일반론적으로 수술 여부는 개인의 

신체 자기결정권의 영역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술을 강요할 수는 없

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해 수술이 위험성이 없고 수술을 행할 경

우 상태가 호전될 것임이 명확히 예측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확대분만큼은 

배상이 제한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해당 수술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검토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312) 이행불능시 이후의 시가상승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손해로 취급되는데,

이론상으로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을 요건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

로는 특별손해의 배상이 실제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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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수술의무에 관한 독일의 판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영미법 교과서에 언급되는 내용들과도 약간의 표현만 다를 

뿐 결국 유사한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영업용 재산의 멸실의 경우에도, 해당 물건을 대체할 다른 물

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만이 통상

손해로서 배상 가능하므로, 피해당사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 재산

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 기간’에 대

한 구체적인 판례들을 보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고려하거나 지체없이 

준비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피해당사자에게 실제 소요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리적 기간’을 확정한 판례가 많다. 이러한 판례 하에서 

피해당사자는 사실상 ‘지체없이’ 대체 재산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

다. 부당해고를 당한 피해자도 만연히 실직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실수입 

전체를 청구할 수는 없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구직을 위한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그리고 재산 손상의 경우 수리비를 지출하더라도 당해 재산의 시

가313)를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이 제한되므로 수리비 지출시에도 이를 

잘 따져야 하며, 손해 경감 또는 확대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조치

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도 취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는 사고

가 일어나기 전부터도 해당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측하고 일정 부분 이들에 관한 준비조치나 발빠른 사후조치를 할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또한 그 외에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일정한 

경우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을 예견하고 과도한 비용투자를 제한할 것 등

313) 여기서의 ‘시가’란 새 제품의 시가 내지는 피해자가 그 물품을 구매할 당시 지

불한 가격이 아니라, 그 물건을 실제 사용한 기간을 고려한 중고물품의 시가이다.

따라서 감가상각 등이 당연히 고려되고 자동차 등과 같이 해당 물품과 동종의 물

품이 중고시장에 있다면 그들의 평균적인 시가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바, 개

인의 입장에서 그 시가를 인식하는 것이 꼭 쉬운 일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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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손해경감의무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면, 우리 판례의 전반적인 태도가 영미법

에서 서술하는 손해경감의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제에 따라 채권자에게 요구되는 손해경감의무의 수준에 관하여 

일정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느 법제는 손해경감의무를 

인정하고 어느 법제는 부정한다’ 등과 같은 이분법적 설명은 다소 부정

확하다. 오히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

배’라는 공통된 이념 하에서 손해경감의무를 일정 부분 인식하면서 각

국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해나가고 있다고 설명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2. 손해경감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구성

    각국별로 인정되는 손해경감의무의 정도 및 내용 외에도 법제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 미이행이 문제되

는 이익상황을 어떠한 법리에 따라 해결해 나가는가에 관한 것이다. 

‘손해경감의 원칙’이라는 독자적인 손해배상 제한 원리를 인정하는 영

미법의 경우는 해당 원칙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면 되고, 독일법도 ‘공

동과실’이라는 표제 하에 ‘채권자가 손해를 회피 또는 경감하지 못한 

경우’를 명문규정으로 두고 있어 해당 조항을 원용하면 된다. 반면 손

해경감의무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프랑스나 우리의 경우 과

실상계를 비롯한 여러 법개념을 조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우리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손해경감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들은 주로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황에 따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고 보거나 특별손해로 취급한 

경우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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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먼저 과실상계에 관하여 보면, 채권자(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의 피해자)가 순전히 손해의 확대에만 과실이 있는 경우도 민법 제396

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론이 확립되어 있으며 실제로 손해경감

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알지 못하는 법제에서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 미

이행과 관련된 이익상황을 해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개념이다. 

실제 판례를 보면 신체침해 피해자가 수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법적 조치가 있음에도 이를 취하지 않았거나 지체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여러 사안들에서 두루 활용되고 있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책

임 범위가 확정됨을 전제로 ‘손해액 전체’를 기준으로 이에 대하여 채

권자의 과실 정도를 일정 비율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제한한

다.314) 과실상계를 이용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손해 확대 내지

는 경감 실패에 따른 과실의 내용만을 적시하여 그에 따라 적정한 비율

을 정하면 되고, 전체 손해 중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채권자의 과실에 

의해 확대된 부분인지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손해

경감의무가 요청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거나, 특정 시점 

전후로 일도양단적으로 채무자의 배상책임을 긍정 또는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서는 과실상계에 의한 해결이 유연성 및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

에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실상계에 따라 책임을 제한한 판

례들을 보면, 대부분 손해경감의무가 요청되는 시점의 특정이 어렵다거

나 손해경감의무의 미이행과 당초 가해행위가 혼합되어 손해 확대 결과

를 야기하는 등으로 얼만큼의 손해가 확대된 것인지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었다. 하지만 일부 판례들은 손해경감의무의 미이행이나 

지체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 부분을 추가심리를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과실상계에 따라 비율적으로 손해를 분배한 경우들도 있었다.

    2) 영업용 재산이 멸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부당하게 종료되는 등

314)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6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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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휴업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

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의 휴업손해를 넘어서는 휴업손해 부분에 대

하여 이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에서 제외한 사례들이 있

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특실을 이용한 경우에 관한 판례처럼 불

필요하게 과다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초과지출 비용 부분은 상당인과관

계가 없다고 본 판례들이 있다. 위 사안들은 당해 손해발생 자체에 관하

여 원인이 경합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손해발생 이후 비합리적인 기간동

안 대체물품을 마련하는 노력을 취하지 않았거나 손해 방지에 필요하지 

않은 초과지출을 하는 등 피해자의 손해경감의무 위반행위가 개입되어 

당초 가해행위와  확대된 손해 부분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듯하다.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그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아예 

제외되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을 때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이론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해당 사안

들을 보면 대체품을 구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을 심리를 통해 

밝힌 후 그 기간을 넘어서는 휴업손해 부분을 특정할 수 있거나, ‘특실 

비용 - 일반실 비용’과 같이 과다 지출된 비용 부분을 특정할 수 있

다. 이렇게 손해배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손해 부분을 특정할 수 있을 

때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이론구성을 취하는 것이 손해액 전체를 

두고 비율적으로 과실상계를 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고 구체적 타당성

도 있을 것이다.

    3) 그리고 채권자가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하여 확대된 손해 부분을 

특별손해로 구성하고 가해자(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판례들도 상당수 있다. 먼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에 관한 판례들은 모두 해당 기준시기 이후의 시가상승으로 인

한 확대 손해부분을 특별손해로 보고 있다. 물론 이들 판례에서 손해경

감의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않으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 문제는 영미

법에서도 손해경감의무와 연관지어 논의되고 있고, 손해액 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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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정해지면 그 시기부터 채권자가 손해경감조치를 취할 것이 사실

상 강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손해액 산정 기준시기의 문제

와 손해경감의무의 문제는 서로 불가분이라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한 휴업손해에 관하여도 이를 상당인과관계

의 문제로 보지 않고 특별손해의 문제로 본 판례들이 있고, ‘비닐하우

스 단전 사건’에서 농작물이 냉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도 특별손해의 

문제로 접근한 후 피해자가 단전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합리적으로 취

하지 않은 것을 들어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부정한 바 있다. 특별손해

로 이론구성하는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이 손해배상에서 전부 배제된다. 다만, 특별손해는 당해 특별

한 사정에 관하여 채무자(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액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론상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실제 

특별손해로 보면서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보

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와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고, 그래서 

실제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이론구성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면도 있

는 듯하다.

    이렇게 우리 판례들을 모아서 분류해보면 위와 같았으나, 사실 어떠

한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통일적인 원칙이 종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각 법리 중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의식적 고민도 그

간 특별히 없었던 듯하다. 그리고 특정한 법리를 사용하는 사례군 간에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었고, 다소간의 경향성만을 찾을 수 있

을 뿐이었다. 하지만, 과실상계, 상당인과관계론, 통상손해/특별손해 이

론 모두 각각 나름대로 다른 법개념에 따라 대체될 수 없는 기능들을 가

지고 있어서, 어느 하나의 법리에 의존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각각의 

개념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여러 법리

를 그때그때 활용하는 우리법의 해결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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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하지만 법리구성에 있어서도 일정한 원칙의 정립은 필요하다

고 보인다.

3. 손해경감의무 위반을 직권으로 고려 가능한지 여부

    영미법에서 손해경감의무 위반은 채무자 측에서 손해배상액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기 위한 ‘항변사유’로서 주장자가 이를 주장·증명하

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경감의무 위반의 문제를 

주로 과실상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과실상계는 직권적용사항으로서, 

소송자료에 의해 피해자(채권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채무자의 주장이 없

더라도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315)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채무자의 주장이 필요한지 여부보다는 손해경감의무의 존재가 

우리 민법 내에서 의식되고 고려된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손해

경감의무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채무자의 주장이 있을 때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고 보인다. 따라서 그 운용에 있어서는 영미법과 다를 수 있으며, 우리 

법체계에 맞게 직권조사사항으로 운영되더라도 상관없을 것이다.316) 하

지만 직권조사사항이라도 소송자료로는 현출되어야 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고, 그러한 소송자료는 결국 대부분 채무자 측에서 제출하게 될 것

이므로, 결국 실제에 있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315)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316) 특히 상당인과관계는 청구원인사실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항변사

유가 아니고, 해당 손해가 특별손해라는 점도 항변사유가 아니며,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도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당사자가 항변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손해경감의무 위반 문제를 전반적으로 직권조사사항으로 보는 것이 더 일

관성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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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제2장에서는 영미법에서의 손해경감의 원칙을 기본적인 검토 주제로 

설정하여 다른 외국 법제에서 손해경감의 원칙이 문제되는 이익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우리 법

에서 손해경감의 원칙이 가질 수 있는 체계상 지위를 비롯하여 실제로 

채권자의 손해경감이 문제된 판례들을 수집하여 이들을 분석하여 보았

다. 이하에서는 앞서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도출된 시사점을 3가지 논

점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하겠다.

1.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잠재된 인식들의 발견

    본고에서 다룬 이익상황들을 영미법에서는 손해경감의무의 문제로 

거의 해결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과실상계 부분에 ‘채권자가 손해를 회

피 또는 경감하지 못한 경우’를 규율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어 이것으

로 해결하는 듯하며, 프랑스법의 경우는 손해경감의무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적어도 파기원 단계에서는 우리 법보다도 더욱 소극적인 것으로 보

이고, 굳이 인정한다면 과실상계의 유추적용 정도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렇게 손해경감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위상을 인식한 상태로 우리 

법에 비추어 손해경감의무에 대하여 고찰한 바로는, 대부분의 사안에 있

어 우리 판례의 구체적 결론들이 영미법에서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

고, 독일법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프랑스에서는 불법행위 피

해자가 일반적으로 손해를 경감할 의무가 없다고 일반론적으로 선언하였

는데, 우리 법은 이에 관하여는 오히려 프랑스 판례와 대척되고 영미법

계와 더 근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택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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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미국과 영국의 태도가 상이한데, 우리는 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하여 보면 법이론적으로는 선택이론을 인정하지만 막상 손해배상의 영

역으로 들어오면 이행거절시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로 삼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미국의 입장과 더 가깝고, 사실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

행거절과 동시에 피해당사자에게 대체거래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결론에 

이른다는 측면에서 보면, 영국보다 본래 급부이익에 대한 관철 정도가 

낮은 면모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은 1991년부터 ‘손해경감

조치의무’와 같은 용어로 채권자(피해당사자)의 손해경감의무를 명시적

으로 인정하는 설시를 해온 바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우리 법제도 명문규정이 없을 뿐  ‘채권자

의 손해경감의무’를 사실상 폭넓게 인정하는 법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사실 생각해보면 1991년부터 대법원에서는 ‘손해경감조치의무’와 

같은 용어로 손해경감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설시를 해왔으므로, 

우리 법제에서 손해경감의무에 대한 인식이‘잠재되어 있다’고 보기에

도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손해경감의무를 인정하

거나 이를 고려하여 각종 사안들을 해결하고 있음에도 우리 민법 문헌들

을 보면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의 문제를 과실상계의 일부로 간략하게만 

다룰 뿐, 이에 대하여 독자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사안유형을 정

리하여 소개하는 문헌을 찾기 어렵다. 이 부분은 손해경감의무에 대한 

재조명을 통하여 차차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보인다.

2. 손해경감의무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론적 틀

    결국 각 법제간의 두드러진 차이가 손해경감의무의 인정 여부나 그 

실제적인 내용보다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 미이행이 문제되는 이익상황

에서의 ‘법리구성 방식’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 법에서 손해경감의무

의 문제를 어떠한 이론적 틀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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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리고 가능한 법리구성 방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실상계, 

상당인과관계론, 통상손해·특별손해론 이렇게 크게 3가지가 될 것이다.

    가. 과실상계

    먼저,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독일법도 공동과실 표제 하에 명문 규정을 두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프

랑스법에서도 해당 사안들을 해결할 때 가장 많이 원용되는 개념이며, 

우리도 2004년 민법 개정안에서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아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를 규율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규정으로 보인다. 게다가 손해액 전체를 두고 비율적으로 책임을 

배분하면 족하고, 이 때 해당 비율이 왜 도출된 것인지 엄밀한 논증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특히 우리 법에서는 과실상계 비율을 사

실심의 전권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유연성과 편리성까지 상당히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실무에서 과실상계 규정을 가장 빈번하게 적용하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과실상계를 통하여 대부분의 

손해경감의무 미이행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맞다.

    그러나 채권자가 손해경감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확대되었거나 경

감되지 못한 손해 부분이 심리를 통해 특정될 수 있는 사안들의 경우에

는 과실상계를 하더라도 손해액을 비율적으로 감액하기보다는 손해경감

의무가 미이행됨으로써 경감되지 못한 손해액을 명시하여 그 금액 상당

을 감액하는 것이 더 논리정합적이라고 보이고, 그러한 경우에까지 만연

히 비율적 감액을 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나. 상당인과관계론 및 통상손해·특별손해론

    특별손해의 경우 예견가능성이 부정되어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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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론구성하는 

것과 통상손해·특별손해 문제로 이론구성하는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여 규정한 민

법 제393조가 상당인과관계를 명문화한 규정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두 

이론구성을 구분할 이론적 실익이 더 적어질 것이다. 실제로 판례를 분

석해보아도 위 두 이론구성 사이에는 특별한 필연성을 찾기 어려웠고, 

두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두 이

론구성 중 어떤 이론구성을 선택하든지간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317)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특별손해도 상당인과관계가 인

정됨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특별사정에 관하여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이 가능한 데 비하여, 상당인과관계 자체가 없으면 

애초에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채무자가 해당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 하여 배상책임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채권자가 과다지출한 비용 부분이 명확하거나 손해

경감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 부분을 논리적

으로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는 손해액 전체를 두고 비율적

으로 배분하기보다 애초에 배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

고 채무자와의 상호관계에서 비용배분을 할 필요성이 더 강한 경우(즉, 

상황에 따라 채무자에게 귀책시킬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경우)는 특별손

해의 문제로, 애초에 당해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부

분은 상당인과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17) 판례는 불법행위의 경우 상당인과관계의 문제로 채무불이행의 경우 통상손해ㆍ

특별손해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일부 있기는 하나, 불법행위 사안에서 확대

손해 부분을 특별손해의 문제로 접근한 비닐하우스 단전 사건(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본고 148면 참조) 등을 보면 반드시 위 경향대로 판결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민법 제393조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준용되므로

(민법 제763조) 위와 같은 경향성이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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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 - 선택이론과의 조화

    그간 채무불이행 유형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를 논함에 있

어 손해경감의무의 관점에 따른 논증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

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 문제와 손해경감의무의 문제는 불가분의 관

계에 있는 만큼, 손해경감의무의 관점을 도입하여 논증하고 논의할 필요

가 있다. 그런 면에서 책임원인발생시설이 기본적으로 타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 이후의 손해에 관하여 판

레는 이를 특별손해로 취급하고 있는데, 책임원인발생 이후의 시가상승

을 채무불이행자가 예측하였다면 그에 따른 계산을 거쳐 채무불이행 여

부를 결정하였을 수 있고, 그렇다면 책임원인발생 이후의 시가상승분에 

대하여도 여전히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는 상당인과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 통상손해·특별손해의 문제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기에 관하여 살펴보면,  1) 

이행거절의 경우 이행기 전 이행거절이라면 채권자로서는 본래 이행기까

지는 채무자의 이행을 계속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에 

비추어 자연스러우므로 이행기 기준설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

고 이는 선택이론을 긍정하는 영국의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이행

기까지 채무자의 이행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

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는 이행거절시 기준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이라면 이행거절이 있기도 전인 본래의 이행

기를 기준으로 할 여지는 없으며, 이행거절과 함께 채무가 결국 불이행

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

이고 더 이상 채무 이행을 계속 기다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결국 이

행거절시 기준설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행지체의 경우는 이행 최

고 후 상당 기간 경과시에 전보배상청구권과 함께 해제권이 발생하고 이 



- 163 -

때 계약이 종국적으로 불이행되어 해제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생겨났다 

할 것이므로 ‘이행 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시’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손해경감의무의 관점에서는 위와 같은 해제의 가능성

이 생겨난 것이 중요하지 실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 당시 해제권이 이미 행사되었는지 여부 및 해제

권이 언제 행사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

다. 3) 그리고 불완전이행의 경우 책임원인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면 무리

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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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oss Mitigation

- Focusing on the actual application and

the developmental direction in South Korea -

Kim, Dongho

Civil Law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A claimant of torts and breach of contract has a right to recover 

compensatory damages. But if the claimant is able to mitigate 

loss by taking reasonable steps, it can be justified that the law 

require the claimant to take such measures. These problematic 

situations are resolved in Anglo- American law by explicitly 

recognizing 'duty to mitigate damages' and accumulating 

numerous case laws on various cases such as unfair dismissal, 

sales of goods or physical infringement. ‘The principles of loss 

mitigation', which consists of three rules[1) The duty to 

mitigate, 2) The irrecoverability of mitigated loss and 3) The 

recovery of loss incurred in reasonable attempts to avoid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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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s from Anglo-American law. But non-Anglo-Americ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re expected to reach justifiable 

conclusions by various ways.

  Comparatively, France, which is the most passive in 

recognizing the duty to mitigate explicitly, does not have an 

express provision of loss mitigation and Cour de Cassasion 

expressly denied the duty to mitigate of the tort victims. But 

appellate courts of France occasionally tries to resolve the 

problematic situations by denying the causation or by using 

remoteness standard or by citing the good faith. Germany has an 

express provision of loss mitigation in BGB §254 

(Mitverschulden) and actually limits the compensatory damages 

when the claimant fails to mitigate loss. In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there are express provisions of '9:505 

Reduction of Loss' and '9:506 Substitute Transaction'. CISG 

widely awards specific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and at 

the same time CISG has an express provision of loss 

mitigation(Article 77).

  South Korean civil law, similar to France, has no express 

provision of loss mitigation but it resolves the issue basically by 

applying §396(comparative negligence). And there are many 

cases treating the issue as the causation issue or the 

ordinary/special damages issue. In cases such as assessment of 

damages, physical infringement, business loss by property 

destruction, unfair dismissal, incurring repair costs, failure to 

have substitute transaction and loss incurred in attempts to a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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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s, we can see the explicit/implicit application of mitigation rule 

frequently.

  As a result, this article suggests three arguments about loss 

mitigation in South Korea. Firstly, the courts of South Korea 

have already been applying loss mitigation rule in many cases 

and the level of the duty to mitigate is considerably high. 

Especially in breach of contract, South Korean civil law widely 

awards specific remedies similar to European civil law, and at 

the same time widely limits compensatory damages in respect of 

the duty to mitigate.

  Secondly, courts of South Korea resolve the loss mitigation 

issue by using three legal concepts(comparative negligence, 

causation and ordinary/special damages). And it is basically 

reasonable because each of legal concepts have their own 

functions respectively. But when specifying the loss not avoided 

by failure to take reasonable steps is possible, the effort is 

needed to calculate and specify the loss that could reasonably 

have been avoided exactly.

  Lastly, the issue of damage assess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issue of loss mitigation so it should be scrutinized narrowly 

in the aspect of loss mitigation. Conclusionally, 1) in case of 

delay in performance, whether the claimant terminates the 

contract or not, damage should be assessed 'at the time of after 

considerable space of time after the request to perform contract' 

because the injured promisee can recover damages from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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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and the risk of termination of contract significantly 

increases at that time. 2) in case of anticipatory repudiation, 

damage should be assessed 'at the time of the performance is 

due' in principle. Because the injured promisee can continuously 

wait for the performance by the time the performance is due, 

and after the performance is due, the risk of termination of 

contract significantly increases so the injured promisee can 

reasonably prepare for non-performance. But in exceptional case 

when waiting for the performance has no 'legitimate interest', 

damage should be assessed 'at the time of anticipatory 

repudiation'. 3) in case of repudiation after the performance is 

due, damage should be assessed 'at the time of repudiation'.

Keywords : The principle of Loss Mitigation, The Duty to Mitigate, 

Reasonable Steps to Avoid Loss, Comparative Negligence, 

Causation, Ordinary/Special Damages, Substitute 

Transaction, Assessment of Damages, Business Loss,   

The Duty to Undertake Surgery

Student Number : 2012-2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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