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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우리 民法은 다른 입법례와 비교하여 볼 때, 法律行爲의 해석과 관련하여 극히 

제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1) 그 결과 法律行爲의 해석은 민법상 가장 기본

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많은 점들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民法상 法律行爲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는 제106조가 유일한 규정이다. 본

조는 法律行爲解釋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본조는 法律行爲解釋의 기준으

로 慣習과 任意規定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외에 학설과 判例에 의하여 인정

되고 있는 기준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본조를 통하

여서는 慣習과 任意規定 사이의 우선순위만 알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기준들 그리

고 다른 기준들과 위의 기준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民法은 法

律行爲解釋과 관련된 개별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이들을 다시 의사를 해명하는 

解釋規定과 의사를 보충하는 補充規定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과연 任意規定을 解釋規定과 補充規定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解釋規定과 補充規定은 그 이외에 補充規定 또는 

解釋規定의 기능은 가질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法律行爲解釋과 관

련된 규정들은 오히려 約款規制에 관한 法律(이하 約款法)에서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約款法 제5조 제1항은 信義誠實解釋의 원칙과 作成者不利益解釋

의 원칙을, 제2항은 統一解釋의 원칙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約款解釋

의 방법 내지는 원칙에 관한 규정들이다. 그런데 이들 규정이 갖는 법적 의미와 취

지는 法律行爲解釋의 방법 일반과 비교됨으로써 비로소 드러날 수 있는 것인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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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를 들면 프랑스民法은 제3권 제3편 제3장 제5절에서 ‘계약의 해석’(De l'interprétation 

des conventions)이라는 표제하에 契約解釋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들(제1156조 내지 제

1164조)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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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일반법인 民法은 이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 밖에 判例는 約款解釋의 

방법으로 例文解釋과 修正解釋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과연 約款解釋方法으로 인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은 궁극적으로는 法

律行爲解釋의 방법에 관한 이해가 다른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2) 

法律行爲解釋에 관하여는 이상의 문제들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

은 바로 法律行爲解釋의 의의 내지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法律行爲解釋의 전과정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 民法과 約款

法상의 규정으로부터는 이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종래 

法律行爲解釋의 본질 문제는 주로 法律行爲解釋의 方法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法律行爲解釋을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自然的 解釋과 표시상의 효과의사

를 확정하는 規範的 解釋의 두 개의 해석방법으로 나누고, 양자는 그 대상, 목표, 

기준 등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自然的 解釋과 規範的 解釋

을 그 목표와 대상이 다른 별개의 解釋方法으로 이해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

하에서는 法律行爲解釋의 본질 내지는 의의를 검토한 후에, 통상적인 의미로서의 

法律行爲解釋의 方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3)

Ⅱ. 法律行爲解釋의 의의 내지 본질 

法律行爲의 해석이란 法律行爲의 의미 내지는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4) 그

리고 法律行爲의 의미 내지는 내용을 확정한다는 것은 法律行爲를 통하여 당사자가 

나타내고자 한 ｢진정한 의사｣를 찾는 것을 말한다. 法律行爲解釋이 당사자의 진정

한 의사의 탐구로 귀결되는 것은 意思自治原則의 당연한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5) 

 2) 約款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規範說과 契約說이 대립하고 있는바, 후자에 의하면 

約款解釋은 法律行爲解釋의 본질을 가지게 된다. 判例는 契約說을 취하고 있다(大判 92. 

7. 28, 91다5642, 公 1992, 2536).  

 3) 解明解釋과 더불어 法律行爲解釋의 하나로 인정되는 補充解釋을 法律行爲解釋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만일 이를 인정한다면 解明解釋과는 어떠한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양 

해석의 근거는 각각 무엇인지, 양 해석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등과 같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 밖에 法律行爲解釋의 문제가 사실문제인가 아니면 법률문제인가 하는 

문제, 契約의 해석과 單獨行爲의 해석은 동일한 법리에 따르는가 아니면 별개의 법리에 따

르는가 하는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4) 郭潤直, 民法總則[民法講義 I](博英社, 1999)(이하 郭潤直), 316면; 李英俊, 民法總則[民

法講義 I](博英社, 1995)(이하 李英俊), 259면; 高翔龍, 民法總則(法文社, 1994)(이하 高

翔龍), 407면; 民法注解[II] 總則⑵(博英社, 1992)(이하 民法注解), 175면.

 5) Jurisclasseur civil, Contrats et Obligations, Interprétation des contrats, L'instrument 

: Notion, normes, champ d'ap- plication, Art. 1156 à 1164, Fasc. 10(이하 Jurisclasseur 

civil, Art. 1156 à 1164, Fasc. 10), n° 6, p. 4 et n° 24,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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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선 이러한 法律行爲解釋의 의의 내지 본질의 문제는 法律行爲解釋의 대상

의 문제로 논의하는 견해가 있다.6) 이 견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法律行爲解釋은 

1차적으로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확

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法律行爲解釋은 경우에 따라서 그 대상이 다른 것으

로 보고, 따라서 法律行爲解釋의 본질의 문제를 法律行爲解釋의 대상의 문제로 이

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상이란 용어는 객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法律行爲解釋의 본질론과 관련하여 사용하기에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볼 것이다. 그리고 대상의 일반적인 용어례에 비추어 볼 때 法律行爲解釋

은 表示行爲로부터 출발하므로 表示行爲가 法律行爲解釋의 대상이라는 점에는 아무

런 의문이 없다. 또 위의 견해와 연장선상에 있는 견해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

하는 문제를 法律行爲解釋의 목표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7) 法律行爲를 해석함에 

있어서, 상대방 없는 意思表示에 있어서는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여야 하

고, 상대방 있는 意思表示에서는 상대방이 알 수 있는 한에서의 표시행위의 의미를 

탐구하여야 한다고 보아,8) 法律行爲解釋은 경우에 따라서 목표가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전술한 견해가 法律行爲解釋의 대상이 다르다고 보는 것과 동일한 관점

에서 이 견해는 法律行爲解釋은 경우에 따라서 그 목표가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다. 그런데 목표 내지는 목적이라는 용어의 일반적 용례에 비추어 볼 때 法律行爲

解釋의 목표는 오히려 사적자치의 실현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法律行爲

解釋이란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그 자체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탐구를 法律行

爲解釋으로부터 분리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그 목표로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

다. 즉, 意思表示 내지는 法律行爲는 그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당사

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法律行爲解釋의 의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法律行爲解釋의 본질 문제는 法律行爲解釋의 方法의 문제로 다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9) 法律行爲解釋을 그 대상, 목표, 기준 등이 다른 自然的 解

釋과 規範的 解釋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양자의 차이는 매우 뚜렷하

여 별개의 해석방법으로 이해되고 있을 정도이다. 먼저 法律行爲解釋의 의의를 검

토한 후에 自然的 解釋과 規範的 解釋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10)

 6) 李英俊, 259면; 李英俊, “法律行爲의 解釋論(I)”, 人權과 正義(大韓辯護士協會, 1986. 4)

(이하 李英俊, “法律行爲의 解釋論(I)”, 25-32면.

 7) 民法注解, 176면.

 8) 民法注解, 177-8면 참조.

 9) 李英俊, 260면; 民法注解, 181면; 白泰昇, 民法總則(法文社, 2000)(이하 白泰昇), 376면.

10) 그 밖에 自然的 解釋, 規範的 解釋과 補充的 解釋을 法律行爲解釋의 基本原則의 문제로 다

루는 견해도 있다(李銀榮, 4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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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法律行爲解釋의 의의 내지 본질

法律行爲解釋의 본질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정하는 것 즉, 당사자의 진정

한 의사를 탐구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확정하여야 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

로 意思表示의 본질에 관하여 意思主義理論, 表示主義理論 또는 效力主義理論 중 

어느 이론을 취하는지에 따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갖는 의미가 다른 것이라고 

본다. 즉, 意思主義理論에 의하면 法律行爲解釋이란 ｢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하여 

확정하는 것이고, 表示主義理論에 의하면 ｢표시상의 효과의사｣의 객관적 의미를 확

정하는 것이 된다고 본다.11) 그러나 반대로 意思表示의 본질에 관한 어떠한 이론을 

취하든 法律行爲解釋은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12)

(1) 表示上 效果意思說

法律行爲解釋이란 表示行爲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13) 즉, 法律行爲解釋

이란 表示行爲의 객관적 의미, 다시 말하면 ｢표시상의 효과의사｣의 의미를 확정하

는 것이다. 따라서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의 ｢숨은 진의｣ 내지 ｢내심적 효과의사｣는 

法律行爲解釋의 단계가 아니라 법률의 적용․법적 가치판단의 그 다음 단계에서 문

제되는 것이고, 그것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의 문제

로서 法律行爲의 효력에 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2) 內心的 效果意思說

法律行爲解釋은 원칙적으로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이고 ｢표

시상의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14)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실존하는 表意

者의 의사가 아니고 가정적 의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의하여 

意思表示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면, 개인의 의사에 따라 法律關係를 규율하려는 私

的自治의 원칙, 특히 自己決定의 원칙에 배치된다.15) 원래 私的自治의 원칙은 자기

결정의 원칙이므로 法律行爲解釋은 제1차적으로 ｢내심적 효과의사｣의 확정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自然的 解釋이고, 2차적으로 表示行爲가 가지

는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데 이것이 ｢있어야 할 의사｣ 즉, ｢표시상의 效果意思｣를 

11) 高翔龍, 405면; 民法注解, 116면; 李英俊, “法律行爲의 解釋論(I)”, 28면.

12) 白泰昇, “法律行爲의 解釋에 관한 判例의 態度”, 저스티스 제32권 제1호(통권 제51호)(韓

國法學院, 1999)(이하 白泰昇, “法律行爲의 解釋에 관한 判例의 態度”), 148면. 

13) 郭潤直, 316면.

14) 李英俊, “法律行爲의 解釋論(I)”, 32면.

15) 李英俊, “法律行爲의 解釋論(I)”,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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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하는 規範的 解釋이라고 한다.16) 프랑스民法 제1156조가 “계약에 있어서는 문

언의 문자적 의미에 구애되기보다는 계약당사자의 공통된 의사(la commune 

intention)가 무엇이었는지를 탐구하여야 한다“고,17) 그리고 獨逸民法 제133조는 

“意思表示의 해석에 있어서는 실제의 의사(wirklicher Wille)를 탐구하여야 하며 표

현의 문자적인 의미에 구애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18) 內心

的 效果意思說은 ｢공통된 의사｣와 ｢실제의 의사｣를 단순히 ｢내심적 효과의사｣를 의

미하는 것으로 본다.19) 그리고 自然的 解釋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정상적인 意

思表示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일치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意思表示에 관하여서도 적

용된다.20)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

사가 우선되는 自然的 解釋이 선행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진의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상대방의 시각으로부터 表示行爲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규범적 해석이 이차

적으로 고려된다고 한다.21)

한편 內心的 效果意思說은 自然的 解釋, 規範的 解釋은 각각 표의자의 시각과 상

대방의 시각에서 행하여지는 별개의 法律行爲解釋의 方法으로 그 적용 역이 다르

다고 본다.22) 自然的 解釋은 표의자 이외의 다른 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意思表示의 

상대방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으로서, 遺

言․권리의 포기․재단법인의 설립 등의 해석에 있어서는 自然的 解釋에 따라 표의

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한다.23) 혹은 상대방 없는 意思表示

에 있어서는 보호하여야 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自然的 解釋에 따라 표의자의 진

정한 의사를 탐구하여야 하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보호되

어야 하므로 規範的 解釋에 따라 표시수령자가 알 수 있는 한에서의 표시행위의 의

미를 탐구하여야 한다고 한다.24) 따라서 遺言과 같은 상대방 없는 意思表示에 있어

서는 보호하여야 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解止와 같은 상대방 있는 單獨行爲의 意

思表示와 契約의 청약과 승낙의 意思表示와 같이 상대방 있는 意思表示에 비하여 

16) 李英俊, 259-60면; 高翔龍, 407. 白泰昇, 368면. 

17) Art. 1156 : On doit, dans les conventions, rechercher quelle a été la commune 

intention des parties contractantes, plutôt que s'arrêter au sens littéral des 

termes

18) Art. 133 : Bei der Auslegung einer Willenserklärung ist der wirkliche Wille zu 

erforschen und nicht an dem buchstäblichen Sinne des Ausdruks zu haften. 

19) 白泰昇, “法律行爲의 解釋에 관한 判例의 態度”, 148면.

20) 李英俊, 264면; 李英俊, “法律行爲의 解釋論(II)”, 人權과正義(大韓辯護士協會, 1986. 5)

(이하 李英俊, “法律行爲의 解釋論(II)”). 30면.

21) 白泰昇, “法律行爲의 解釋에 관한 判例의 態度”, 161면.

22) 李英俊, 260면; 民法注解, 181면. 補充的 解釋은 제3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이라

고 본다(李英俊, 260면).

23) 李英俊, 269면; 白泰昇, “法律行爲의 解釋에 관한 判例의 態度”, 155.

24) 民法注解, 1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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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의 意思가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고 한다.25)

(3) 判例

判例가 意思表示의 본질 또는 法律行爲解釋의 본질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

는지를 시사하는 판결은 매우 많다. 그 중에서도 “계약당사자간에 어떠한 계약내용

을 서면으로 작성하 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를 불구하고 그 서

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의 참된 의사를 탐구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굵은 씨는 인용자 표시),26)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

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甲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

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甲토지와는 별개인 乙토지로 표시하 다 하

여도 위 甲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甲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乙토지

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乙토지에 관하

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

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27) “법률행위의 해

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

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

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

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28)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가 타

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하지만, 

... ” 등의 판결을 들 수 있다.29) 그리고 判例는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또는 당사자의 일치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5) 民法注解, 172면.

26) 大判 62. 4. 18, 4294民上1236(集 10-2, 160). 

27) 大判 93. 10. 26, 93다2629․2636(公 1993, 3136). 同旨의 判決 92. 11. 23, 92다31514 

(公 1993, 239); 大判 96. 8. 20, 90다19581․19589(公 1996, 2792).

28) 大判 94. 3. 25, 93다32668(公 1994, 1320)

29) 大判 95. 10. 13, 94다55385(公 1995, 3769). 同旨의 판결 大判 95. 5. 29, 94다

4912(公 1995, 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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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

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30)

이상의 판결들에 비추어 判例가 意思表示의 본질 내지는 法律行爲解釋의 본질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상이한 견해

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첫째 판결을 기초로 하여 判例가 表示上의 效果意思說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31) 이와 반대로 기타 판결에 기초하여 역시 우리 

判例는 自然的 解釋原則 따라서 內心的 效果意思說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32) 또 종래 判例가 주로 規範的 解釋의 입장에서 法律行爲解釋을 정의하던 것

에 비해 두 번째 판결은 法律行爲解釋의 1차목표를 自然的 解釋에 두고 있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33) 이 견해는 우리 判例가 法律行爲의 해석에 

관한 정의를 비롯하여, 그 해석의 목표, 각 해석방법간의 관계에 관하여 서로 상충

되거나 모호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한다.34)

(4) 結語

表示上의 效果意思說과 內心的 效果意思說의 대립은 法律行爲解釋과 意思와 表示

의 不一致에 관한 法理의 이론구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제 해결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결과를 인정한다. 모름지기 意思表示란 意思가 表示에 의하

여 실현된 것으로서 意思와 表示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일체를 말한다. 그

렇다면 法律行爲解釋이란 意思表示 내지는 表示行爲 안에서 실현되어 있는 意思를 

찾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여 탐구된 意思만이 당사자의 效果意思, 즉 당

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단순히 내심에 머무는 ｢내심적 효과의사｣는 인식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서 탐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35) ｢내심적 효과의사｣는 意思表

示 내지 法律行爲로서 표시되어야 비로소 그 의미를 갖는 것이고, 즉, 표시되지 않

고 내심에만 존재하는 ｢내심적 효과의사｣는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효

력을 부여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法律의 세계에서 法律行爲解釋을 통하여 

30) 大判 94. 3. 25, 93다32668(公 1994, 1320).

31) 高翔龍, 405면. 

32) 李英俊, 261면. 그 예로 大判 93. 2. 12, 92도3234(公 1993, 1033); 大判 91. 1. 11, 

90다카23196(公 1991, 729); 大判 91. 4. 9, 90다카16372(公 1991, 1350)를 들고 있

다. 그러나 이 중 마지막 判決은 “서면에 기재된 의사표시의 해석은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表示主義에 따른 판결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더 

많은 판결이라고 하겠다. 

33) 白泰昇, “法律行爲의 解釋에 관한 判例의 態度”, 156면.

34) 白泰昇, “法律行爲의 解釋에 관한 判例의 態度”, 147면.

35) Jurisclasseur civil, Art. 1156 à 1164, Fasc. 10, n° 40,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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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되어야 할 진정한 의사로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私的自治의 원칙이 자기

결정의 원칙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초가 된 意思는 결코 내심에 머물러 있는 意思가 

아니라 表示行爲를 통하여 실현된 意思인 것이다. 그러므로 法律行爲解釋을 통하여 

추구되어야 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란 내심에 머물러 있는 ｢내심의 효과의사｣나 

表示行爲의 기초가 되었던 ｢내심의 효과의사｣가 아니라, ｢표시되어 상대방에 의하

여 인지된 의사｣(單獨行爲의 경우) 또는 ｢표시된 당사자들의 공통된 의사｣(契約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36) 이러한 意思가 바로 意思表示의 본체를 이

루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私的自治나 自己決定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判例가 法律行爲解釋이란 “당

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를 불구하고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의 참

된 의사를 탐구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거나 또는 “서면에 사

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

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은 法律行爲解釋을 통

하여 밝혀야 할 당사자의 의사란 단순히 ｢내심적 의사｣가 아닌 것임을 명백히 밝히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判例가 말하는 ｢참된 의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나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란 바로 表示에 의하여 실현된 意思 따라

서 私的自治의 기초가 되는 意思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法律行爲解釋을 통하여 드러나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란 반드시 ｢표시상

의 효과의사｣ 또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의 객관적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法律行爲解釋이란 ｢표시상의 효과의사｣로부터 출발하는 것일 뿐이지 결코 그 객관

적 의미가 法律行爲解釋의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표시

상의 효과의사｣와는 다른 당사자들이 일치하여 주장하는 다른 의사, 즉 ｢내심적 효

과의사｣가 있다면 그것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內心的 效果意思說이 말하는 自然的 解釋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 判例

가 당사자의 일치된 의사를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내심적 효과의사｣ 자체가 탐구되었던 것이 아니라, 탐구되는 것은 어디

까지나 표시되어 실재하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이다. 즉, 이른바 自然的 解釋에서

도 法律行爲解釋의 작업을 통하여 입증된 ｢내심적 효과의사｣, 다시 말하면 法律行

爲解釋의 기준과 방법을 사용한 결과 가시의 세계에 모습이 드러난 ｢내심적 효과의

사｣를 ｢실질적인｣ ｢표시상의 효과의사｣로서 즉,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확정하는 

36) Jurisclasseur civil, Contrats et Obligations, Interprétation des contrats, La mise 

en oeuvre : r le respectif des juges du fond et de la Cour de cassation, Art. 1156 

à 1164, Fasc. 20(이하 Jurisclasseur civil, Art. 1156 à 1164, Fasc. 20), n° 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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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 뿐이다.37) 그러므로 설령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일정한 의사를 당사자의 ｢

내심적 효과의사｣라고 주장할지라도 그것이 表示行爲를 통하여 포착되지 않고 따라

서 이것을 ｢표시상의 효과의사｣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코 이를 당사자의 진

정한 의사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法律行爲解釋이 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정

한 의사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객관적인 의미를 통하여 확정할 수밖에 없는 것

이고, 이것이 이른바 內心的效果說이 말하는 規範的 解釋인 것이다. 다만 여기서 ｢

표시상의 효과의사｣의 객관적인 의미를 통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정한다

는 것은 결코 당사자의 주관적 목적이나 의사가 法律行爲解釋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 判例가 여러 차례에 걸쳐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법률행

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사정’도 해석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할 

것이다. 

法律行爲解釋을 통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것은 상대방 없는 법

률행위이든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이든 또는 單獨行爲이든 契約이든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프랑스民法 제1156조의 ｢공통된 의사(la commune intention)｣와 獨逸民

法 제133조의 ｢실제의 의사(wirklicher Wille)｣는 단순히 ｢내심적 효과의사｣를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되어 드러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따라서 실재한다고 볼 

수 있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즉, 여기서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문자적 의미｣와 

｢공통된 의사｣․｢실제의 의사｣란 각각 ｢표시된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자는 불완전한 것으로 판명된 ｢문언의 형식적 의미｣를, 후

자는 합당한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따라서 ｢실효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는｣ ｢진정

한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38) 이러한 점에서는 法律行

爲解釋의 의의에 대하여는 法律行爲效力論에서 ｢내심적 효과의사｣를 중시하는 프랑

스민법(意思主義)과 반대로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중시하는 독일민법 사이에는 본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39)

37) 이러한 경우에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표시상의 효과의사｣로 확정되었으므로 法律行爲效

力論에서도 非眞意表示, 虛僞表示 또는 錯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8) Jurisclasseur civil, Art. 1156 à 1164, Fasc. 10, n° 40, p. 11.

39) Jurisclasseur civil, Art. 1156 à 1164, Fasc. 10, n° 40, p. 11; 高翔龍, 4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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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른바 自然的 解釋과 規範的 解釋의 구분

종래 自然的 解釋과 規範的 解釋은 그 목표, 대상, 기준 등에서 구별되어 논의됨

으로써, 사실상 두 해석은 별개의 해석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自然的 解釋과 規範的 解釋을 별개의 해석방법으로 보는 견해는 判例가 自

然的 解釋과 規範的 解釋을 구별하지 않은 채 일원적 표준을 가지고 法律行爲를 해

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40) 이제 이하에서는 法律行爲解釋이란 당사자의 진정

한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별개의 해석방법으로 인정되어 오던 

自然的 解釋과 規範的 解釋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본다. 

1. 自然的 解釋과 規範的 解釋의 우선순위

法律行爲解釋方法을 自然的 解釋과 規範的 解釋으로 구분하는 견해는 전자가 후

자에 우선하는 해석방법이라고 한다.41) 즉, 法律行爲解釋의 첫 단계는 당사자의 사

실상 일치하는 이해의 확정으로서의 自然的 解釋이 행하여져야 하고, 당사자의 일

치하는 이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規範的인 解釋이 들어선다고 한다.42) 

또 自己決定의 원칙과 自己責任의 원칙은 어느 것이나 私的自治의 원칙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나, 自己決定의 원칙은 세포의 핵이고 自己責任의 원칙은 이 핵을 둘러

싼 원형질로서 전자가 후자에 우선하는 것인데, 自己決定의 원칙으로부터 自然的 

解釋이, 自己責任의 원칙으로부터 規範的 解釋이 도출되므로, 自然的 解釋이 規範的 

解釋에 우선한다고 한다.43)

생각건대 法律行爲解釋의 본질은 表示行爲를 통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

정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작업의 결과로서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다른 

의미대로 또는 그것의 객관적 의미대로 ｢당사자의 의사｣가 확정되는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法律行爲解釋이 ｢내심적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自然的 解釋과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추구하는 規範的 解釋의 방법으로 구별되고, 1차적으로 自然的 解釋이 

먼저 행하여지고 그 후에 規範的 解釋이 실행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

하면 당사자 사이에 표시상의 효과의사와는 다른 별개의 일치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 여부는 法律行爲解釋이라는 작업을 통하여 비로소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처음

부터 그것이 1次的인 해석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우선 이른바 自然的 解釋이란 당사자들이 일치하여 表示行爲를 이해한 의사 즉, 

40) 李英俊, 260면; 民法注解, 179면.

41) 李英俊, 272면; 民法注解, 173면.

42) 民法注解, 173, 181면.

43) 李英俊, 2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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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심적 효과의사｣대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내심적 효과의사｣의 일치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法律行爲解釋作業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비로소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원래 法律行爲解釋이란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들과 제3자 사이에 法律行爲의 성립이나 그 의미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므로, 만일 당사자들이 表示行爲를 ｢사실상｣ 일치하여 이

해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法律行爲解釋이든 自然的 解釋이든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

이다. 당사자 사이에 표시된 효과의사의 내용과는 다른 효과의사의 주장이 있는 경

우에 비로소 法律行爲解釋이 문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가 내심적 효과의사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다르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언제나 自然的 解釋이 인정되는 것

은 아니다. 그것은 法律行爲解釋의 기준에 비추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해석

방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내심적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증된 ｢내심적 효과의사｣를 ｢표시상의 효과의사｣로 확정하는 것일 

뿐이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사실상 주장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효과의사를 당

사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로, 따라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규범적으로 확정하는 

것일 뿐이다. 判例가 서류상으로 대물변제를 위한 가등기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채

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

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의 문제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인 것”이라고 하면

서,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의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

위와 그 후의 과정(가등기의 경료관계),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있어서

의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담보목적인지 여부를 가려

야 할 것이다.”라고 한 후 그 결론으로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은 대물변제로서가 

아니라 위 차용원리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도,44) 바로 이러한 취지라고 하겠다.

다른 한편 이른바 規範的 解釋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일치된 의사가 추구되는 것

은 自然的 解釋에서와 마찬가지이다. 즉, 表示行爲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객

관적으로 규명된 表示行爲의 의미가 바로 ｢당사자의 일치하는 效果意思｣로 인정되

는 것이고, 그 점에서는 自然的 解釋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당사자가 일정한 表

示行爲를 한 이상은 그 表示行爲의 객관적인 의미를 통하여 규명된 의미가 당사자

의 실존하는 表意者의 의사인 것이다. 그것은 결코 당사자의 ｢가정적인 效果意思｣ 

44) 大判 93. 6. 8, 92다19880(公 950,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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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있어야 할 의사｣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른바 規範

的 解釋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또는 규범적으로 表示行爲의 의미를 확정한다는 것은 

이른바 自然的 解釋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들이 특별히 주장하는 ｢효과의사｣와는 관

계없이 객관적으로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확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당사자들이 갖지도 않은 가정적인 의사를 탐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

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이해는 表示 내지는 表示行爲 안에 실현된 의사를 탐구한

다는 法律行爲解釋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요컨대 表示行爲의 의미가 외견상 명

확하면 명확한 대로 또는 명확하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은 대로, 表示行爲로부터 밝

힐 수 있는 규범적인 의미를 통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정되는 것이 바로 

法律行爲解釋인 것이다.

2. 自然的 解釋과 規範的 解釋의 시각의 차이

法律行爲解釋方法을 自然的 解釋과 規範的 解釋의 방법으로 구분하는 견해는 自

然的 解釋은 표의자의 시각, 規範的 解釋은 상대방의 시각에 의한 해석방법이라고 

본다.45) 상대방 없는 意思表示에 있어서는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는 自然

的 解釋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보호되어

야 하므로 표시수령자가 알 수 있는 한에서의 표시행위의 의미를 탐구하는 規範的 

解釋이 행하여져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遺言과 같은 상대방 없는 意思表示에 있어

서는 보호하여야 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解止와 같은 상대방 있는 單獨行爲의 

意思表示와 契約의 청약과 승낙의 意思表示와 같이 상대방 있는 意思表示에 비하여 

표의자의 意思가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고 한다.46)

생각건대 상대방 없는 意思表示도 상대방 있는 意思表示와 마찬가지로 意思와 表

示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效力表示이다. 따라서 사회적 행위로서의 意思表示를 해

석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意思表示에 실현되어 있는 ｢진정한 

의사｣를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單獨行爲에서만 표의자의 意思를 특별히 존중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契約에서도 표의자의 의사는 상대방의 의사와 더불

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상대방 없는 意思表示의 경우는 法律行爲解釋의 

기준인 제반사정이 표의자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므로, 외관상 표

의자의 시각만 고려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없는 單獨行爲에서

도 法律行爲解釋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정립된 법리에 의하여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표의자의 시각이 고려되는 것일 뿐이다. 그러한 한도에서는 自然的 

45) 李英俊, 260면; 民法注解, 181면; 白泰昇, “法律行爲의 解釋에 관한 判例의 態度”, 155면.

46) 民法注解, 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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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釋도 특별히 표의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반대

로 만일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法律行爲解釋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

는 경우에는 상대방 없는 單獨行爲도 表示行爲의 객관적 의미에 좇아 法律行爲解釋

이 이루어져야 한다.

3. 自然的 解釋과 規範的 解釋의 근거

法律行爲解釋의 궁극적인 근거는 私的自治의 원칙에 있지만, 私的自治의 원칙에

는 다시 自己決定의 원칙과 自己責任의 원칙이 있는데, 自然的 解釋은 自己決定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고 이에 반하여 規範的 解釋은 自己責任의 원칙으로부터 도출

된다는 견해가 있다.47) 즉, 規範的 解釋의 근거는 표의자가 내심적 효과의사와 다

른 表示行爲를 하여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면 그 불이익은 바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

치를 야기한 표의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自己責任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

다는 견해가 있다.48)

전술한 바와 같이 自然的 解釋과 規範的 解釋이란 처음부터 별개의 해석방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法律行爲解釋의 결과일 뿐이므로, 양자의 근거를 별도로 찾

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즉, 法律行爲解釋의 근거는 궁극적으로 私的

自治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自然的 解釋이든 規範的 解釋이든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우선 이른바 自然的 解釋에 있어서 表示行爲의 의미가 명백함에도 불구

하고 표시행위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당사자의 表示

行爲가 비록 사회적으로 또는 거래상 일정한 객관적 또는 정형적 의미를 가지고 있

다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일치하여 그 表示行爲를 특별히 다른 의미로 이해하 다

고 평가된다면, 그 의미대로 法律行爲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 私的自治原

則의 당연한 요구라고 할 것이다.49) 그리고 당사자가 일치하여 표시상의 효과의사

와는 다른 의미를 表示行爲에 부여하 다면 그 내용대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그것은 自己決定이자 동시에 自己責任인 것이다. 自由란 동시에 自律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래 自己決定과 自己責任은 구분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 自然的 

解釋의 근거는 法律行爲解釋의 본질 자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法律行爲의 해

석은 표현된 문언의 문자적인 의미에 구애되지 않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탐

구하는 것인데, 만일 표시된 문언의 의미와는 다른 ｢내심적 효과의사｣가 입증된다

면 이를 당연히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

47) 李英俊, “法律行爲의 解釋論(III)”, 人權과 正義(大韓辯護士協會, 1986. 6)(李英俊, “法律行

爲의 解釋論(III)”), 41면.

48) 李英俊, 271면.

49) 同旨 民法注解,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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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서 프랑스民法의 경우 法律行爲解釋의 정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1156조에

서 바로 自然的 解釋의 근거를 찾고 있다.50) 한편 表示行爲의 객관적 의미를 통하

여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하는 規範的 解釋에 있어서도 표시행위에 당사자가 표시행

위이 부여한 객관적 의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規範的 解釋의 근거도 自

己決定이자 동시에 自己責任이라고 할 것이다.

4. 自然的 解釋과 規範的 解釋의 基準

民法 제106조는 法律行爲解釋의 기준으로 慣習과 任意規定을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法律行爲解釋의 기준은 여기에 한하지 않는다. 우선 당사자의 목적을 비롯하

여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 던 제반사정이 法律行爲解釋의 기준이 된다.51) 그리고 

信義則도 法律行爲解釋의 기준이 된다.52) 요컨대 法律行爲解釋의 기준으로는 제반

사정, 慣習, 任意規定, 信義則이 있다. 그런데 이상의 기준 중에서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은 自然的 解釋에서 중시되고, 상대방 시각에 의한 規範的 解釋에 있어서는 事

實인 慣習과 信義誠實의 원칙이 중시된다고 한다.53) 그 결과 判例가 規範的 解釋의 

입장에 서면서도 規範的 解釋의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

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를 들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고, 또 判例가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관계없이’ 해석하여야 한

다고 하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해석의 기준으로 든 것은 모순된다고 비판한

다.54)

法律行爲解釋이 표시행위에 실현되어 있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추구하는 것

인 한 法律行爲解釋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自然的 解釋이든 規範的 解釋이든, 제반사정, 慣習, 任意規定, 信義

則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표시상의 효과의사와는 다른 의미로 自然的 解釋이 이

루어지거나 또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의 객관적 의미로 規範的 解釋이 이루어지는 것

일 뿐이다.

50) Jurisclasseur civil, Art. 1156 à 1164, Fasc. 20, n° 30, p. 8. 그 밖에 프랑스民法 제

1163조(“合意에 표시된 용어는 일반적인 것일지라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의미

만을 포함한다“)에서도 自然的 解釋의 근거의 일단을 찾기도 한다. 

51) 李英俊, 291면; 民法注解, 188면. 다만 제반사정 중 당사자의 목적만을 해석기준으로 보

고 意思表示가 행하여진 당시의 사정은 表示行爲 자체를 이루는 요소로 보는 견해(郭潤直, 

318면)도 있다. 

52) 郭潤直, 322면; 民法注解, 187, 208면. 반대의 견해, 李英俊, 305면.

53) 白泰昇, “法律行爲의 解釋에 관한 判例의 態度”, 149면.

54) 白泰昇, “法律行爲의 解釋에 관한 判例의 態度”,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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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法律行爲解釋의 方法

法律行爲의 해석도 인간의 언어와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인간의 언어와 행위를 

규율하는 언어적․논리적 방법이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이것이 일반

적인 의미로서의 法律行爲解釋의 원칙 내지 방법이다. 외국의 입법례는 法律行爲의 

원칙 내지 해석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民法

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民法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해석학상의 일반적 방법은 法律行爲解釋에 적용이 있음은 물론이다.55) 그러한 해석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合理解釋의 원칙, 統一解釋의 원칙, 效用解釋

의 원칙, 信義誠實解釋의 원칙, 作成者不利解釋의 원칙과 制限解釋 등을 들 수 있

다. 法律行爲解釋이란 작업이 인간의 이성적 추론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본질적

으로 합리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서는 合理解釋을 굳이 

별도의 法律行爲解釋의 원칙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즉, 法律行爲解

釋이란 法律行爲가 이루어진 제반사정, 거래의 관행과 信義則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합리적 과정이다. 전술한 프랑스

民法 제1156조와 獨逸民法 제133조가 ｢문언의 문자적 의미｣ 또는 ｢표현의 문자적 

의미｣에 구애되지 말고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를 탐구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合理

解釋으로서의 法律行爲解釋의 의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判例도 

合理解釋의 원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法律行爲解釋 자체를 合理解釋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56) 다만 여기서는 合理解釋은 法律行爲解釋의 기본 내지는 

본질로서 이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의미에서 하나의 法律行爲解釋의 원

칙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들 法律行爲解釋方法은 크게 언어의 기능적 해석에 기초하는 기능적 해석원칙

과 기능적 해석을 넘어 일정한 목적하에 행하여지는 목적론적 해석원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合理解釋의 원칙, 統一解釋의 원칙과 效用解

釋의 원칙은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리고 信義誠實解釋의 원칙, 作成者不利解釋

의 원칙과 制限解釋의 원칙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사이의 적용

순서를 말하면, 기능적 해석원칙이 목적론적 해석원칙에 우선한다. 그리고 목적론적 

해석원칙 중에도 일반적인 원칙이 특수한 원칙에 앞서 적용된다.  

55) 이를 학자에 따라서는 法律行爲解釋의 한계라고 부르기도 한다(李英俊, 307면).

56) 大判 87. 4. 14, 85다카2273(公 801, 780); 大判 2000. 4. 11, 2000다4517(公 2000,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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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合理解釋의 原則

合理解釋의 원칙이란 法律行爲의 문언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당사자의 진

정한 의사를 탐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法律行爲의 해석은 文理解釋이 아

니라 合理解釋에 따라야 한다. 즉,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와 그 표시인 ｢문언｣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사가 實在이고 表示는 외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實在

가 당연히 외관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合理解釋의 내용이다. 判例도 일찍

부터 약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法律行爲

의 해석은 合理解釋에 따라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혔다.57) 예를 들면, 賃貸借契約의 

단서조항에 賃貸人이 권리금의 액수를 기재하지 않고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

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임료연체에 의하여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賃借人은 賃貸

人에 대하여 권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判例는 권리금이란 賃借人이 새로

운 賃借人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위 약정의 의미는 賃貸人이 賃借人이 새로

운 賃借人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용인하고, 그리고 만일 賃貸人이 정당

한 이유 없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

고 타인에게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賃借人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賃貸人이 賃借人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지, 賃貸人이 賃借人에게 권

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 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

다. 또 判例는 특히 자동차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合理解釋의 예를 많이 보여

주고 있다.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이 보험사고로 ｢도로운행 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를 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도로운행 중｣이라 함은 ｢도로 자체의 운행｣뿐

만 아니라 도로에서의 회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를 부득이 이탈한 

운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58)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의 가

족운전자한정 운전특별약관에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

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라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취지는 일반의 자동차종합

보험 보통약관과는 달리 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이

용관계에 있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구성원이 자동차를 운전 

중에 일으킨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어 주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

로, 민법의 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에 의하여 계모가 더 이상 법률상의 

母가 아닌 것으로 되었을지라도, 피보험자의 계모가 父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

57) 大判 65. 9. 28, 65다1519․1520(민판집 96-687). 동지의 판결 大判 90. 12. 21, 90다

6583(公 890, 584).

58) 大判 99. 7. 13, 99다20346(公 199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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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

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위 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59) 또 배우

자도 반드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직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있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60) 반대로 부첩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사실상 생계 및 생활범위를 같

이 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고 할 것이다.61)

2. 統一解釋의 原則

統一解釋의 원칙이란 表示行爲의 각 부분을 분리해서 개별적인 의미를 부여할 것

이 아니라 表示行爲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통일적인 의미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해

석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면 表示行爲의 각 부분은 각각 명백한 의미를 가지고 있

으나, 각 의미 사이에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각 의미가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각 

의미가 충돌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表示行爲의 전체 의미가 불명료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위에서 살펴본 法律行爲 해석의 기준이 되는 제

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일적인 의미를 부여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62) 統一解釋의 

59) 大判 97. 2. 28, 96다53857(公 1997, 931).

60) 大判 94. 10. 25, 93다39942(公 1994, 3076).

61) 大判 95. 5. 26, 94다36704(公 1995, 2249). 

62) 보험약관의 용어풀이란에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은 ⑴ 대인배상의 경우 회사가 정한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으로 봅니

다. ⑵ 위 배상액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

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의 보험금지급

기준 중 식물인간등의 경우와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준에 의하

여 산출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으로 봅니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보험약관 제

2조는 ‘보상한도, 대인배상, 한도 없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지급보험금의 계산, 

대인배상, 회사가 대인사고로 드리는 보험금은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자

배책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자배책보험에 가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배책보험에 의하여 지급되었을 금액)을 뺀 액수로 합니다. ⑴ 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 ⑵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따라 대인사고

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⑶ 확정판결에 의한 지연배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상의 

각 규정과 용어풀이를 비교하여 보면, 보험약관 제8조는 분명히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손해

배상액을 모두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약관 제2조도 대인배상의 경우는 대물배상과

는 달리 배상액의 최고한도에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용어풀이란에서는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

출한 금액을 법률상의 손해배상으로 본다고 제한하고 있어, 약관규정상의 전부배상과 용어

풀이란의 제한배상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 判例(大判 90. 5. 25, 89다카8290, 公 

1990, 1355)는 “약관의 용어풀이란도 본문과 결합하여 전체로서 약관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본문에서 사용된 용어 중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그 풀이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고, 본문의 의미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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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合理解釋의 원칙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63) 프랑스民法 제1161조

가 “모든 약정은 각각 법률행위 전체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統一解釋의 예이다. 우리 約款法 제5조 제1항이 “約款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統一解釋의 원칙이 約款이라는 

특수한 法律行爲에 대하여 적용된 특수한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效用解釋의 原則

效用解釋의 원칙이란 表示行爲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경우 당사자에게 가장 

효용이 있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表示行爲가 한편으로는 법

적 효력이 있는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의미의 두 가지 의

미를 갖는 경우, 당사자들은 전자로 표시하 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그에 따른 효력

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어느 조항이 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달리 해석하면 법의 금지에 저촉하지 않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법이 허용하는 의미로 이해하

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또한 타당하다. 그리고 表示行爲가 법적 효력이 있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당사자들에게 유용

한 경우에는 더 유용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또한 합리적이다.

프랑스民法 제1157조는 “어느 약정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 경우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Actus interpretandus est potius ut valeat quam ut pereat)”고 규정하고, 

또 프랑스民法 제1158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 용어는 계약의 내용에 가장 적

절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64) 效用解釋의 원칙을 法律行爲解釋

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民法에서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내용을 축소하여 

효력을 유지하거나 또는 무효인 어음행위에 대하여 채무승인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과 같은 이른바 無效行爲의 轉換의 근거도 제1157조에서 찾는다.65) 이에 반하여 

문과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보험약관 중 “식물인

간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보험금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률

상의 손해배상액으로 본다”는 용어풀이규정은 결국 식물인간의 경우 법률상의 손해배상액

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금액을 제한없이 

보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관 본문의 규정에 반하거나 모순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統一解釋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63) Jurisclasseur civil, Art. 1156 à 1164, Fasc. 10, n° 52, p. 14.

64) 제1157조의 문언 중 ｢계약의 내용(la matière du contrat)｣이란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과 

배경, 경제적 상황 등을 가리킨다(Jurisclasseur civil, Art. 1156 à 1164, Fasc. 10, n° 

45, p. 12).

65) Jurisclasseur civil, Art. 1156 à 1164, Fasc. 10, n° 43,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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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民法은 效用解釋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원칙과 

유사한 정신은 여러 곳에서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一部無效의 法律行爲

에 관한 民法 제137조 단서는 바로 效用解釋의 원칙의 적용예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즉, 제137조 단서는 하나의 행위에 양적인 변화를 주어 일부를 유효로 하는  

것이다.66)

4. 信義誠實解釋의 原則

우리 民法은 信義誠實解釋의 원칙을 法律行爲解釋의 원칙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

지는 않다. 獨逸民法 제157조는 “契約은 ... 信義誠實의 요구에 좇아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信義誠實의 원칙을 契約 내지는 法律行爲의 해석원칙으로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또 프랑스民法 제1135조도 계약은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형평 등에 의하여 채무의 성질상 부과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를 지

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信義則이 法律行爲 해석의 기본원칙임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民法 제2조 제1항은 ‘權利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을 信義則에 좇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權利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權利와 義務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權利와 義務

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서는 法律行爲解釋이라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

고 權利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信義則이 적용된다면, 權利와 義務의 내용을 확정

하는 法律行爲의 해석이라는 작업에도 信義則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고 하겠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民法 제2조 제1항도 信義誠實解釋의 원

칙을 法律行爲解釋의 원칙으로서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約款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信義誠實解釋의 원칙도 바로 이러한 민법상의 信義誠

實解釋의 원칙을 約款法에 수용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한편 信義則은 民法을 지배

하는 기본원칙으로서 法律行爲解釋의 전과정을 지배하므로, 이 점에서 信義誠實解

釋의 원칙은 단순히 法律行爲解釋의 원칙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法律行爲解釋의 각 해석방법도 지배하는 기본원칙이 된다고 할 것이다.

5. 債務者有利解釋의 原則 내지는 作成者不利解釋의 原則

債務者有利解釋의 원칙이란 契約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債務者에게 유리하게 해

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의 기원은 로마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로마法에서 契約의 체결은 의식(儀式)에 가까울 정도의 형식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

66) 그 밖에 民法 제1071조는 비 증서에 의한 遺言이 방식에 흠이 있으나 자필증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자필증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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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즉, 債權者가 약정자(le stipulant)로서 債務者에게 질문을 하면 債務者는 

응답자(le promettant)로서 질문에 대하여 동일한 문구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契約이 체결되었다.67) 債權者가 약정자의 지위를 가졌던 관계로, 債務者有利解釋의 

원칙을 約定者(作成者)不利解釋의 원칙이라고도 불 다. 프랑스民法은 이러한 의미

의 債務者有利解釋의 원칙을 두고 있다.68) 이에 반하여 엄 한 의미에서의 作成者

不利解釋의 원칙이란 契約이 명료하지 않아 그 내용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契約을 

작성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69) 그것은 契約의 작성자

가 債權者이든 債務者이든 묻지 않고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을 말하

므로, 債務者有利解釋의 원칙과 반드시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作成者不

利解釋의 원칙은 債務者有利解釋의 원칙이 附合契約의 발생과 더불어 발전된 것이

다. 즉, 附合契約의 경우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갖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附

合契約의 작성자에게 附合契約이 명료하지 않음으로 인한 위험을 그에게 부담시킬 

필요에서 作成者不利解釋의 원칙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作成者不利解釋의 

원칙은 債務者有利解釋의 원칙과는 엄격히는 구별되는 것이지만, 경제적 약자를 보

호한다는 취지가 동일하고 또 통상적으로 경제적 강자의 지위에 있는 債權者가 약

정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債務者有利解釋의 원칙을 作成者不利解

釋의 원칙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民法은 債務者有利解釋의 원칙을 인정하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개별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민

법 제380조가 選擇權을 債務者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 민법 제153조가 기한은 債

務者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 등은 모두 債務者有利解釋의 원칙의 

적용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 約款法 제5조 제2항은 作成者不利解釋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가 約款이 불명확함으로 인한 모든 위험(불이익)

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우월한 지위를 남용할 위치에 있는 경제적 강자인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고객을 보호하는 데에 있음은 물론이다. 

債務者有利解釋의 원칙과 作成者不利解釋의 원칙은 契約 당사자의 공통된 진정한 

67) Jurisclasseur civil, Art. 1156 à 1164, Fasc. 10, n° 54, p. 15.

68) Art. 1162 “Dans le doute, la convention s'interprète contre celui aui a stiplué, et 

en faveur de celui qui a contracté l'obligation”(계약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이를 약정

한 자에게 불리하게 그러나 채무를 부담한 자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한다).

69) 이를 嚴格解釋의 原則이라고 부르는 견해(李英俊, 311면)도 있으나 作成者의 불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嚴格解釋의 결과인 것은 아니므로 作成者不利益解釋의 원칙을 嚴格

解釋의 원칙과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嚴格解釋의 원칙을 넓게 해석하면 作成者不利

益의 원칙도 修正解釋의 원칙 등과 함께 嚴格解釋의 원칙의 한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作成者不利益解釋의 원칙은 특수한 성립요건과 적용배경이 있다는 점에서, 본

래의 의미의 嚴格解釋과는 구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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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기능적으로 밝히는 해석원칙이 아니다.70) 그것은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 또

는 작성자를 보호하거나 또는 계약을 명료하게 작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명료하게 작성한 작성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론적 

해석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기능적 해석원칙인 合理解釋, 統一解釋, 效用解釋의 

원칙들이 債務者有利解釋의 원칙 또는 作成者不利解釋의 원칙에 앞서 적용되어야 

한다. 또 목적론적 해석의 일반적 원칙인 信義誠實解釋의 원칙도 그에 앞서 적용되

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프랑스민법(제1162조)이 作成者不利解釋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債務者有利解釋의 원칙을 계약의 여러 해석원칙 중 맨 마지막으로 규율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71) 우리 判例도 約款解釋과 관련하여 合理解釋이 作成者

不利解釋의 원칙에 앞서 적용됨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72)

6. 制限(縮小․嚴格)解釋의 原則

制限(縮小․嚴格)解釋의 원칙이란 권리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약

정, 의무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또는 축소하는 약정, 또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부

과하는 약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해석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면 買受

人의 擔保責任을 면제하거나, 보험자의 보험급부를 제한하거나 또는 사전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한다는 

약정은 제한적인 해석을 요구한다. 이상의 약정은 통상적으로 예외조항으로서 약정

되어 있는 관계로, 制限解釋은 예외조항은 제한해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사

용되기도 한다.73)

프랑스민법은 制限解釋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74) 우리 民法은 制限解

釋의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학설 중에는 制限解釋의 원칙은 

70) Jurisclasseur civil, Art. 1156 à 1164, Fasc. 10, n° 53, p. 14.

71) Jurisclasseur civil, Art. 1156 à 1164, Fasc. 10, n° 53, p. 14.

72)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라는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언상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

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약관규정의 합리적 해석 원칙에서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大判 94. 10. 25, 93다39942, 公 1994, 3076).

73) Jurisclasseur civil, Art. 1156 à 1164, Fasc. 10, n° 64, p. 17.

74) Art. 1163 “Quelques généaux que soient les termes dans lesquels une convention 

est conçue, elle ne comprend que les choses sur lesquelles il paraît que les 

parties se sont proposé de contracter”(계약에 사용된 용어가 일반적인 것일지라도, 계

약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을 것만을 포함한다).

   Art. 1164 “ Losque dans un contrat on a exprimé un cas pour l'explication de 

l'obligation, on n'est pas censé avoir voulu pqr là restreindre l'éteindue 

quel'engagement reçoit de droit aux cas non exprimés”(의무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

의 예가 계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그 의무가 그 외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을 제한하기를 원하 던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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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약에서는 계약규정의 명료에 대하여 양쪽 당사자가 동일하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75) 그러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추구하

는 法律行爲解釋의 본질상 制限解釋도 당연히 하나의 해석방법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 判例도 制限解釋이 法律行爲解釋의 원칙이 될 수 있음을 명백히 인정

하고 있다. 

判例는 ‘신원을 보증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을 과연 민사상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身元保證契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당사자가 주

장하는 계약내용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의 

내용과 문구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본래의 의미의 制限解釋

의 의의를 그 논거로 하여, ‘신원을 보증함’이라는 문구만으로는 당연히 중대한 장래

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하는 身元保證契約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

하 다.76) 마찬가지로 “연대보증인은 본 약정에 의한 債務者가 債權者에 대하여 부

담하는 채무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 및 모든 채권채무금에 대해서도 연대이행할 모

든 책임을 진다.”고 하는 약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債權者는 연대보증 당시 債務者

가 이미 부담하고 있던 기존의 채무까지 連帶保證의 保證債務에 포함된다고 주장하

는 반면, 連帶保證人은 연대보증 이후 발생하는 장래의 채무만이 保證債務라고 주

장하고 있는 사안에서, 判例는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

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

하여야 한다.”는 동일한 이유를 설시하면서, 保證債務의 범위는 장래에 있어서 債務

者가 債權者에게 가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라고 새겨야 한다고 판시하

다.77) 또 “매수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를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

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지조항을 

75) 李宙興, “一般去來約款에 대한 解釋統制”, 厚巖 郭潤直先生古稀紀念 民法學論叢․第二(博英

社, 1995), 310면.

76) 大判 62. 4. 18, 4294民上1236(集 10-2, 160). 이 判決은 契約의 의미는 축소해석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制限解釋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본래의 의미의 

制限解釋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77) 大判 93. 10. 26, 93다3103(公 1993, 3167).

    “상호신용금고가 그 임직원이 친.인척이나 친구등 가까운 사람을 추천하여 신용대출을 해 

주고자 하는 경우 결재서류에 “회수책임”이라는 문구를 기재케 하고서야 대출의 실행을 승

인하여 온 경우에 있어, 임직원이 자신이 소개한 대출에 관하여 그 관계서류에 “회수책임”

이라고 기재한 것은 대출을 소개한 자로서 의무가 연체되지 않도록 서류관리를 하고 연체

되거나 끝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상호신용금고

로서도 대출을 소개하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게 하고 대출금채무가 연체되거나 

끝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의 업무상의 책임을 명백히 하려고 그와 같은 기재를 하

도록 하 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 대출금채무에 관한 민법상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大判 92. 5. 26, 91다35571, 公 1992,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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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함에 있어서, 判例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특히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일

방에게만 특별한 의무를 지게 하는 계약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내용

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약정의 의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토지를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약정을 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 다.78)

한편 判例는 특히 사업자가 자신의 의무를 제한하거나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約款에 있어서 특히 制限解釋을 많이 인정하고 있다. 

判例는 신용카드거래약관에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카드의 도난, 분실 신고를 받은 후 가맹점에 

통지를 게을리 하 거나, 가맹점이 통지를 받은 후에도 카드의 확인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 거나 또는 가맹점이 사진이나 서명의 대조 등을 게을리 한 것과 같이 거래

의 안전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책임을 회원에게만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의 책임을 제한하 고,79) 피보험자의 피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해석과 관

련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

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거나,80) 또 

소요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관하여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1000여명의 관중들이 야구팀 버스에 돌과 빈 병 등을 던지는 

등의 폭력사태는 그 경위와 장소 및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소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 는바,81) 이것은 모두 制限解釋의 예라고 할 것이다. 

78) 大判 94. 6. 28, 94다6048(公 1994, 2098).

79) 大判 86. 10. 28, 85다카739(公 790, 3108).

80) 大判 94. 6. 24, 94다4554(公 914, 652).

81) 大判 91. 11. 26, 91다18682(公 912, 282).



제41권 1호 (2000) 169法律行爲의 解釋의 爭點

<Abstract>

L'interprétation des actes juridiques

― la notion et les méthodes de l'interprétation des actes juridiques ―

Hyo-Soon Nam, *82)

Ⅰ. L'introduction

Le Code civil coréen ne pose aucune règle, sauf l'article 106, concernant 

l'interprétation des actes juridiques. Cela revient à dire que tous les 

problèmes qui peuvent s'imposer part rapport à l'interprétation des actes 

juridiques sont laissés au débat doctrinal et à la décision jurisprudentielle. 

Parmi ces problèmes, le plus important est à notre sens celui de la notion 

ou de l'essence de l'interprétation des actes juridiques. On l'envisage 

tantôt sous l'angle de l'objet de l'interprétation, tantôt sous l'angle des 

méthodes de l'interprétion, ce qui n'est pas opportunt pour deux raisons 

suivantes. D'abord, au strict sens du terme de l'objet, c'est l'acte exprimé 

ou déclaré qui fait l'objet de l'interprétation. Ensuite, s'agissant du terme 

des méthodes, il s'agit des techniques qui sont les moyens et les voies 

dont se sert l'interprète. 

Ⅱ. La notion de l'interprétation des actes juridiques

La question de la notion de l'interprétation a donné lieu à des 

controverses doctrinales. Interpréter l'acte juridique, c'est avant tout 

rechercher la volonté des parties. Le rôle primordial reconnu à la 

recherche des intentions dans l'opération d'interprétation est le corollaire 

logique du principe d'autonomie de la vonlonté qui reste le fondement du 

lien obligatoire issu du contrat. Et puis, à son tour, rechercher la volonté 

 * Professeur en droit civil, Faculté de droit,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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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parties, c'est révéler le sens exact des termes ou formules employés 

par les parties à l'acte juridique. Mais en ce qui concerne ce que l'on doit 

entendre par la volonté des parties, il y a deux tendances théoriques qui 

s'opposent l'une à l'autre. Ce sont la théorie de la volonté interne et celle 

de la volontée exprimée. D'abord, selon la première théorie, interpréter 

une convention, c'est rechercher la vononté interne des parties. Pourtant, 

une volonté qui serait restée purement interne est à l'évidence hors 

d'attteinte du juge et, au surplus, rebelle à toute preuve par celui qui l'a 

prétendument conçue. Au contraire, quant à la deuxième théorie, il est 

question de déterminer le sens de l'intention exprimée. Mais, la volonté 

qu'il s'agit de découvrir est celle qu'ont réellement eue les parties au 

moment où elles ont contratcté. Il ne s'agit donc ni de la volonté littérale, 

c'est-à-dire celle que suggère la formulation littérale, quelque manière que 

ce soit, ni la volontée interne. C'est ce que veulent dire l'intention 

commune de l'article 1156 du Code civil français et l'intention réelle de 

l'article 133 du Code civil allemand. Ces deux articles n'opposent pas une 

volonté interne à une volonté déclarée. En proprement dit, ils envisagent 

seulement l'hypothèse de la discordance entre la volonté effectivement 

déclarée, pour peu qu'ellle puisse être prouvée, et son imparfaite 

expression écrite. Dès lors qu'il est établi, par quelque moyen que ce soit, 

qu'il y a discordance entre la volonté réelle, par hypothèse exprimée, 

fût-ce tacitement, et la formulation - écrite ou même orale - de cette 

volonté, la première doit l'emporter. Autrement dit, c'est l'espoir qui doit 

l'emporter sur la lettre. A cet égard, on ne saurait opposer les systèmes 

français et allemand, le premier étant réputé donner plein effet à la 

volonté interne, le second étant censé s'en tenir à la volonté déclarée. 

Ⅲ. Les méthodes de l'inteprétation des actes juridiques.

Il est hors de question que l'interpréatation des actes juridiques doive 

s'opérer suivant les techniques authentiques. Le Code civil coréen n'en 

pose aucune règle. Parmi les méthodes de l'interprétation, on peut en 

énumérer cinq qui sont admis par la doctrine et par la jurisprud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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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terprétation rationnelle, l'interprétation cohérente, l'interprétation 

efficace, l'interprétation à désfaveur de ceux qui stipulent, l'interprétation 

restrictive. D'abord, l'interprétation doit être un procédé rationnel qui 

propose de prendre en considération tous les éléments importants pour 

saisir le vrai sens des termes employés par les parties contractantes. En 

deuxième lieu, il faut donner un sens cohérent à l'acte entier au lieu de 

s'attacher à celui de chaque clause dont la juxtaposition peut être source 

d'ambiguïté. En troisième lieu, les termes susceptibles de plusieurs sens 

doivent être pris dans le sens qui convient le plus à la matière du contrat. 

Par exemple, lorsqu'une clause est susceptible de différents sens, on doit 

plûtot l'entendre dans celui avec lequel elle peut avoir quelque effet, que 

dans le sens avec lequel elle n'en pourrait produire aucun. En quatrième 

lieu, dans le doute, la convention doit s'interpréter contre celui qui a 

stiplulé, et en faveur de l'autre partie. Le désavantage ainsi donné au 

sitpulant est justifié par le fait que l'autre partie est réputée se trouver 

dans une situation d'infériorité par rapport au stipulant, de sorte que 

l'interprétation contre ce dernier est une manière de rétablir un équilibre 

contractuel. En dernier lieu, l'interprétation restrictive demande que les 

exceptions et dérogations soient d'interprétation stricte : renonciations, 

clauses de non concurrence, clauses limitatives ou exclusives de 

responsabilité ou de garant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