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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根抵當權附債權의 流動化에 관한 法的 問題*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을 중심으로―

金 載 亨**

1)

Ⅰ. 序論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말부터 자산유동화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1) 이것이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1997년말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고,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산유동화제도를 도입하 다. 1998년 9월 16일 “資産流動化에 관한 法律”(이

하 자산유동화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고, 장기채권인 주택저당채권의 유동

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29일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이하 채권
유동화회사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2) 그 후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21일 위 두 법률을 개정하 다.

자산유동화는 자산을 유동화, 즉 현금화하는 것이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

산을 증권화함으로써 그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資産의 證券化(Asset 

Securitization)라고도 한다. 자산보유자는 특수목적기구에 자산을 양도 또는 신

탁함으로써 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한 다음, 자산의 집단(pool)을 담보
로 증권을 발행한다.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는 주체는 자산보유자가 아

니라 특수목적기구3)이다. 따라서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하고 자산보유자가 특수

* 이 은 2001년 12월 7일 KoMoCo 창립 2주년 기념 법률세미나에서 발표한 내
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韓國住宅銀行 調査部, 주요국의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 조사자료 90, 1988.
2) 당시의 입법경과에 관하여는 金載亨, “｢資産流動化에 관한 法律｣의 現況과 問

題點”, 民事判例硏究 제23집(2001), 702-703면 참조.
3) 특수목적기구는 SPV(special purpose vehicle) 또는 SPE(special purpose entity)

에 해당하는데, 특수목적기구의 형태가 회사인 경우를 SPC(special purpose company)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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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기구에 자산을 양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복잡한 거래구조를 

상정한 이유는 유동화증권을 자산보유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거래구조를 통하여 자산보유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더라

도 수익성이 높은 자산의 집단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면 자금조달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유동화는 물적담보제도보다 한 단계 발전된 금융조

달수단으로 볼 수 있다.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유동화

자산에는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유가증권, 

주택저당대출채권 등 모든 資産이 포함된다. 債權流動化會社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유동화는 자산유동화의 일종이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 즉 주

택저당채권이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債

權流動化會社法은 “債權流動化”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4) 그리고 자산유동
화법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주체는 유동화전문회사(SPC) 또는 신탁회사이

지만, 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는 채권유동화를 위한 기구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

화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 다만 위 두 법률에는 동일한 규

정이 많은데, 입법형식상 이러한 규정에 관하여는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

는 것이 나았으리라고 여겨진다.

4) 채권유동화의 기본구조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유형은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
社가 금융기관으로부터 住宅抵當債權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住宅抵當債權擔保

附債券을 발행하고 元利金을 지급하는 행위(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이다. 두 번째 유
형은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가 금융기관으로부터 住宅抵當債權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

로 住宅抵當證券을 발행하고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

배하는 행위(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다.
5) 유동화증권은 흔히 資産擔保附證券(ABS; Asset-backed Securities)이라고도 하는

데,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
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한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은 원래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 준 주택저당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저당대출
채권에 터잡아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거나 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

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택
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채권유동
화회사법에 따른 유동화증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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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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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B) 발행의 기본구조

매각대

금

발행대

금

M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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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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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개인 /기관)

자산유동화법 시행 이후 자산유동화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1999년
에 6조 7,709억 원(32건), 2000년에는 49조 3,832억 원(154건), 2001년에는 50

조 9천억 원의 유동화증권이 발행되어 총 107조 883억 원(380건)에 이르고 있

다. 특히 2001년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을 보면 대출채권, 카드매출

채권, 기업매출채권 등 債權이 41조 4천억 원(81.3%),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8

조 7천억 원(17%), 부동산이 8,811억 원(1.7%)을 차지하고 있는데, 채권을 기

초로 한 유동화증권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택저당채권유동
화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 주식회사(KoMoCo)는 2000

년 4월 이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주택저당대출채권을 기초로 다섯 차례에 걸

쳐 2조 263억 원 규모의 MBS를 발행하 으며, 2002년 1월에는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180억 원 규모의 MBS를 발행하 다. 

유동화거래는 당분간 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유동화증권의 대

부분은 기관투자자에 의하여 인수되고 있다. 다만 유동화증권의 유통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대량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채권유동화회사법은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채권을 담

보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담보수단은 거의 모두 根抵當權이다. 민법에 저당권

이 일반적인 담보권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이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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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유통에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저당권부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

에 많은 법률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근저당권부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하여 채권유동화회사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자산유동화법에 따

라 근저당권부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에도 상당부분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자산유동화법에 관련된 문제도 언급하고자 한다.

Ⅱ. 住宅抵當債權의 讓渡와 관련된 문제

1. 債權의 讓渡性

자산유동화의 경우에 자산의 양도 또는 신탁을 전제로 하므로, 양도 또는 

신탁할 수 없는 자산을 유동화할 수 없다.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민법 제449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특히 將來債權6)의 양도를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지, 그 대항요건을 어떻게 구비할 것인지 문제된다. 거래계에서도 계속적 
공급계약에 기한 채권, 상품대금채권, 신용카드대금채권, 할부판매대금채권, 리

스채권, 수출대금채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고, 장래에 발생할 전기료, 통

신요금, 방송중계료 등도 회수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양도를 통한 자금회

수의 출구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장래채권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특정가능

성과 발생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장래의 채권은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
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

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7) 그

러나 판례의 위 기준에 따르면 장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제

6) 기한부채권이나 조건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것은 아직 변제기
가 도래하지 않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채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하기 때문에 장래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채권액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예컨대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 으나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매매대금에 관하여 동
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7) 大判 1991. 6. 25, 88다카6358(공 1991, 1993); 大判 1996. 7. 30, 95다7932(공 
1996, 2621); 大判 1997. 7. 25, 95다21624(공 1997, 2653). 이러한 판례는 일본의 판례
에 의하여 향을 받은 것이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판례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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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될 우려가 있고,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한 거래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목적 또는 내용이 특정되거나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8) 채권양도도 이와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 채권양도도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이므로, 양도목적물인 채권이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

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는 기준은 장래채권 양도의 유효성

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지나치게 모호하다. 채권이 장래에 실제로 발생할 것

인지, 그로 인한 위험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에게 맡겨 

두더라도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장래의 채권의 경우에 한도액과 발생시기를 

정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채권양도를 유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때 

장래채권을 양도하면서 특정하는 방식으로는 예컨대 ‘채권자가 일정한 채무자

에 대하여 3년 동안 취득할 매출채권 중 일정한 금액’이라고 표시하면 충분할 
것이다. 다만 장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이 어려

운 문제이다. 이것은 결국 입법을 통하여 대량의 장래 채권양도를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9)

한편 채권유동화회사법상 채권유동화의 경우에는 유동화의 대상이 住宅抵當

債權인데,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구입 또는 건
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2

호). 주택저당채권은 양도될 수 있다는 점에 이론이 없으므로, 채권의 양도성

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2. 住宅抵當債權의 讓渡方式

(1) 讓渡의 方式 

(가) 意義

자산유동화에서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차단하는 것

8) 상세한 것은 金載亨, “法律行爲 內容의 確定과 그 基準”, 서울대학교 法學 제41
권 1호(2000. 6), 241면 이하 참조.

9) 金載亨(註 2), 710-7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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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bankruptcy remote”). 이것은 자산보유자가 도산하더라도 유동화

증권의 투자자에게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유동화법 제

13조에서 유동화자산의 양도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실무에서 

발전된 “眞正한 讓渡”(true sale)라는 개념을 명문화한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는 

자산양도의 방식이 법률에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통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증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제도를 정착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결문제라고 보아 위

와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둔 것이다.10)

한편 채권유동화회사법 제정 당시에는 자산유동화법 제13조에 상응하는 규

정이 없었으나, 2000년 1월 21일 채권유동화회사법 개정 당시 제5조의2를 신

설하 다. 그 내용은 자산유동화법 제13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논

의11)가 여기에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住宅抵當債權의 讓渡方式

채권유동화회사법 제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 양도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ㄱ) 첫째, “賣買 또는 交換에 의할 것.”(제1호) 이 경우 매매 또는 교환은 

“진정한 매매”를 의미하는 것이고, 담보목적의 양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ㄴ) 둘째, “讓受人이 住宅抵當債權에 대한 收益權 및 處分權을 가질 것. 이 

경우 讓受人이 당해 住宅抵當債權을 처분하는 때에 讓渡人이 이를 우선적으로 

買受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는 경우에도 收益權 및 處分權은 讓受人이 가진 

것으로 본다.”(제2호)

채권양도로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면, 양수인이 채권에 대한 수익권과 

처분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이 본문은 당연한 규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但書에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단서는 양도인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

10) 1997년에 제정된 태국의 “증권화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관한 법률” 제20조도 
진정한 자산양도의 경우에는 파산법 제1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진정한 
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즉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특수목적법인이 자산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수취하며, 
특수목적법인이 양수한 자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증권관리
위원회(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는 위 요건에 부가하여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

11) 이에 관하여는 金載亨(註 2), 71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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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단지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 즉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을 가

지고 있더라도 양수인의 처분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

이다. 다만 우선매수권의 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양도인의 우

선매수권은 시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양도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

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 것은 양수인의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

우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ㄷ) 셋째, “讓渡人은 住宅抵當債權에 대한 返還請求權을 가지지 아니하고, 

讓受人은 住宅抵當債權에 대한 代價의 返還請求權을 가지지 아니할 것.”(제3호) 

이는 위와 같은 청구권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이나, 그 의미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거나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상회복청구권

이 발생할 수 있다. 위 조항이 이러한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청구권을 배제하
려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양도계약에서 계약의 무효․취소로 인한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조항이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것이 허

용되는지, 특히 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을 완화하는 특약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약정을 배제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나, 

그 요건을 과도하게 완화하는 것은 위 조항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

(ㄹ) 넷째, “讓受人이 讓渡된 資産에 관한 위험을 引受할 것. 다만, 당해 住
宅抵當債權에 대하여 讓渡人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瑕疵擔保責任

(債權의 讓渡人이 債務者의 資力을 擔保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호).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4호도 이와 동일하다.

자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소유권 기타 권리

가 양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위 본
문은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이고, 이 규정의 의미도 두 가지 예외를 규정한 

단서에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매우 모호하여 위험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단

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정하기 어렵다. 이 규정은 법률문장으로서 매우 불

완전하므로 적어도 표현을 고쳐야 할 것이다.

먼저 이 규정에서 “危險”과 “危險을 負擔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파악할 것

인지 문제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危險”이 민법 제537조, 제538조의 危險負
擔12)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민법의 위험부담에서 말하는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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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우연히 멸실 또는 훼손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종국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한 법적 상태라고 한다.13) 자산유동화법이나 채권유동화회사법의 

경우에도 위험을 이와 유사하게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리하여 

자산유동화법에서 정하는 위 위험에 관하여는 채권의 담보가 되는 부동산의 

목적물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되거나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경우를 의미

한다는 견해가 있다.14) 이에 반하여 이 규정에서 위험은 양도된 자산의 멸
실․훼손․노후화 등으로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할 가능성이라고 파악하는 견

해도 있다.15) 자산유동화실무에서 말하는 위험(risk)은 신용위험, 채무불이행위

험, 유동화자산의 가치하락위험, 재투자위험, 유동화관련기관의 신용위험, 혼합

위험 및 법률적 위험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16) 따라서 자산유동화법

이나 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말하는 위험은 민법의 위험부담에서 말하는 위험

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 규정도 자산유동화법 제13조 제4호와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위험

의 인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단서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에서 “하자담보책임”(제580조, 제581조)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매도인의 책임으로,17)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과는 

관계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자산유동화법이나 채권유동화회사법상의 위험이

12) 민법 제537조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

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郭潤直 편, 民法注解(ⅩⅢ) , 박 사, 1997, 42면(崔秉祚 집필부분).
14) 尹勝漢, 자산유동화의 이론과 실무, 삼일세무정보주식회사, 1998, 289면.
15) 자산유동화 실무연구회, 금융혁명-ABS, 한국경제신문사, 378면.
16) 尹勝漢(註 14), 148면 이하.
17) “瑕疵擔保責任”은 민법 제580조, 제581조에 정해진 物件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

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통상 權利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과 구별된다. “채권의 매도인
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때”(민법 제579조 제1항), 즉 채권매매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權利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으로 분류된다. 만일 하자담보책임이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한 담보책임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제579
조 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양도인이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예컨대 민법 제570조, 제572조 내

지 제578조)을 부담한다면 이것이 위 규정에 위반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양도인이 권리
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는 경우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 이를 배제하는 것은 양도
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양도인이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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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어는 민법의 위험부담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해

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위험에는 위험부담에서 정하

고 있는 위험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위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유동화회사법의 위 규정은 자산유동화법과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산유동화법상의 규정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자산유동화법의 경우

보다 좀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양도된 “자산”은 주택저

당채권이다.18) 위 규정에 따르면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

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채권의 양도에서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다. 다만 債權의 讓渡人이 債務者의 資力을 擔保하

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만을 규정하려면 이러한 경우에 한정하여 단서조항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예: 債權의 讓渡人이 債務者의 資力을 擔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산유동화에서는 특정물이든 불특정물이든 물건의 하자

에 대한 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이 완전히 무의미

한 것은 아니지만, 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는 적어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위 

규정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위 규정 단서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도 자산유동화법 제

13조 제4호와 마찬가지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위 단서의 문구에 따른다면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양

수인이 위험을 인수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 오히려 

이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양수인이 위험을 인수하 으면 양도인이 위와 

같은 책임을 지더라도 진정한 양도에 해당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19)

(다) 讓渡方式을 違反한 讓渡約定의 效力

주택저당채권의 양도가 위 규정에서 정한 방식을 충족하지 못하면, 채권유

동화계획이 제4조 제3항 제2호의 “債權流動化計劃의 내용에 法令을 위반한 사

18) 위 규정의 본문은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주택저당채권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 이러한 맥락에서 위 단서의 “일정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일시적인 기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산유동화법에 관하여는 금융혁명-ABS(註 15), 37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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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20) 그런데 채권양도가 

위 방식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법상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제5조의2는 “住宅抵當債權의 讓渡는 債權流動化計劃에 따라 다음 各號의 방

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擔保權의 設定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21) 본문이 “…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
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한 양도를 무효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다

면 채권유동화회사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讓渡代金의 返還을 청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주택저당채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두 채무는 동시이행관

계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채권유동화회사에 결코 유익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위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채권양도도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
한 의미로 규정하려면, 이 규정에서 “…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없애고, 이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고 규

정하면 충분할 것이다.22)

(라) 結語

구체적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가 담보목적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진
정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해석문제이다. 다만 위 규정은 자산의 양도

가 진정한 양도인지, 담보권 설정인지에 관한 하나의 표준을 정하고 있을 뿐

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권의 설정이 아니다. 그

러나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진정한 양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무효라

20) 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는 계획등록신청서에 기재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방식 및 세부계획을 열거하고 있다.

21) 자산유동화법을 제정할 당시 법 제13조의 규정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안에서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담보
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유동
화자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되었다가, 다시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안과 법제처 심사안을 혼합하여 현행 규
정으로 확정하 다.

22) 가령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
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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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의 방식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

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 규정이 없더라도 실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

이다. 이러한 규정을 입법화하더라도 민법의 관련 규정과 합치되도록 좀더 많

은 주의를 기울 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장래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3. 住宅抵當債權의 讓渡의 登錄

채권유동화회사는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金融監督委員會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항).23)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와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를 금융감독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 등록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
고 있는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도 기재하여야 하고, 

주택저당채권의 명세는 전자기록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제3항). 채권유동화회사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또는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당해 투자자로부터 열람의 요구가 있

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4항).

Ⅲ. 債權讓渡의 對抗要件과 이에 관한 特例

1. 債權讓渡의 對抗要件

민법 제450조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채권양도를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무자의 관여(통지 또는 승낙)가 필요하고,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항상 그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채권양도가 제3자 및 채무자에 대항할 수 있는 때에는 양수
인만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해야만 면책된다.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23) 자산유동화법 제6조는 자산양도 등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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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그러나 다수의 지명채권 양도에 관하여 민법상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한다면 

절차적으로 매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대

항요건을 확실히 갖추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

다.24) 그리하여 자산유동화법 제7조는 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채권양
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 고, 채권유동화회사법 제6조도 이와 동

일한 규정을 두었다.

(1) 債務者에 대한 對抗要件

(가) 讓渡通知人의 확대

민법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讓渡人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

낙을 받아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50조 제1항). 따

라서 양도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하나, 양도인이 채권을 양도하고 양

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수도 있다.25) 그러나 양도인

이 파산이나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 양수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26) 왜냐하면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

에게 속하고(파산법 제7조), 회사정리절차의 경우에는 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하

여 회사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회사정리법 제53조)하기 

때문이다.27)

채권유동화회사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債權流動化計劃에 따른 住宅抵當債

權의 讓渡․信託 또는 반환은 讓渡人(委託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讓

24) 예컨대 신용카드채권은 소액․단기채권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기초로 만기가 
장기인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기간 불일치로 인하여 총액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채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추가로 채권을 양도할 때마다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자산유동화법과 채권유동화회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25)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통지할 수 있다. 大判 1994. 12. 
27, 94다19242(공 1995, 123).

26) 林采洪․白昌勳, 會社整理法(상),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311면; 李英俊, 民法
總則, 전정판, 박 사, 1995, 522면.

27) 그러나 화의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남아 
있으므로, 종전 채무자는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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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人(受託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債務者에게 통지하거나 債務者가 승낙

하지 아니하면 債務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讓渡人뿐만 아니

라 讓受人도 채권양도 등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하 다.

자산유동화법 제7조에서 채권양도의 통지인으로 양수인을 추가한 것에 반대

하는 견해28)가 있다. 채무자는 양수인이 채권을 양도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

문에, 양수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더라도 양수인이 실제로 채권을 양도
받지 않았다면 이중으로 채무를 변제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채무

자가 이중지급위험을 면하려면 양도인인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채권의 양도인은 일반적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할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인 이외에 讓受人에게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9) 프랑스민법(제1690조 제1항), 스위스채무법(제167조), 그리스민
법(제460조) 등 외국의 여러 민법에서도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에게도 통

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를 양도인

으로 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법과 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채권

양도의 통지권자에 양수인을 포함한 것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

여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민법규정을 개정하여 양수인도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행 자산유동화법과 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규정한 

것은 별 실익이 없다. 왜냐하면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자산보유자의 자격이 금

융기관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는 금융기관만이 양도인인

데, 그러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통지를 게을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

문이다.

(나) 公告에 의한 通知

(ㄱ) 제6조 제1항 단서는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통지 및 승낙이 불가능

한 경우에 대비하여 新聞公告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허용하고 있다. 讓渡人 

28) 李美賢, “資産流動化에 관한 法律”, 人權과 正義, 1999년 7월호, 133면.
29) 徐敏, 債權讓渡에 관한 硏究, 經文社, 1985, 118면 이하; 郭潤直, 債權總論, 신

정판, 박 사, 1994, 420면; 郭潤直 編, 民法注解(Ⅹ), 박 사, 1995, 581면(李尙勳 집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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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讓受人이 債務者에게 登記簿에 기재되어 있는 債務者의 住所30) 또는 최

후주소31)로 2回이상 內容證明郵便으로 債權讓渡(債權의 信託 또는 반환을 포

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통지를 하 으나 所在不明 등으로 返送된 때

에 공고에 의한 통지가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債務者의 住所地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日刊新聞(全國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日刊新聞이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債權讓渡事實을 공고하면, 그 公告日에 債務者에 대
한 債權讓渡의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채권양도에서 통지나 승낙은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공고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양도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채무

자는 채권자인 양도인에 대하여 상계권, 기타의 항변권을 가질 수 있으나, 공

고에 의한 통지 이후에는 이러한 권리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사

실을 모르는 채무자는 이러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를 계속

할 우려가 있다.

자산유동화법이나 채권유동화회사법은 너무 쉽게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 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민법 제113조의 공시송달

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과 비교해 보자.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

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

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고, 현행 민사소송법 제179 내지 181조(2002년 1월 26일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194 내지 196조)에서 공시송달의 절차와 효력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민법 

제113조의 규정은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나,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는 채권양

도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자산유동화법 제7조 제1항 단서와 

채권유동화회사법 제7조 제1항 단서는 통지권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공고
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 으므로, 민법 제113조에 대한 특례조항

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자산유동화법이나 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양

도의 경우에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민법 제113조에 따른 공시송달방법을 이용

30) 登記簿에 기재되어 있는 住所가 債務者의 최후의 住所가 아닌 경우 讓渡人 또
는 讓受人이 債務者의 최후의 住所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의 住所를 말한다.

31) 登記簿에 債務者의 住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讓渡人 또는 讓受人
이 債務者의 최후의 住所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최후의 住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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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산유동화법이나 채권유동화회사법의 위 규정들이 민

법 제113조를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ㄴ) 그렇다면 신문공고에 의한 통지를 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자산유

동화법이나 채권유동화회사법의 규정내용에는 몇 가지 의문이 있다. 첫째, 내

용증명우편으로 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 공고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에는 소재불명 이외에 이사
불명, 폐문부재도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둘째,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한 데 과실, 특히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최후주소

에 통지를 한 후 신문공고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셋째, 양도

인이 채무자의 주소 또는 최후주소를 알고 있으나, 양수인이 이를 모르고 있

는 경우에 양수인이 채권양도를 위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최후주소로 통지한 후 공고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러한 규정은 명확한 내용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해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채권을 대량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양도의 

통지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공고를 위한 통지제도가 예외적인 제도이고 채무

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나아가 양도인

이나 양수인이 조금만 조사해보면 쉽게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통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ㄷ) 신문공고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한

다. 그런데 신문공고에 의한 통지 후에 채무자가 원래의 채권자, 즉 양도인에

게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가 소멸하는가? 신문공고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 채

무자는 채권양도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

려고 할 것이다.32) 채무자가 원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하더라도 채무가 소멸하
지 않는다면 채무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산유동화의 이익

과 채무자의 보호라는 대립하는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자산유동

화법이나 채권유동화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현재로서는 債權의 準占有

者에 대한 변제에 관한 규정(민법 제470조)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채권양도의 

32) 아래에서 보듯이 자산유동화를 위한 채권양도의 경우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을 갖추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
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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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가 공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채무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

하여 변제의 효력이 있을 것이다.

(2) 제3자에 대한 對抗要件

債權流動化計劃에 따라 행하는 住宅抵當債權의 讓渡․信託 또는 반환에 관

하여 제5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에는 당해 住宅抵當債權의 債務

者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登錄이 있은 때에 民法 제450조 제2항의 規定에 

의한 對抗要件을 갖춘 것으로 본다(제6조 제2항).33)34)

채권양도의 경우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필요

로 하지 않는다고 하 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이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이 없는 상태에서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채권양도의 등록

을 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민법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양도를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무자의 관여(통지 또는 승낙)가 필요하고,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항상 그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산유동화법과 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

33) 자산유동화법 제7조 제2항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34) 일본에서는 1992년 “특정채권등에 관련된 사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

채권(리스채권, 신용카드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 대한 서면의 제출
을 수반하는 채권양도의 公告를 함으로써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것

으로 보았다.
그 후 제정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1998년 6

월 12일 공포, 1998년 10월 1일 시행)은 法人의 指名金錢債權讓渡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를 정하 다. 즉 법인이 채권(지명채권으로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함)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등기 파일(file)에 채권양도의 등기를 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일본 민법 제467조(우리 민법 제450조에 해당)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부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등기관으
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

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제2조 제1항, 제2항). 채
권양도등기에 관한 사무는 부동산등기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무국 또

는 지방법무국, 그 지국이나 출장소가 등기소로서 담당한다(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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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채권양도의 등록이 행해진 경우에 채권양수인은 채무자

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게 될 것

이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고 한 쪽은 채권유동화회사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登錄을 하고, 다른 한 쪽은 민법규정에 따른 확정일자 있는 통

지 또는 승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양수인들 사
이의 우열관계는 시간적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채권

양도의 등록과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 중에서 어느 것이든 먼저 갖춘 

채권양수인이 우선한다. 이것은 민법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가 채권을 먼저 양수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즉 제3자에 대한 대항요

건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채권양도의 등록을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3) 債權讓渡의 事前 通知 또는 承諾 문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미리 하는 사

전의 통지 또는 승낙35)이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사전의 통지는 讓渡時期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견해36)도 있으나, 사전 통지 후에 그에 상응하는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 때부터는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37) 사전 승낙에 관하여는 양

도할 채권이나 양수인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효이나, 양수인이 특정되

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38)

대법원은 사전통지에 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즉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 다는 사실

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35)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 또는 승낙은 다수의 채권을 한꺼번에 양도하는 경우에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

36) 郭潤直, 債權總論, 新訂修正版, 1999, 295면.
37) 金曾漢․金學東, 債權總論, 박 사, 1998, 302면; 金亨培, 債權總論, 제2판, 박

사, 1998, 585면; 金相容, 債權總論, 법문사, 1996, 462면; 李銀榮, 債權總論, 박 사, 
1999, 620면; 郭潤直 편, 民法注解(Ⅹ), 1995, 579면(李尙勳 집필부분).

38) 이에 관하여는 郭潤直 편, 民法注解(Ⅹ), 1995, 5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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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 다.39) 사전 통지에 관하

여 부정설을 채택한 근거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통지는 채무

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채권양도통지와 관련하여 “설령 

각서에 피고가 승낙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겠

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에 불과하여 양도

통지로서의 효력도 없다”고 판결하 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할 당시 

채권양도의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채권을 한꺼번에 양도하는 경우, 특히 유동화를 위하여 대량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사전에 할 필요성이 있

다.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시에 채권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40) 이것을 허용한다면 근저당권

의 피담보채권을 확정하기 위한 통지가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반대로 사전의 채권양도통지에도 불구하고 채권

양도 후에 다시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면 자산유동화거래에 중대

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41)

Ⅳ. 根抵當權附債權의 讓渡와 債權의 確定通知制度

1. 根抵當權附債權의 讓渡

(1) 근저당권의 기초인 기본계약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것은 

계약인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채권자(근저당권자), 신채권자(양수인), 채무자 

사이의 3면계약이 필요하다.42) 그리고 여러 개의 기본계약 중 일부에 관한 채

39) 大判 2000. 4. 11, 2000다2627(공 2000, 1181).
40) 金載亨, “2000년도 民法判例의 動向”, 人權과 正義, 2001년 5월호, 73면.
41) 김용호, “자산유동화 실무상의 몇 가지 문제”, 南孝淳․金載亨 편, 金融去來法

講義Ⅱ(2001. 7), 법문사, 367면.
42) 郭潤直, 物權法, 신정수정판, 박 사, 1999, 493면; 金曾漢․金學東, 物權法, 제9

판, 박 사, 1997, 568면; 金錫宇, “根抵當權의 處分에 관한 小考”, 現代民法學의 諸問題
(晴軒金曾漢博士華甲紀念), 博英社, 1981, 409면; 郭潤直 편, 民法注解(Ⅶ), 박 사, 
1992, 31면(朴海成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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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근저당권의 일부를 이전할 수도 있다.43) 그러나 자

산유동화전문회사가 근저당권의 기초인 기본계약을 인수하는 것은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의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유동화회사도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인데, 근저당권

을 기본계약과 함께 인수하는 것은 설립목적에 배치된다.

(2)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 제3자

에게 양도되거나 대위변제된 경우에 근저당권도 이전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

가 대립한다. 肯定說은 개별 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변제되면 근저당권의 일

부가 이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근저당권을 準共有하게 된다고 한다.44) 否

定說은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의 유동교체는 문제되지 않고, 채권양도로 인

하여 그 채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로부터 이탈되므로, 확정 전에 이미 발생한 
개개의 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는다고 한

다.45) 判例46)는 부정설을 따르고 있다. 즉, “근저당권이라고 함은 계속적인 거

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

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

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변동되는 것이므로, 근저당 거래관

계가 계속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 등기실무에서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

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한다.47) 否定說이 타당하다. 근저당권

43) 金錫宇(註 42), 410면 이하; 1997. 9. 9. 제정된 대법원 등기예규 제880호(근저
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44) 金錫宇(註 42), 407면; 李英俊, 物權法, 전정판, 박 사, 1996, 951면; 郭潤直 편, 
民法注解(Ⅶ), 1992, 29면(朴海成 집필부분).

45) 郭潤直(註 42), 493면; 張庚鶴, 物權法, 법문사, 1985, 848면; 金相容, 物權法, 전
정판, 법문사, 1999, 756면. 한편 우리 민법 제정 이후에 개정된 일본민법 제398조의 7 
제1항은 “원본의 확정 전에 근저당권자로부터 채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고, 원본의 확정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또는 채무자에 갈음하
여 변제한 자도 역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移轉否定說을 채택하 다.

46) 大判 1996. 6. 14, 95다53812(公 1996, 2165).
47) 1997. 9. 9. 제정된 대법원 등기예규 제880호(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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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저당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그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최고액의 범

위 내에서 담보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민법 제357조 제1항 제2문에 의하면 

근저당권에서 “그 確定될 때까지의 債務의 消滅 또는 移轉은 抵當權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확정 전의 채권양도가 이 규정의 “移轉”에 포함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양도 

또는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아무런 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48)

(3)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확정된 후에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채권양

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려면 양도인이 채무

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하여야 한다(민법 제450조 참조). 그리

고 확정채권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근저당권도 일부 또는 전

부가 이전된다.49)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고 근저당권도 일

부 이전한 때에는 근저당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은 그 채권액의 

비율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準共有로 된다.50)

2.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의 確定을 위한 通知制度

(1) 意義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을 확정시킬 

필요가 있다.51) 기본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키

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집합

된 채권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승낙을 모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그리하여 2000년 1월 21일 자산유동화법과 채권유동화회사법을 개
정하여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확정통지제도를 신설하 다. 채권유동화회

사법 제6조의 2는 “債權流動化計劃에 의하여 讓渡하고자 하는 住宅抵當債權이 

48) 金載亨, 根抵當權硏究, 박 사, 2000, 233면.
49) 金錫宇(註 42), 405면 이하.
50) 郭潤直(註 42), 480면; 李英俊(註 44), 951면; 張庚鶴(註 45), 827면; 金錫宇(註 

42), 406면.
51)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金載亨(註 48), 236-277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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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인 경우 金融機關이 債務者에게 根抵當權에 의

하여 擔保된 債權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債權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債

權의 전부를 讓渡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通知書를 內容證明郵便으로 發送한 

때에는 通知書를 發送한 날의 다음날에 당해 債權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

만, 債務者가 10日 이내에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52)

(2) 通知의 相對方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근저

당권자가 채무자에게 위 통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통지
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충

분하다. 근저당거래를 계속하려는 이익은 근저당권설정자보다는 채무자에게 있

기 때문이다. 이때 확정통지를 구두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서면

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3) 債務者의 異議

제6조의2 단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이고, 근저당권

설정자가 아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권이 확정

되면 더 이상 근저당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른 확정통지를 할 

때 확정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확정통지서를 발송한 다음날이고, 

채무자의 이의 없이 10일이 경과한 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가 이

의한 경우에는 확정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確定의 效果

이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통지를 하면 피담보채권 전체

가 확정된다. 근저당권은 확정 후에도 저당권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확정후

52) 또한 자산유동화법 제7조의2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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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을 뿐이다.53) 그리하여 확정후

에 발생하는 이자, 지연이자도 최고액을 한도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근저당거래를 유지하면서 이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 중 일

부만을 확정하여 이 부분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에서 피

담보채권의 확정은 전체로서 확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확정통지를 한 후에 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위 확정통지제도는 유동화를 위한 경우에만 적용되

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의 효력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이 위 규정에 따라 채권의 확정통지를 하고 채권유동화회사에 근저

당권부채권을 양도하 으나, 채무자가 이의를 하 으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고 근저당권양도와 채권양도는 모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게 근저당권의 이전과 상관없이 채권을 양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만을 양도하 다고 볼 수 있다.

(5) 問題點

그러나 이 규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
우에는 이를 이용하여 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 규정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부채권의 유동화를 위하여 채무자의 위와 같은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면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는 불완전하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

기하면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종래와 같이 채무자와 대출 등의 거래를 계속하

지 않고자 하거나 채무자를 불리하게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

를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실제 채권액이 최고액보다 현저하게 적

은 경우에, 채무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54) 일본

에서도 1998년에 제정된 “근저당권부채권양도의 원활화를 위한 임시조치법”55)

이 채권양도시 채무자에 대하여 추가채권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

53) 金載亨(註 48), 276면.
54) 金載亨(註 48), 246면.
55) 이 법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법으로서 현재는 그 효력을 상

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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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확

정통지제도는 일본의 위 규정을 본받은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는 달

리 최고액 감액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일본민법에

는 最高額減額請求制度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더라도 채무

자와 근저당권자의 이익이 어느 정도 조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56) 우리 민

법개정안에서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후에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최고액감액청구

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다.57)

3. 根抵當權 讓渡에 관한 立法論

자산유동화법을 제정할 당시 재정경제부 案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 일부의 양도가 있는 경우 자산양도의 등록이 있

은 때에 유동화전문회사등이 근저당권을 취득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심

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58)

근저당권에 관한 양도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것은 자산유동화에 특

유한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자산유동화법에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근저당권의 양도를 허용하고 그 법률관

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민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56) 金載亨(註 2), 737면.
57) 이에 관하여는 金載亨, “根抵當權에 관한 改正方案”, 저스티스 제34권 1호

(2001. 2), 137면 참조.
그런데 민법개정안에서는 확정전에도 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최고액이 피담보채권으

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그 예상액의 범위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래에 발생할 채권액을 지나치게 초과한 액을 최고
액으로 정함으로써 설정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경제현실에 있어 근저당권자는 은행 등 경제적 강자이고 설정자는 
일반서민 등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보통이고 지나치게 과다한 액의 최고액을 설정하여 

두는 것이 관례임에 비추어 이러한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신설한 규정이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현저한 것인지는 추후 판례와 학설에 맡기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이를 

규정함은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이 있어 다소 불확정한 개념을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李
相京, “根抵當權改正에 관한 立法論的 硏究”, 法曹, 2000년 8월호, 84면). 그러나 이러
한 규정을 둘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많은 분쟁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8) 鄭泰容, “資産流動化에 관한 法律”, 法制, 1998. 10,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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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民法改正試案에 근저당권에 관하여 여러 

조문이 신설되는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을 피담

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59) 일본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는 별도로 근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 다(일본 민법 제

398조의12). 이것은 1971년 일본의 근저당권에 관한 입법의 가장 중요한 동기

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 改正試案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근저당권
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근저당권만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60) 근저당권의 양도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채권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근저당권에서 채무자변경이 허용되는데, 

채권자를 변경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담보채권과는 별도로 근저당

권을 양도하는 것은 독일의 토지채무나 저당증권 등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이 문제는 보전저당의 일종인 근저당권의 유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지

와 관련된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 금융실무에서 근저당권의 유통성을 확

보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로 되어 있는데, 근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

여 양도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61) 결국 현재의 민법개정시안은 자산유

동화를 위한 근저당권양도에 관한 현안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62)

Ⅴ. 抵當權․根抵當權의 取得에 관한 特例

1. 意義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登記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자동차․항공기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의 득실변경과 

59) 물론 피담보채권을 양도하 다고 하여 당연히 근저당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60) 우리 민법은 일본민법과는 달리 근저당권을 완전한 유통저당, 독립가치지배권

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담보채권의 발생가능성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야 하기 때문

에(민법 제357조, 개정안 제357조의2) 근저당권만의 양도는 효력이 없고, 그 근저당권
으로 담보될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의 양도에 관한 요

건과 근저당권의 양도에 관한 요건(이전의 부기등기)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생
긴다고 한다. 李相京(註 57), 63면.

61) 金載亨(註 57), 128면 이하.
62) 상세한 것은 金載亨, “物權法 개정에 관한 의견(2) - 2001년 민법개정試案을 중

심으로”, JURIST, 2002년 3월호, 25-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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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에 대한 저당권의 득실변경도 각 등록원부에 登錄하여야 효력이 발생

한다. 그리고 질권의 이전에는 민법 제188조 이하에 따른 引渡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질권 또는 저당권과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규

정을 두고 있고, 채권유동화회사법 제7조에서는 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규

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관하여는 입법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산유동화법 제정당
시 재정경제부 案 제8조 제2항은 “제7조에 의한 공고 및 등록이 마쳐진 때에

는 유동화자산 중 담보로 제공된 물권이나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소유권의 

경우 그 등록일자에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한 것으로 본

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것은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에 소유권 등 모든 물권을 

포함시키고 등록일자에 등기를 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다. 첫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도 당해 권리를 처분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 둘째, 

권리의 이전 및 처분이 전혀 등기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의 권리공

시체계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셋째, 저당권의 경우 이를 다시 처분하는 사

례가 드물 것이어서 저당권이전의 경우에 대한 특례만 인정하더라도 충분하다. 

법제처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고 및 등록을 하면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간

주하는 규정을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의 하나로 보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소유
권이전의 특례는 공공성이 인정되고, 부동산의 대량처분이 요구되는 한국토지

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하여 인정하 다.63) 그 후에 제정된 채권유동화

회사법은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에 관한 특례만을 

인정하여 “債權流動化會社는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이 있은 때에 債

權流動化計劃에 따라 讓渡 또는 信託받은 住宅抵當債權을 擔保하기 위하여 設

定된 抵當權을 취득한다”고 규정하 다(제7조).
결국 자산유동화법이나 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주택저당

채권의 양도등록을 함으로써 양수인이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채권유동화

회사가 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유동화회사의 신탁계정에 자기 신탁을 

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양

도와 신탁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동시에 등록하고 있다.64) 그런데 채권유동화회

63) 鄭泰容(註 58), 45면.
64) 자산유동화법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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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저당권부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 단서65)에 따

라 채권유동화회사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한 후 다시 제3자 앞으로 등기

를 하여야 한다.

2. 根抵當權의 實行

채무자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유동화

회사가 자기 명의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을 취득하면 충분하고 

저당권자로 등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66) 근저당권이 채권유동화회사의 명

의로 이전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저당권 양도의 등록으로 채권유동화회사가 근

저당권을 취득하 으면 채권유동화회사가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경매실

무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67)

3. 根抵當權 移轉登錄 후 抹消登記와 變更登記

(1)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가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금융기

관은 채권유동화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에 대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된 경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등록을 하면 될 것이다.
65)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
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6) 저당권부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도 이에 따라 
등기없이 이전되므로 대위변제에 의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부상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1988. 4. 11. 등기선례 2-386). 또
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가 합병전에 그 회사명의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관하

여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1987. 11. 18. 등기선
례 2-441).

67)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서 경매신청자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정한 채무자에 대한 통지(또는 공
고) 또는 채무자의 승낙 및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등록을 마친 사실과 제7조에서 정한 
저당권의 양도에 관하여 등록을 마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 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 질의회신(1999. 6. 23. 송무심의 4102-94). 채권유동화회사법에 관하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2000. 8. 21. 민사 4102-9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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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근저당권설정자는 등기부상의 근저당권 명의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근저당권을 양수한 사람으로 등기된 유동화회사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하

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2) 근저당권이 채권유동화회사에 이전되었다는 사실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부상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근저당
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신청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위 근저당권 등

기가 말소되었다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68)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등기부상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근저당권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부동산등기부상에 근저당권이 금융기관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에 의하여 유동화회사가 이미 근저당권을 취득하 기 

때문에, 등기부상 명의인인 금융기관은 근저당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

은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69) 이러한 견해에 따른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서 등기의무자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채권유동화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는

데도 채권유동화회사가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설정자가 유동화회사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생

각할 수 있다. 이러한 말소등기청구는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방해배제청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는 점

에서 위와 같은 견해를 수긍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유동화회사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68) 제187조 단서는 본문에 의하여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을 처분하려면 새
로운 취득자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우선 자기명의의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는 원칙

을 규정한 것이고, 이미 새로운 취득자 명의로 등기되고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와 합
치되면 그 절차에 흠이 있다 하여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판 1972. 2. 22, 71다
2687; 대판 1967. 5. 2, 66다2642.

69) 이를 긍정한다면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
에 관한 등록서류 등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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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말소등기절차를 밟는 것이 민법 제187조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등기절차상 위와 같은 말소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문제된다. 유동화회

사가 다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 단서에 따

라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나, 말소등기에 응

하는 것이 민법 제187조 단서의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의 등기실무에 따른다면 근저당권 양도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이후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는 경우에 말소등기절차를 밟으려면 채권유동화회사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말소등기절차를 하여야 할 것이다. 자산유동화

법이나 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저당권이전의 특례를 인정한 취지는 등기비용이

나 시간을 절감하기 위한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에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

기를 하여야 한다면 자산유동화법이나 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저당권이전의 특

례를 인정한 취지가 거의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01년 10월 입법예고되었던 채권유동화회사법에 관한 개정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이 개정안은 저당권이전의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명의의 

등기를 채권유동화회사의 것으로 본다는 방식으로 규정하자는 것이었다.70) 농

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 2000. 7. 1. 시행) 부칙 제7조 제2항

은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중앙회(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명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71) 이와 동일한 규정을 하는 것

이다. 농업협동조합과 다른 협동조합은 통합되었고, 이를 쉽기 알 수 있기 때

문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러나 채권유동화회사

70) 이것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개정하여 제7조 제2항으로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채권유동화회사가 취득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등기부 기타 공부(이하 등기부 
등이라 한다)에 채권유동화회사의 명의로 이전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권유동화회
사가 그 명의로 저당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등기부 등에 표시된 금융
기관의 명의는 채권유동화회사의 명의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관보 제
14917호, 16면). 이것은 중간등기의 생략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법
무부나 법원행정처 등의 반대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1) 등기실무도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2000. 5. 19. 등기 선례 200004-8). 농업기반공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2000. 3. 6. 
등기 선례 20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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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

리고 위 개정안은 채권유동화회사법에만 위와 같은 규정을 두자는 것인데, 이

러한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산유동화법과의 형평성 문

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산유동화법과 채권유동화회사법에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채권유동화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 등록 후에 근저당권설정자와 채권

유동화회사의 신청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하더라도 폐해가 

크지 않다. 이와 같은 등기절차를 인정하는 법률을 개정할 경우에는 부동산등

기법을 개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말소등기라는 점을 

기재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에 권리의 이전경과를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변경등기에서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주택양도에 따라 주
택의 양수인이 주택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변경등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채권유동화회사로 근저당

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등기기술상 

좀 더 복잡하다. 여기에서 나아가 유동화회사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하

는 경우에 유동화회사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제3자 앞으

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하는 것은 중간생략등기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

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제187조 단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넓은 또 하

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 登記問題에 관한 根本的 解決方案

금융감독위원회 등록만으로 저당권 이전의 특례를 인정한 것은 저당권 이전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나, 금융기관에 이와 같은 혜택

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통일적인 공시를 통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래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하나의 물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와 금융감독위

원회 등록이라는 二重의 公示方法을 정함으로써 양자를 확인하는 데 드는 비

용 등 去來費用이 증가할 것이다. 저당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압류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으려는 경우에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는 법원 등기소 관할에 속하고, 자산양도등록은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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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해야 하는데, 이는 공시제도의 집중과 통일에도 배치된다. 그리하여 

이중양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예컨대 저당권부채권을 유동화

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이를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 다시 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법에서 유동화를 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는 금융기관만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기 때문

에, 이중양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

한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익, 즉 권리관계의 확정과 거

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당권부채권이 양도된 후에 채무자의 변경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을 살펴보았지만, 그밖에 채권유동화회사 이외의 다른 담보권자에 의한 경매
절차 등에서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근저당권부채권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저당권 등의 

이전내용을 간편하게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2년 9월 부동

산등기부의 전산화가 완료될 전망인데, 저당권 등의 이전에 관한 금융감독위

원회의 등록내용을 간편하게 등기부에 공시하도록 不動産登記法을 개정할 필

요가 있다.

좀더 근본적으로는 抵當證券을 발행하고, 배서․교부를 통하여 저당권을 양

도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방법이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

서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를 위하여 이용되는 레코딩 시스템(recording system; 

權原證書의 登錄制度)과는 다른―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의 장점을 살리

면서 저당권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이다.72)

Ⅵ. 結論

우리 담보법의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投資抵當制度의 도입문제이다. 종래 

민법학에서 저당권의 유동화를 위하여 독일의 선진적인 담보제도를 도입하여야 

72) 金載亨(註 2), 7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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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당권부채권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법과 

채권유동화회사법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 법률에는 기존의 법체계와의 관계

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대륙법

에 속하는 민법체계와 미국법에서 발달한 유동화제도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

기 때문에, “대륙법과 미법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73) 이것이 서로 調應하
는 과정을 거쳐 더 나은 법제도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동화거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신탁이라는 契約과 유동화매개기구의 證券

發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약에도 私的自治의 원칙, 특히 契約自由

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자산유동화법과 채권유동화회사법은 그 계약의 

내용과 방식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유동화계획과 자산양도를 금융감독위원회

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위 두 법률은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금융기관 등에 특혜를 주는 반면,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동화거래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상의 거래에 대한 감독과 규제는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감독과 규제는 거래비용

을 증가시킬 것이고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산유동화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려면 자산유동화거래를 뒷받침하는 채권

양도․저당권․파산제도 등 여러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량의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것은 자산유동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집합채권양도담보를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신용거래가 폭넓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저당증권제도를 도입하여 저당권의 유동화를 실현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와 함께 현재의 자산유동화법

과 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특례는 發展的으로 解體하는 방

향으로 개선하는 한편, 자산유동화거래에 대한 규제와 감독도 점차 완화시켜

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좀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자산유동화거래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73) 金載亨(註 2), 755면.



2002. 3.] 根抵當權附債權의 流動化에 관한 法的 問題 211

<Abstract>

Legal Issues concerning the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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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zation Compan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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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the subsequent prescription of the IMF 

rescue loans have introduced vast changes in Korean legal environment. One 
noticeable change was the introduction of the Asset-backed Securities(ABS) 

designed to speed the recovery from the financial crisis.

The regime for asset securitization was provided by the enactment of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BS Act) on 

September 16 1998 and the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 Company Act on 

January 29 1999. Especially, the latter was designed to promote the 
securitization of the mortgage-backed long-term housing loans. Later on 

January 2000 both Acts were amended in order to address some of the 

practical hurdles identified over the course of their implementation.

Activity in the ABS field has picked up substantially since the enactment of 

the ABS Act. Some 380 issues were made to date with a combined value of 

107.0833 trillion won, of which 32 issues worth 6.7709 trillion won were 
recorded in 1999 and 154 issues at 49.3932 trillion won posted in 2000. Total 

ABS issuance during 2001 reached 50.9 trillion won. In terms of the 

underlying assets, receivables including bank loans, credit card loans and 

corporate account receivables represent the share of total ABS issuance at 41.4 

trillion won (81.3%), while marketable securities such as corporate bonds 

account for 8.7 trillion won (17%) and real estate collateral account for 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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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on won (1.7%). Current expectations are for the receivables to grow as the 

main instrument for asset securitization.

Meanwhile, as for the Mortgage-backed Securities, the Korea Mortgage 

Corporation (KoMoCo) was established under the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 

Company Act. KoMoCo has issued in five occasions a total of 2.0263 Billion 

worth of Mortgage-backed Securities (MBS), based on mortgage loans provided 
by the National Housing Fund. In January 2002 KoMoCo issued 18 billion 

worth of MBS backed by mortgage loans held by a private enterprise, the first 

issue of MBS by a private finance company.

The purpose of the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 Company Act is to 

provide the means to convert illiquid mortgage loan assets into tradable 

securities; in Korea the Keun-Mortgage is the most widely-used means to 
secure the loans. This paper investigates some of the legal problems that arise 

from securitizing assets backed by the Keun-Mortgage and proposes possible 

solutions primarily within the context of the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 

Company Act.

2. Currently the relevant mortgage law in Korea contains certain impediments 

which hinder the implementation of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mploy a more advanced form of mortgage system as the 

precondition for allowing mortgage securitization; however such proposals have 

currently failed to materialize as concrete legislations. To be sure the ABS Act 
and the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 Company Act has opened the way for 

the securitization of various kinds of assets including mortgage loans.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forementioned Acts - with firm roots in the US law - 

and the Korean Civil Code - predominantly modeled on the continental 

European law system, i.e the civil law system - has yet to be defined, creating 

many problems which require prompt solution. The current situation concerning 
the asset securitization can therefore be succinctly portrayed as “the clash 

between the civil law system and the American legal system.”

3. Regarding the registration process of the MBS, the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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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lly by article 186 thereof, provides that any transfer of a right to real 

property - including mortgage - becomes effective upon registration of the 

transfer in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Book. However, under the ABS Act 

and the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 Company Act, an asset shall be 

effectively transferred at the time when such transfer of the mortgage asset is 

registered with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Understanding the effort expressed in both Acts at reducing the time and 

cost involved in the registration process of a mortgage transfer, such special 

arrangements raise the serious question as to whether it is fair or appropriate 

to grant financial institutions with such preferential conditions. The real 

property registry  filed with the Court Registry Office plays a crucial role in 

ensuring the safety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defining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However, prescribing yet another form of 

registration, - ie. registration with the FSC - on what is essentially the same 

property right, would only serve to drive up the transaction cost, in that 

parties now need to check not only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book 

maintained by the court registry office but also the asset transfer registration 

filed with the FSC.
Moreover, employing such dual methods of public notification run counter 

to the principle of maintaining a centralized and standardized public 

notification policy. These conditions exist as potential loopholes for an 

ill-intended party to tap into in contemplating double transfer of real property. 

For instance, a party (defined as ‘the originator’ in the ABS Act) may transfer 

his/her mortgage claims to the Special Purpose Vehicle(SPV) and file the 
necessary registration required by the FSC, only to proceed to transfer the 

same mortgage claim to another third party. It i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of the potential risks that the ABS Act and the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 

Company Act employ strict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eligible originators of 

an asset, including mortgage.

In essence, formulating public notification policies aimed to lessen the 
necessary registration time and cost is in itself a welcome approach;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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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important to bear in mind that such efforts at expedience should not 

come at the expense of maintaining safety in real property transactions and 

identify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parties.

4. Asset securitization in general starts with the contract of a asset 

transfer/entrustment, upon which the actual ABS issuance can then be made 

by the SPV.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s applicable to the contract 

of asset transfer/entrustment. However the ABS Act and the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 Company Act may serve to undermine the contractual freedom 

by dictating the specific terms and methods of the contract and by requiring 
registration of the asset transfer/entrustment and securitization plan with the 

FSC. In the attempt to stimulate domestic asset securitization activities, these 

Acts have provided financial institutions etc with various special favors, while 

seeking to prevent any negative consequences of such preferential treatment by 

imposing regulations and supervision on the transactions concerning ABS and 

MBS. It should be noted that when it comes to transactions between private 
entities, government regulation and supervision is best kept at minimum, 

enforced only when necessary. Any regulation or supervision that goes beyond 

the minimum necessary levels serve only to increase transaction costs and 

inhibit freedom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5. In order for asset securitization to take firm root, the strengthening of 

various institutions including laws governing claim assignment, mortgage and 

bankruptcy is necessary. At the same time, the aforementione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securitization of Keun-Mortgage loans call for fundamental 

legislative reforms. Where Keun-Mortgage loans are transferred for asset 
securitization,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allow for convenient 

notification of the transferred Keun-Mortgage loan in the Real Property 

Registry. With the computerization of Real Estate Registry set to be completed  

on September 2002,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should be revised to 

allow for Keun-Mortgage transfer registered with the FSC to be conveniently 

disclosed in the Real Property Registry. More fundamentally, policies ou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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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devised to allow for the issuance of mortage securities and the transfer of 

mortgage claims through endorsement and distribution of the certificates.

These proposals have the advantage of best preserving the merits of the 

Korean Real Property Registration regime while at the same time helping to 

stimulate the securitization of mortgage loans. Various types of preferential 

treatments provided by the ABS Act and the Mortgage-backed Securitization 
Company Act should be constructively dissolved, while the current regulations 

and supervisions imposed on asset securitization should be phased out in 

stages. Such efforts would help build the foundation for fair and efficient 

asset securitizations to occu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