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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례연구〉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

尹 眞 秀***

1)

Ⅰ. 들어가는 말

지난해에 2006년도 주요 민법 련 례를 살펴본 데 이어서,1) 올해에도 2007

년도에 나온 주요 민법 련 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검토의 상으로는 2007

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례가 되겠으나, 2006년 연말에 나온 것 가운데에도 지

난번에 락된 것은 포함시켰다.

Ⅱ. 信義誠實의 原則

1. 未成年 의 取消權 行事와 信義誠實의 原則

[1] 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71666, 71673 결(公 2007하, 

1926)에서는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 받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구매계약을 체

결하 다가, 나 에 법정 리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주장하는 것

  * 이 글은 2008. 1. 14. 민사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하였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사건 관련 미공간 원심판결을 제공하여 주신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영준 판사님과 서
울서부지법 민유숙 부장판사님, 원고를 읽고 조언을 해 주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
준, 김재형, 정순섭, 권영준, 김형석 교수님 및 민사실무연구회에서의 지정토론자였던 
이규진, 강승준 두 분 판사님과 그 외에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
다. 지적 내용은 되도록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尹眞秀, “2006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서울 학교 법학 제48권 1호(2007. 3.), 

371면 이하 = 民事裁判의 諸問題 제16권(2007), 1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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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 나는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피고회사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 받고, 이를 이용하여 신

용카드 가맹 으로부터 물건 등을 구입하는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들

로부터 서비스를 받았으나, 그 후 미성년자인 자신들이 법정 리인의 동의 

없이 피고들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 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계

약에 기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 하여 부담하고 있는 신용카드 이용 채무의 

부존재확인  이미 지 한 신용카드 이용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

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나15057, 15064, 15095 결

(미공간)은  신용카드 이용계약의 취소 주장은 받아들 으나,2)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이 가맹 에 신 

지 하 던 물품, 용역 채무를 면제받거나, 피고들로부터 서비스로 

여를 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원 상당액을 지

출한 피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피고의 상

계 주장을 받아들 다.3)

그러자 원고들은, 신용카드 가맹 들과의 개별 인 매매계약 등에 하여 그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미성년자 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 다고 주장하 으

나, 원심은 원고들이 가맹 들과의 개별 인 매매계약 등을 법률행  당시 미성

년자 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하 다. 
즉 만 18세 이상으로서 성년에 거의 근 하는 나이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미성

년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거나 음식 을 이용하는 등 비교

2) 원심은 피고들의, 법정대리인이 임의처분을 허락하였다는 주장 및 원고들의 취소 주장
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모두 배척하였다.

3) 이러한 판시는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60303, 60310, 60327 판결(公 
2005상, 735)을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판결이 미성년자가 받은 이익은 자신의 가맹점
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이고, 이러한 이익은 금
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것에 대하
여는 학설상 논란이 있다. 金大元, “未成年者가 신용카드去來 후 신용카드 利用契約을 
取消한 경우의 法律關係”, 商事判例硏究 VI(2006), 579-580면(판례지지); 趙炳九, “未成
年者의 信用카드 利用契約이 取消된 경우 不當利得의 問題”, 民事判例硏究 ⅩⅩⅧ 
(2006), 380면 이하(판례반대); 梁彰洙, “2005년도 民事判例 管見”, 民法硏究 제9권 
(2007), 329-330면(판례반대) 등 참조. 다른 한편 金炯錫, “支給指示ㆍ給付關係ㆍ不當利
得”, 서울 학교 法學 제47권 3호(2006), 321면 및 특히 註 58)은, 위 사례에서 카드회
사의 가맹점에 대한 직접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법정대리인
이 신용카드 이용계약과 함께 대가관계인 물품⋅용역 구매계약을 취소하였더라도 달라
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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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의 거래를 한 사안으로서 미성년자에게 재산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

렵거나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경우까지 법률행 의 취소를 인정하여 

거래의 안  내지 거래 상 방의 재산권을 무한정 희생시키는 것은 민법 제5조

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신의칙에 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결에 하여 원고  1인이 상고하자, 법원은 신의칙 반에 한 원

심의 단은 잘못이지만, 법정 리인의 묵시 인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 다. 먼  신의칙 반의 에 하여는, 행 무능력자 제도는 사 자치

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 을 가능  하는 도구

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 을 희생시키더라도 행 무능력자를 보호하고

자 함에 근본 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신용카드 가맹 이 미성년자와 사이에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 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 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객 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미성년자가 

가맹 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의 념에 비추어 용

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미성년자의 법률행 에 법정

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

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 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 리인의 동의 없

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 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 다.
그러나 법정 리인의 묵시  동의가 인정되거나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미성년자로서는 더 이상 행 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

행 를 취소할 수는 없는데, 묵시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를 단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지능⋅직업⋅경력, 법정 리인과의 

동거 여부, 독자 인 소득의 유무와 그 액, 경제활동의 여부, 계약의 성질⋅체

결경 ⋅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원

고는 이 사건 각 신용구매계약 당시 성년에 거의 근 한 만 19세 2개월 내지 4
개월에 이르는 나이 고, 당시 경제활동을 통해 월 6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신용구매계약은 부분 식료품⋅의류⋅화장품⋅문구 등 

비교  소규모의 일상 인 거래행 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할부구매라

는 을 감안하면 월 사용액이 원고의 소득범 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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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당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하여는 법정 리인의 묵시  처분허락이 있었고, 이 사건 각 신용구매계약은 

와 같이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  내의 처분행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먼  이 결이 행 무능력자의 취소 주장을 신의칙 반을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행 무능

력자의 보호와 거래의 안 이라는 두 가지 이익의 립인데, 거래의 안  보호보

다는 무능력자의 보호가 우 에 있다는 것이 민법의 기본 인 가치평가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민법상으로는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 방이 무능력자가 능력자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행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

행 의 취소(민법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3조)는 착오⋅사기⋅강박 등을 이유로 

하는 취소(민법 제109조 제2항, 제110조 제3항)와는 달리 선의의 제3자에 하여

도 항할 수 있는 것이다.4) 그러므로 원심 결이 들고 있는 이유만으로는 무능

력자의 법률행 에 법정 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에 어 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 법정 리인의 동의나 재산의 처분허락이 묵시 인 의사표시에 의하

여도 가능하다는 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결이 들고 있는 사정만

으로는 법정 리인의 묵시 인 재산 처분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이 묵시 인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열거하고 있는 사정들은 

모두 법정 리인의 행동과는 계없는 객 인 사정일 뿐이다. 그런데 묵시 인 

의사표시라고 하기 하여는 이른바 推斷的 行爲, 즉 당사자의 의사를 추측하게 

하는 행 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극 인 작 뿐만 아니라 소극 인 부작  내지 

침묵도 추단  행 가 될 수 있지만, 반 의사를 표명하기 하여는 명시 인 의

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작 가 추단  행

가 될 수 있는 것이다.5) 이러한 에서 볼 때 이 결이 법정 리인과는 

4) 이 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尹眞秀, “親族會의 同意를 얻지 않은 後見人의 法律行爲
에 대한 表見代理의 成立 여부”, 民事法學 제19호(2001), 159면 이하 참조. 따라서 한
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민법 제126조의 表見代理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
3828 판결(集 45권 2집 318;公 1997하, 2334)은 부당하다.

5) 李好珽, “默示的 意思表示”, 晴軒金曾漢博士華甲紀念 現代民法學의 諸問題(1981), 6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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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는 사정만을 들어 법정 리인의 묵시  처분허락이 있다고 본 것은 수 할 

수 없다. 말하자면 원심이 신의칙 반이라고 하면서 들고 있는 사유들에 하여 

법원이 이를 묵시  처분허락이라고 표 만을 바꾼 것이 지나지 않는 것이다.6) 
이 사건에서 묵시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하려면 최소한 미성년자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법정 리인의 동의가 있었는가 하는 은 확정하 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원심이나 법원 결의 바탕에는 행의 행 능력제

도에 한 회의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학설상으로는 무능

력자에게 법정 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필요품계약의 체결을 거 당하

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무능력자제도는 오히려 무능력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게 된다고 하여, 미성년자가 생활을 하는 데 합리 으로 필요로 하는 계약(필요

품계약 는 必需契約)에 한하여는 법정 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고 보

아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7) 원심이 신의칙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취소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이러한 견해의 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우리 민법이 무능력자의 보호를 하여 내린 기본 결단을 무시하는 것으

로서, 입법론으로는 몰라도,8) 해석론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9)

2. 事情變更의 原則

일반 으로는 우리나라의 종래 례가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

로 이해하고 있었다. 컨  법원 1963. 9. 12. 선고 63다452 결(集 11권 2

6) 원심판결은 신용카드 사용에 법정대리인의 처분허락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
들의 법정대리인이 원고들의 이 사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
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물품이나 제공받은 용역의 액수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중 일부가 직업이 있다는 점만으로 법정대리인이 신용카드의 사
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7) 張庚學, 民法總則, 제2판(1988), 197면; 金疇洙, 民法總則, 제4판(1996), 137면; 高翔龍, 
民法總則, 제3판(2003), 151면 등.

8) 2002년 신설된 독일 민법 제105a조는 성년의 행위무능력자가 소액의 자금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일상적인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급부 및 반대급부가 
실행된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그 적용범위가 성년의 
행위무능력자에게 국한되어 있고, 그 효과도 주로 장래에 향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배
제하려는 데 있다. Reinhard Bork,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2. 
Aufl. (2006), Rdnr. 989a 참조.

9) 李英俊, 民法總則, 改訂增補版(2007), 862면 이하, 특히 865면 이하; 池元林, 民法講義, 
제6판(2008), 69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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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민131)은,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 을 지 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 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

에 계약할 당시의 액표시 로 잔 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

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

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고 하 다.10)11)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례에 

하여는, 사정변경의 법리를 애 부터 부인한 것이 아니라, 다만 당해 사안의 

경우에 그 법리를 용할 만한 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뿐이고, 만일 그

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변경의 법리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태도라고 이해

할 여지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12)

그런데 [2] 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결(公 2007상, 601)은, 우

리 민법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는, 매우 주목할 만한 

시를 하 다. 이 사건의 사실 계는 체로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는 제주

시에 치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피고 제주시는 1998. 6. 26. 

10) 또한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9664 판결(公 1991상, 1082)은 매매계약이 체결
된 후에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
약을 해제할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기타의 판례 소개는 註釋民

法 總則(1), 제3판(2002), 189면 註 86)(白泰昇) 및 [2] 결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해설
인 孫鳳基,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법원 례해설 제
67호(2007년상), 31면 이하 참조.

11) 다른 한편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集 38권 1집 78;公 1990, 756) 
등 일련의 판례는,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
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를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는 예로
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金曾漢⋅金學東, 債權各論, 제7판(2006), 136-137면 
등. 그러나 이는 당사자가 그러한 사정 변경을 초래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사정변경의 요건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무상계약인 계속적 보증, 더 나아
가 계속적 계약의 특수성 때문에 인정되는 법리라고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
지, 白泰昇(註 10), 198면. 또한 民法注解 Ⅰ(1992), 154면 이하(梁彰洙) 참조.

12) 梁彰洙(註 11), 153-154면 참조. 대법원 1955. 4. 14. 선고 4286민상231 판결(황적인 
편, 判例敎材 債權法 Ⅰ(1979), 453면은, 사정변경의 원칙은 당시의 현민법(의용민법)
의 해석상 용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계약 체결후 시가가 571
배 앙등하였음을 이유로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잔대금의 571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
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현행 민법 시
행 전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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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 에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 건설교통부장 은 1999. 7. 

22.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결정을 하 다. 피고는 1999. 10. 8. 이 사건 토지에 

하여 공유재산매각입찰공고를 하 는데, 원고는  입찰에서 매각 정가격의 5배 

이상 되는  134,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1999. 10. 29.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매 을 모두 지 한 다음 2000. 2. 1. 이 사건 

토지에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2000. 10. 

5. 도시계획재정비수립계획을 결정하고, 2002. 4. 2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4

필지에 하여 건축개발을 할 수 없는 공공공지로 편입하기로 최종 결정하 다.

그러자 원고가 피고를 상 로 하여  계약의 취소 는 해제를 주장하면서 

매매 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는데, 원심인 주고등법원 제주부 

2004. 5. 14. 선고 2003나1580 결13)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해제 주장

을 받아들 다. 즉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거 이 사건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지

정이 해제됨에 따라 건축 등이 가능한 토지로 알고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나 피

고가 공고한 매각 정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

수하 는데, 그 후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건축개발

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공공공지 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

가 수용될 기에 처해 있는 등  매매계약 당시에 원고가 상하지도 않았고 

상할 수도 없었던 한 사정변경이 생겼고, 와 같은 사정변경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피고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있다

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가 이를 매도한 피고에 의하여 공공공지로 지정됨

에 따라 원고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 당시에는 상하지 못한 엄

청난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기존의  매매계약을 그 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

에 반한다고 보이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정변경 는 신의칙을 사

유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 결은 원심 결을 기환송하 다. 법원은 우선 일반론으로서 다

음과 같이 시하 다. 즉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견할 수 없었던 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 고, 그러한 사정의 변

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

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

약 수 원칙의 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

13) 미공간.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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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 가 되었던 객 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  는 개인 인 사

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의 성립에 기 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 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

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개매각조건에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 후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피고가 이에 하여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일체의 험부담에 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당시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가능 여부에 하여 논의

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 가

능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주 인 목 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있어 기 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매

매계약 후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됨으로써 원고가 의도한 음식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변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

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일반론으로서 우리 민법의 해석상 이러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하여 살펴본다. 국내의 학설상으로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배 인 견해이다. 독일에서도 그 동안 례와 학설에서 인정되던 行爲基

礎論(Die Lehre von der Geschäftsgrundlage)을 2001년의 민법 개정에 의하여 제

313조에서 명문화하 고, 이외에도 유럽계약법원칙(PECL) 제6.111조;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제6장 제2  등도 이러한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14) 나

아가 2004년 국회에 제출된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은 제544조의4에서 사정변경으

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 결은 정면으로 이

러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하여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종래의 학설과 체로 같은 태

도이다.

14) 이에 대하여는 예컨대 김선국,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계약과 관련한 
주요 국제적인 규범들 규정의 비교ㆍ검토”, 기업법연구 13집(2003), 229면 이하 참조. 
그리고 영미법상의 frustration 법리에 대하여는 예컨대 김상중, “사정변경 제도의 성문
입법화 시도에 관한 몇 가지 비판적 단상”, 財産法硏究 제23권 1호(2006), 12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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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으로서도 이러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종래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은 그 효과로서 주로 계약의 해제 는 해지와 같은 

계약의 해소사유에 을 맞추고 있으나, 독일의 행 기 론과 마찬가지로 제1

차 으로는 계약을 변경하여 계약을 유지하고,15) 그러한 계약의 유지가 도 히 

기 할 수 없을 때에만 계약의 해제 는 해지를 인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

각한다.16)

이 사건에 하여 본다면 이 결이 이 사건에 하여 사정변경의 원칙의 

용을 부정한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결이 제시하고 있는 이유

는 반드시 설득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결은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

상의 건축 가능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주 인 목 에 불

과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에 있어 기 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공매 정가격의 5배가 넘는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그리고 피고도 원고가 이러한 동기에서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은 계약의 기 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당시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가능 여부에 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을 건축 가능 여부가 계약의 기 가 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만일 그러한 에 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는 단순한 계약의 기 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으

로까지 승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도 행 기 로 되기 하여는 

반드시 양 당사자가 공통의 념을 가졌을 필요는 없고, 일방 당사자의 념을 

15) 이러한 점에서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이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수정만을 인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계약의 수정을 
인정할 권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예컨대 法務部, 民
法(財産編)改正 公聽 (2001), 213면(허만); 金大貞, 契約法(上)(2007), 178면 등 참조.

16) 金大貞, “事情變更의 原則을 명문화한 民法改正試案 제544조의4에 관한 검토”, 法學硏

究(전북대학교) 22집(2001), 247면 이하; 白泰昇(註 10), 193면 이하 등은 사정변경의 
원칙과 독일의 행위기초론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계약체결 후의 객
관적인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한 양자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크지 않다. 다만 독일
에서 말하는 이른바 주관적 행위기초, 즉 공통의 착오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상 보충적 
해석의 이론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尹眞秀, 서울 학교 법학

(註 1), 38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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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방이 알 수 있었는데, 그 상 방이 이러한 념이 요한 것이 아니라고 거

부하는 것이 기 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

한다.17) 

일반 으로 토지의 매수인이 그 토지 에 건축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

었고, 이를 매도인이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토지의 건축가능 여부가 계약

의 기 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래 이 사

건 토지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속해 있었는데, 피고가 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신청하 다는 을 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청한 다음 공매에 붙인 

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매에 붙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은, 공개매각조건에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

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 후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피고가 이에 

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일체의 험부담에 하여 책임지

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도 아울러 들고 있다.18) 이는 말하

자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건축 가능 여부를 요한 것이 아니라고 거부한 것

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토지가 공개매각 당시 개

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궁색한 논리라고 생각된다. 피고 

스스로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여, 공개매각 당시 이미 해제하기로 결정

이 된 상태 으므로, 당사자 방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을 제로 하

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개매각조건이나 

계약의 내용은 뒤에서 보는 것처럼 계약이 이행된 후의 사정변경은 고려될 수 

없다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계약이 이행되기 에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어도 

고려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는 없다. 만일 계약이 이행되기 에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로 지정되었다면, 원고는 와 같은 공개매각조건이나 계약의 내

17) Larenz/Wolf,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9. Aufl., 2004, §38 Rdnr. 7 
(S. 699). 또한 MünchKomm/Roth, 4. Aufl., 2001, §242 Rdnr. 623 참조.

18) 孫鳳基(註 10), 39면은 이 사건 매매는 일반 매수예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매로 이루
어진 것으로, 공개매각조건이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계약내용이고, 당사자의 주관적인 
매수목적이나 동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기초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08. 3.] 2007년도 주요 民法 련 례 회고 325

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이 모두 이행된 뒤에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

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계약이 모두 이행된 뒤의 사정변경은 원칙 으로 고려되

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지 않다면 계약이 이행된 후에도 계약이 해제될 가

능성이 계속 존재하게 되어 법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이 은 계약이 이행된 

후의 험부담은 원칙 으로 상 방에게 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매

매계약이 이행된 후에 매매목 물에 하여 생긴 험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행 기 의 상실(Wegfall der Geschäftsgrundlage)은 통

상 으로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계약 계에서, 장래에 하여만 고려될 수 있다

고 한다.20) 달리 설명한다면, 피고가 공공공지를 지정할 권한이, 그 상물을 자

신이 매도하여 넘겨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약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이 결이 이 사건에서 행 기 론의 용을 부정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Ⅲ. 法律行爲

1. 保險約款貸出의 法的 性格

[3] 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원합의체 결(公 2007하, 1659)

에서는 이른바 보험약 출의 법  성격이 문제되었다. 보험약 출이란 생명

보험 등의 보험약 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담보로 보험자에 하여 해약

환 의 범  내에서 ‘ 출’을 청구할 수 있고, 출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자는 

후일 보험 액 는 해약환 을 지 할 경우에, 지 할 액으로부터 에서 

출한 액과 이자를 공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른 ‘

출’을 말한다.21)

19) 특히 이러한 공공공지의 지정이 계약 상대방인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도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

20) MünchKomm/Roth, §242 Rdnr. 625. 다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는 白
泰昇, “事情變更 原則의 問題點”, 司法行政(1993. 10.), 6면 참조. 반면 孫鳳基(註 10), 
39면은 비교법적으로도 이미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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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소외 A 주식회사는 2000. 8. 4. B 생명보험회사22)와 생명보험계

약을 체결하고, 2000. 8. 7. B 회사로부터 3억원의 약 출을 받았다. 그 후 A 

회사에 한 회사정리 차가 2002. 8. 21. 개시되자, B 회사는 2002. 9. 25. 이 

사건 약 출의 원리  217,450,473원을 신고하 는데, A 회사의 리인인 원고

는 이를 정리채권으로 시인하 다. 그 후 B 회사는 2003. 7. 24. A 회사가 약

출원리 을 상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납입하지 아니하 다는 이유로 

원고에 하여 이 사건 약 출약정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

고, 그 해약환  326,837,634원에서 이 사건 약 출 원리 과 소득세를 공제

한 잔액 81,359,265원만을 지 하 다. 그에 하여 원고는 와 같은 공제는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23)에 따라 상계가 가능한 정리채권신고만료일인 2002. 

9. 25.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공제한 해

약환 의 지 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 다.

종래 이러한 보험약 출의 법  성격을 어떻게 악하는가 하는 에 하

여는 소비 차설, 보험  는 보험해약환 의 일부 선 설  충설24) 등의 

학설 립이 있었다.25) 이 결이 변경 상으로 삼은 법원 1997. 4. 8. 선고 

96다51127 결(미공간)은, 보험약 출 을 해약환 의 선 으로 보지 아

니하고 별도의 여 으로 보는 제하에, 그 해약환  반환채권과 보험약

출  채권은 보험회사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상계 상의 시기에 상계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단하 다고 한다.

그런데  결의 다수의견은, 보험약 출계약은 약 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

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 출 의 경제  실질은 보

21) ‘약관대출’ 또는 ‘보험증권대부’ 또는 ‘보험계약자대부’라고도 한다. 이 사건 판결의 해
설인 김형두, “생명보험계약약관에 기한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 사법 제2호(2007. 
12.) 223면 이하 참조.

22) 그 후 위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피고가 되었다.
23) 整理債權者 또는 整理擔保權者가 整理節次開始當時 會社에 對하여 債務를 負擔하는 

境遇에 債權과 債務의 雙方이 整理債權과 整理擔保權의 申告期間滿了前에 相計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整理債權者 또는 整理擔保權者는 그 期間內에 限하여 整理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 相計할 수 있다. 債務가 期限附인 때에도 같다.

24) 약관대출은 소비대차의 요소와 해약환급금의 사전지급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25) 상세한 것은 김형두(註 21), 234면 이하; 김선정, “약관대출에 관한 법적 고찰”, 保險

學 誌 59집(2001), 16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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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회사가 장차 지 하여야 할 보험 이나 해약환 을 미리 지 하는 선 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와 같은 약 에서 비록 ‘ 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 인 출과는 달리 소비 차로서의 법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 이나 해약환 에서 출 원리 을 공제하고 지 한

다는 것은 보험 이나 해약환 의 선 의 성격을 가지는  출 원리 을 

제외한 나머지 액만을 지 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

다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 과 이 사건 

보험약 출  사이에서는 상계의 법리가 용되지 아니하고, B 회사는 생명보

험계약 해지 당시의 보험약 출 원리  상당의 선 을 뺀 나머지 액에 한

하여 해약환 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회사정리법 제162

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은 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26)을 유지하면서  96다51127 결을 변경하 다.

반면  결의 별개의견은 약 출은 보험계약과는 별개의 소비 차계

약이라고 하면서도, 약 출계약과 보험계약은 그 성립, 존속, 소멸 등의 면에서 

강력한 견련 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해약환 과 보험약 출  사

이의 상계에 하여는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이 용되

지 아니한다고 주장하 다.

이 문제에 하여는 상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외국에서도 많이 

논의된 문제이지만,27) 약 출을 보험계약의 일부로 보아 보험  내지 보험해지

환 의 선 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보험계약과는 별도의 소비 차계약이라

고 볼 것인지는 기본 으로는 법률행  내지 계약의 해석이라는 에서 해결

되어야 할 문제이다. 우선  보험약 의 문언에 따르면 출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어서, 별개의견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 차설의 근거가 되는 것처

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이 1차 으로 요

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하

나가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 이다.28) 그런데 이 사건에

26) 서울고법 2005. 2. 4. 선고 2004나38343 판결(미공간). 원심판결은 보험약관대출의 법
적 성격에 관하여 절충설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27) 상세한 것은 註 25)에서 인용한 문헌 참조.
28) 계약 해석의 방법에 관하여는 尹眞秀, “契約 解釋의 方法에 관한 國際的 動向과 韓國

法”, 比 私法 제12권 4호(2005), 27면 이하 = 民法論攷 Ⅰ(2007), 225면 이하 참조. 
계약의 목적에 관한 부분은 民法論攷 Ⅰ, 255면 이하 참조. 김형두(註 21), 212-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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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당사자들이 약 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 을 고려해 본다면, 약

출을 행하는 당사자는 보험  는 보험 해약환 이 존재할 것을 제로 

하여, 이를 담보로 하여 약 출을 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약 출을 보험계

약과 별개의 소비 차계약으로 악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악해 본다면, 이 결의 결론은 결국 당사자의 약

정에 의하여 도산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다

수의견은 이러한 결론을 약 출이 보험계약의 일부라고 보아 이끌어낸 데 반

하여, 별개의견은 약 출계약과 보험계약의 강한 견련성을 근거로 하여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다. 약 출을 보험계약의 일부라고 본다면, 보험회사의 공제가 

도산법의 상계제한 규정의 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이

와 유사한 것이 임 차 보증 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는 경우이다. 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결(公 2000상, 147)은, 부동산 임 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 은 임료채무, 목 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 차 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

당액은 임 차 계의 종료 후 목 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

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 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하 다.29) 이는 임 차보증  

수수계약이 임 차계약의 일부로서, 연체차임 등에 한 담보로서의 성격을 가지

는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반면 약 출을 보험계약과는 별개로 보면서도, 양자 사이에 강한 견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산법의 상계제한 규정이 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는 의문이다. 다수의견에 한 이홍훈 법 의 보충의견이 지 하는 것처럼, 공

익  성격을 가진 회사정리법 등의 상계제한 규정의 용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

만에 의하여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별개의견은 이 에 하

여, 당사자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 상에 이른 때에는 당연히 상계되는 것

으로 하는 약정을 인정하고 있는 법원 례30)를 원용하고 있으나, 과연 이러한 

도 별개의견을 문리 해석으로, 다수의견을 합목적적인 해석으로 파악한다.
29)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등 판결(公 2005상, 187)은 이러한 법리를 전

제로 하여,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하였다.

30)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52 판결(公 1974, 7730); 1997. 5. 23. 선고 96다
41625 판결(公 1997상,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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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 제3자에 한 계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은 것이다.31)

2. 高率의 消費貸借 約定과 公序良俗 違反

1998년 까지는 소비 차계약의 과다한 이율은 구 이자제한법(제정 1962. 

1. 15. 법률 제971호)에 의하여 규율되었다. 그러나 1997년의 외환 기의 여 로 

인하여  이자제한법이 1998. 1. 13. 폐지되자, 고율의 이자는 부분 으로 ‘ 부

업의 등록  융이용자 보호에 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외에는 직

인 규제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4] 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원합의체 결

(公 2007상, 437)은, 고율의 소비 차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

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 로서 무효라고 시하 다. 이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차례에 걸쳐 피고들32)에게 합계 15,750,000원을 각 변제기

는 여일로부터 15일, 이자는 15일에 10%로 정하여 여하 고, 그 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들은  이율은 지

나치게 고율로서 무효라고 주장함과 아울러, 과거에 원고로부터 7차례에 걸쳐 합

계 32,030,000원을 이자 월 40%로 차용하 다가 2001년 2월경까지 그 차용원리

으로 약 11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 는데,  변제액  정당한 이율 범

를 과하는 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부

당이득 반환채권과 피고들의 이 사건 차용 채무를 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장

을 하 다.

원심인 서울 앙지방법원 2004.8.5. 선고 2003나56006 결33)은,  약정이율

은 연 243%에 이르러, 이  연 66%를 과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높은 이율로

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하 다. 그러나 피고들의 상계 주장에 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이율의 일부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당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임의로 지 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

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피고들이 상고하 고, 법원은  상고를 받

31) 尹眞秀, “金融機關의 受信去來와 與信去來 Ⅱ”, BFL 제11호(2005. 5.), 82면 참조. 
32) 피고 2는 주채무자이고, 피고 1은 그 남편으로서 연대보증인이었다. 
33) 미공간. glaw.scourt.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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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여 원심 결을 기환송하 다.

법원의 다수의견은, 먼   소비 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

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 ⋅사회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과하여 하게 고율로 정하

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주

가 그의 우월한 지 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

부 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 로서 무효라고 하 다.

이어서 이와 같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가 주에게 임의로 이자를 지 하는 것은 통상 불법의 원

인으로 인한 재산 여이지만, 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과하는 이

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 받은 것은 그의 우월한 지 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

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 부 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서, 그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인 주에게만 있거나 는 어도 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반면 반 의견은 다수의견  고율의 이자 약정이 무효라고 한 부분에 하여

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다수의견과는 달리 차주의 반환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 다. 그 이유는 일정한 경우 고율의 이자 약정이 무효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무효의 기 과 범 , 즉 어느 범  내에서 이자 약정이 무효

로 되며 주가 받아서는 아니 될 이자가 과연 얼마인지에 하여 주에게 

측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주가 차주로부터 정이율을 과

하는 이자를 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가 명확하게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고, 정이율을 과하는 이자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반되어 무효

라고 보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자가 지 된 것인 이상 그 불법원

인은 주와 차주 방 모두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일반 으로 차주가 

주보다 경제 으로 열악한 지 에 있다는 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가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에 비추어 보면, 

일률 으로 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그것에 비해 히 크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이 결이 선고된 후 새로운 이자제한법34)이 제정되어 2007. 6. 30.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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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이 법은  결에서 다투어졌던 문제를 모두 입법 으로 해결하 으

므로  결의 실제 인 요성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론 으로는  

결은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우선 이 결이 민법 제103조를 용한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래에는 

과도한 이자의 약정은 제1차 으로는 불공정한 법률행 에 한 민법 제104조의 

용 상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원심 결과 법원 결은 민법 제104조가 아니

라 제103조를 용한 것이다. 이는 이 사건에서 과연 피고들이 민법 제104조의 

요건인 궁박, 경솔 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원고가 이를 알고 이용하려

고 하 는지 여부에 하여 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35) 

이 에 하여는 법원이 독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이른바 暴利 類似의 行爲

(wucherähnliches Geschäft)의 이론을 참조한 것으로 생각된다.36)

독일의 례는, 부와 반 부의 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 법

률행 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폭리행 의 나머지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난받을 만한 태도(verwerfliche Gesinnung)가 있을 때에는 선량한 풍

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한다.37) 이러한 이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참고가 될 것

이다. 즉 민법 제104조가 법률행 를 무효로 하기 하여, 부와 반 부 사이

의 한 불균형이라는 객  요건 외에 다른 주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에 비추어 보면 부와 반 부 사이에 한 불균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 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고 하여 민

법 제103조에 의하면 무효로 될 수 있는 법률행 가 민법 제104조의 존재로 인

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된다면 불균형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

우에는 민법 제10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다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를 

용할 여지가 있게 된다.38) 

34) 2007. 3. 29. 법률 제8322호.
35)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해설인, 徐敏錫,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

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 약정의 효력 및 이미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
권”, 民事裁判의 諸問題 제16권(註 1), 165면 참조.

36) 이 점에 관하여는 註釋民法 總則(2)(2001), 495면 이하(尹眞秀) 참조. 徐敏錫(註 35), 
164면도 이를 인용하고 있다. 

37) RGZ 150, 1. 이러한 비난받을 만한 태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의 열등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또는 부주의하게 상대방이 자신의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 때문에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상대방이 적어도 부주의하
게 간과하였을 때 존재한다고 한다. BGHZ 80, 153, 16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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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단순히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로 될 정도의 부와 반 부 사이의 

불균형이 있는 것만으로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외

에 추가 인 요건이 필요할 것이다. 즉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경

우에는 부와 반 부 사이의 불균형이 제104조에 의한 경우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그 외의 다른 요건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에 하여 독일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주 인 요건으로서 폭리자측의 비난받

을 만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면 독일 민법이 배격한 막 한 손해(laesio enormis)의 이론39)을 부활시키는 것이 

된다. 반면 독일에서도 례가 이러한 주 인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하

여는, 실제로는 부의 불균형이 있으면 이러한 주 인 요건을 추정하고 있으

므로 이러한 요구를 포기하는 것이 방법론 으로 더 정직하고, 부가 인 요건으

로서 일방 당사자의 경제  열등성(wirtschaftliche Unterlegenheit)이 있으면 된다

고 하는 견해도 있다.40)

이 사건 결은 이 에 하여, 단지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 ⋅사회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과하여 하게 고율로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

를 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만 하고 있어서 구체 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의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아니라 피고만이 상고한 것 때문이

라고 이해되기는 하지만, 법원의 좀더 구체 인 설시가 필요했던 목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와,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가가 명확하지 않다.

두 번째로, 고율의 이자 약정이 무효라고 할 때 상당한 범 를 과하는 부분

38) Staudinger/Sack, Neubearbeitung 2003, §138 Rdnr. 229는, 우리 민법 제104조에 해당하
는 독일 민법 제138조 제2항으로부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
는 경우에 제138조 제1항에 의하여 제138조 제2항을 벗어나는 보호가 배제된다는 평
가를 이끌어낼 수는 없고, 제138조 제2항은 제138조 제1항의 특별한 경우이지만 더 
광범위한 보호를 배제하는 가치결정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39) 이는 로마법 시대 때부터 인정되었던 것으로, 매도인은 매매가격이 시가의 반 이하일 
때에는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차액 상당을 지
급하여 그 취소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오스트리아 민법 제934조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尹眞秀(註 36), 470-471면 참조.

40) MünchKomm/Mayer-Maly/Armbrüster, §138 Rdnr.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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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무효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자 약정 체를 무효로 볼 것인가? 독일에서는 

원칙 으로 이자 약정을 포함한 소비 차계약 체가 무효라고 보고 있다.41) 그

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이자제한법이 제한이율을 과하는 부분만 무효라

고 보고 있었고,  례가 약 규제법에 의하여 약 의 내용이 무효로 되는 경

우에도 修正解釋이라는 이름으로 약 규제법에 되는 부분만 무효로 되고 

되지 않는 부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는 이른바 效力維持的 縮小

(geltungserhaltende Reduktion)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42)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범 를 과하는 부분만 무효로 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43)

셋째, 차주가 상당한 범 를 과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미 지 하

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다수의견과 반 의견은 이 에 하여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생각건  이러한 과이자의 지 은 민법 제746조에서 말

하는 불법원인 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불법의 원인이 수

익자인 주에게만 있기 때문에, 차주는 이미 지 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 구태여 불법성 비교 이론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

다고 생각된다.44) 

이 에 하여 반 의견은, 주로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신 그만큼 

고 험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 차주의 경제  필요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오로지 주에게만 불법성이 

있다고 보거나 주의 불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결코 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원인이 구에게 있는가를 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면보

다는 규범 인 측면을 시하여야 한다. 즉 공서양속 반을 인정하는 목 이 법

률행 의 당사자 일방을 보호하기 한 것일 때에는, 불법원인 여라고 하여 그 

보호받는 당사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보호의 목 에 어 나므로 이 경

우에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45)46)

41) 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는 이 사건 판결의 평석인 梁彰洙, “公序良俗에 反하는 利子
約定에서 任意로 支給된 過剩利子의 返還請求”, 民法硏究 제9권(註 4), 274면 참조.

42) 예컨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公 1992, 652면);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公 1996상, 358) 등.

43) 같은 취지, 徐敏錫(註 35), 174-175면; 梁彰洙(註 41), 275면. 독일의 학설 가운데에도 
근래에는 일부무효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여지고 있다. Staudinger/Sack, 
§138 Rdnr. 123 f. 참조.

44) 같은 취지, 梁彰洙(註 41), 275면 이하.
45) 尹眞秀(註 36), 466-4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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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不動産仲介業法 소정의 限度를 과하는 仲介手數料 約定의 效力

[5] 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원합의체 결은 구 부동산 개

업법47) 소정의 부동산 개 수수료의 한도를 정한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그 

한도를 과하는 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과하는 범  내에서 무효라고 

시하여,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본 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70972 결48)을 변경하 다.

종래의 례 가운데에는 이처럼 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한 규정을 효력규정으

로 보아서 그 한도를 과하는 개수수료 약정은 그 과범  내에서 무효라고 

시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49) 그런데  법원 2001. 3. 23. 결은, 이러한 종

래의 례와는 달리, 부동산 개업법에  규정에 반한 품수수행 의 효력이

나 수수된 품의 처리에 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은 

‘부동산 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하고 있는 을 종합하여 보면,  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하 다.

그러나 그 후 선고된 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결(公 

2002하, 2308)은, 와 같은 부동산 개업법의 규정들은 부동산 개의 수수료 약

정  소정의 한도액을 과하는 부분에 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국

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 이 있는 것이므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하 다.

[5] 결도  법원 2002. 9. 4. 결과 같은 취지이다. 즉 개수수료의 한

도를 정하는 한편 이를 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 개업법  

같은 법 시행규칙 등 련 법령 는 그 한도를 과하여 받기로 한 개수수료 

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부동산 개업법의 입법목 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하고, 

개업자가 부동산 개업법 련 법령 소정의 한도를 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46) 이외에 반대의견이 대주가 명확하게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근거로 드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제746조의 적용에 있어서 
수익자의 불법성 인식 여부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梁彰洙(註 41), 276면 참조.

4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38호)에 
의하여 전문개정되었다.

48) 미공간. glaw.scourt.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49)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405 판결(集 24③민339); 1987. 5. 26. 선고 85다카

1146 판결(公 198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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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는 물론 와 같은 지규정 반 행 에 의하여 얻은 개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그 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투기 ⋅탈법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한 부동산 개업법 련 법령의 주된 규

율 상인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 개업소의 활용도 한 높은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  이해 계  국민생활의 편

의에 미치는 향이 매우 커 이에 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고 한다. 그 다

면 앞서 본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부동산 개

업자에게 행정  제재나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동산 개

업법 련 법령 소정의 한도를 과한 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 개수수료에 한 와 

같은 규정들은 개수수료 약정  소정의 한도를 과하는 부분에 한 사법상

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부동산 개업법 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과하는 부동산 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과하는 범  내에

서 무효라는 것이다.

이처럼 상반되는 례가 존재하는 데 하여는 이러한 상태를 원합의체 

결에 의하여 례의 통일을 기해야 한다는 지 이 있었다.50) 다른 한편 학설상으

로는  2002. 9. 4. 결을 지지하는 견해가 많았으므로,51) 이를 유지하고  

2001. 3. 23. 결을 변경한 [5] 결의 결론은 충분히 측될 수 있는 것이었다.

법률이 어떤 행 를 지 는 제한하면서도 이를 반한 경우의 효력에 하

여 아무런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단하여야 하는가에 하여는 종래부터 논란

이 많았다. 학설상으로는 이 에 한 일반 인 원칙은 없고, 그 법률행 를 유

효⋅무효로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경제  향을 고려하여, 그 법규의 입법취지가 

법규의 규정하는 내용 그 자체의 실 을 지하고 있는가 는 단순히 그러한 

행 를 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 

가 많다. 다만 학설 가운데에는 행 의 지 는 제한에 반한 행 라고 해도 

이를 원칙 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고, 무효가 되는 것은 외에 속한다고 주장하

50) 金東勳, “團束規定과 效力規定, 無效의 效果”, 試硏究(2003. 2.), 121면; 이병준, “법
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으로서의 적법성”, Jurist (2006. 2.), 257면. 또한 黃貞根, “法
定限度超過 不動産仲介手數料 約定의 效力”, 民事裁判의 諸問題 제15권(2006), 446면 
참조.

51) 黃貞根(註 50), 443면 이하; 金載亨, “法律에 違反한 法律行爲”, 民法論 Ⅰ(2004), 55면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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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많다.52) 그러나 법률에서 일정한 행 를 지하면서 이에 반된 계약을 

유효라고 하는 것은 법질서의 자기모순이므로 사법상의 거래를 규제하는 법령에 

반한 법률행 는 원칙 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반 의 견해도 있다.53)

례는 제1차 으로 입법목  내지 취지를 고려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행 의 

반사회성 유무, 처벌만으로 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례 가운데 법규 반 행 를 무효라고 본 것은 많지 않다.54)

결국 효력규정인가 단속규정인가의 단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55)를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제1차 으로는 법이 행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그 행 의 효과를 부인하려는 것인가 하는 을 따져 보아야 하고,  그 효과를 

부인하여야만 제재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그 

단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니다.56)

4. 錯誤로 인하여 表意 가 經濟的 不利益을 입지 아니한 경우의 

取消 可能 여부

[6] 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1457 결(公 2007상, 120)은, 착오로 인

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 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

 내용의 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시하 다.

이 사건의 사실 계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원고는 자신의 친구인 A가 피고로

부터 돈을 차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A가 피고로부터  3,750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공정증서에 연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 다. 그런데 피고가 

52) 高翔龍(註 7), 326면; 金曾漢⋅金學東, 民法總則(1994), 304면; 李銀榮, 民法總則, 제4판
( 2005), 391면 등.

53) 金載亨(註 51), 61면.
54) 판례의 상세한 분석은 예컨대 金載亨(註 51), 43면 이하 참조.
55) 金載亨(註 51), 61면은 법규정의 목적,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들고 있다.
56) 이제까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에 관하여 세 차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것도 이 점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대법원 1975. 4. 22. 선고 72다
2161 전원합의체 판결(集 29권 2집 민16;公 1981, 13971)과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367 전원합의체 판결(集 29권 2집 민16;公 1981, 13971)은 각 외국환관리법의 
규정들이 단속법규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라고 하면서 저촉되는 판례를 변경하
였다. 그리고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22 전원합의체 판결(集 33권 3집 민
177;公 1986, 110)은 상호신용금고의 차입 제한에 관한 규정은 효력법규로 보고 저촉
되는 판례를 변경하였으나 여기에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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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에 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원고는 A는 피고

로부터 새로이 돈을 차용하 던 것이 아니고, A의 피고에 한 기존의 구상  

채무 등에 한 소비 차계약 공정증서 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한 서명, 날인은 착오에 기한 것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

기하 다.

원심인 고등법원 2006. 6. 8. 선고 2005나10010 결57)은 원고의 와 같

은 착오는 법률행 의 내용의 요부분에 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보증의 의

사표시는 법하게 취소되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 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결을 기하 다.

우선 일반론으로서, 착오가 법률행  내용의 요 부분에 있다고 하기 하여

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 을 고려하여 합리 으로 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 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그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 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  내용의 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소비 차계약과 소비 차계약의 

법률효과는 동일한 것이므로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 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강 용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3,750만 원

의 차용 반환채무를 연 보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그 차용 이 공정

증서 작성 후에 비로소 강 용에게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강 용이 피고에게 지

하여야 할 구상  등을 소비 차의 목 으로 삼은 것이라는 에 하여 원고

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가 무슨 경제 인 불이익을 입었

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와 같은 착오는 이 사건 

연 보증계약의 요 부분에 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58)

이처럼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 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  내용의 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 례는 종 에도 있었다. 즉 이 사건 결이 인용하고 있는 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결(公 1999상, 545)은, 군유지로 등기된 군립공원 

내에 건물 기타 구 시설물을 지어 이를 군(郡)에 기부채납하고 그 부지  기

57) 미공간.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58) 대법원은 위와 같은 착오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그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음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이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로 
될 수 없다는 판시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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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납한 시설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 으나 후에 그 부지가 군유지가 아니라 

이(里) 주민의 총유로 밝 진 사안에서, 상 결과 동일한 취지에서 군수가 여

히 공원 리청이고 기부채납자의 리권이 계속 보장되는 에 비추어 소유권 

귀속에 한 착오가 기부채납의 요 부분에 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하

다. 그리고  결이 인용하고 있는 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706 결 

(公 1998하, 2563)도 같은 취지이다.59)60)

이처럼 표의자에게 경제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

다고 보고 있는 종래의 례는 당해 사건의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여겨진

다. 그리고 착오취소가 문제되는 부분의 경우에도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에게 

경제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

한 경우에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 은 제1차 으로는 경제 인 이익일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를 일반화하여 모든 경우에 표의자에게 경제  불이익이 없으면 착

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61) 일반 으로 착

오 취소의 요건인 법률행 의 요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

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요한 것이어야 하고(주

 요성),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요한 것(객  요성)이어야 하는데,62) 경제  

불이익이 없다고 하여 항상 객  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법률행 에 의하여 추구하는 목 이 반드시 경제  이익에만 있는 것

은 아닌 것이다.

독일연방 법원 1988. 6. 8. 결(NJW 1988, 2597)은, 원고가 자기가 가지고 

59)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할 당시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가 기입되어 있었음에도 금융기관이 부실 작성한 기업실태조사서로 인하여 보증대상 
기업의 담보물에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믿고 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그 가압류가 피보
전권리 없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로 인하여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은 아니므로 위 신용보증행위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
가 없다고 하였다.

60) [6] 결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해설인 嚴相弼, “錯誤가 法律行爲 內容의 重要部分에 
있다고 하기 위한 要件으로서의 表意者의 經濟的 不利益”, 법원 례해설 제63호
(2006년하)는 같은 취지라고 하여 몇 가지의 판례를 더 들고 있다.

61) 그러나 嚴相弼(註 60), 76면 이하; 民法注解 Ⅱ (1992), 448면(宋德洙)은 그러한 취지로 
보인다.

62)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公 1996상, 136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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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그림이 Franz Duveneck이라는 화가의 그림으로 알고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

으나, 나 에 그 그림이 Wilhelm Leibl이라는 다른 화가의 그림으로 명되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한 사안에 하여,  두 화가의 작품의 가치가 같다

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취소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 다. 왜냐 하면 

술 작품의 매매에 있어서는 경제 인 가치만이 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독일의 학설도 이를 지지한다.63) 랑스에서도, 손해(lésion)의 존재가 착

오로 인한 취소의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한다.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이익

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이러한 정당한 이익은 부분의 경우에

는 부 사이의 균형의 결여이지만,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는데, 특히 편무계

약이나 사행  계약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64) 그러므로 이처럼 경제  불이익이

라는 요소를 착오 취소의 불가결의 요건으로 다룰 것은 아니다.

Ⅳ. 消滅時效

2007년에는 이른바 소멸시효의 援用權者에 하여, 두 개의 요한 결이 나

왔다.

먼  [7] 법원 2007. 3. 30. 선고 2005다11312 결(公 2007상, 616)은, 구 토

지수용법 제61조 제2항65)에 의한 공탁의 경우에 공탁자인 起業者66)는 공탁 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하 다. 반면 [8] 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결(公 2007하, 2036)은, 사해행 취소소송의 상 방이 된 사

해행 의 수익자는 사해행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한 채권(피

보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 다.

종래 법원의 례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하여 이른바  소멸설

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설명이 많았다. 그러나 근래 법원의 례는 시효의 이

익을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 즉 소멸시효의 원용권자를 일정한 범  내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결(公 1991, 2244)은, 

63) Staudinger/Reinhard Singer, Bearbeitung 2004, §119 Rdnr. 98.
64) Jacoues Ghestin, Traité de Droit Civil, La Formation du Contrat, 3e édition, 1993, no. 

514 (p. 478). 
65)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66) 土地의 收用 또는 使用을 必要로 하는 公益事業을 行하는 者. 



尹 眞 秀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1호 : 315～405340

채권자 소송의 피고는 원고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한 피보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 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한다.67) 반면 법원 1995. 7. 11. 선

고 95다12446 결(公 1995하, 2761)은, 채권담보의 목 으로 매매 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 청구권 보 을 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

이 등기를 마친 제3자는 그 피담보채권에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 다. 이와 같은 례는 소멸시효의 원용이 필요한 근거를 

변론주의에서 찾는  소멸설로는 설명할 수 없고, 상  소멸설로만 설명

할 수 있다.68)

종래의 례는 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가에 하여, 시효의 당사자69) 

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70)라고 표 하기도 하고, 

는 시효이익을 직  받는 자71) 내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  이익을 받는 

사람72)이라고 하기도 하 다. 종래 례 가운데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자로 

인정되었던 것은 채무자 외에 채권담보를 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제3취

득자73), 물상보증인74) 등이다. 

67) 대법원 1992. 11. 20. 선고 92다35899 판결(公 1993, 90); 1993. 3. 26. 선고 92다
25472 판결(公 1993, 1289);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公 1997하, 2641);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公 1999상, 93); 2004. 2. 12. 선고2001다10151 판결(公 
2004상, 436) 등도 같은 취지이다.

68) 상세한 것은 尹眞秀,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茂巖李英俊博士華甲紀念 韓國民法理論

의 發展(1999), 194면 이하 참조. 그러나 金炳瑄, “時效援用權者의 範圍”, 民事法學 제
38호(2007), 258-259면은 절대적 소멸설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69)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公 21038).
70)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公 1991, 2244).
71) 대법원 1993. 3. 26. 판결(註 67); 1997. 7. 22. 판결(註 67) 등 
7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公 1995하, 2761)
73) 위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그러나 金炳瑄(註 68), 266면 이하, 279

면 이하는 소멸시효원용권자의 범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의 의무자에 한정되어
야 한다고 하여,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원용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

74)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公 2004상, 348). 위 판결 및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미공간. glaw.scourt.go.kr에서 검색)은, 이러한 제
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이므로 그러한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채권자의 응소행
위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그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나 물상보
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자가 



2008. 3.] 2007년도 주요 民法 련 례 회고 341

반면 례는, 채무자에 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 하기 하여 필

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 에서 독자 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한다.75) 그리고 앞에서 살

펴본 것처럼 례는 채권자 소송의 피고는 원고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한 

피보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 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한다.

[7] 결의 사안은 피고가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그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

유로 그 손실보상 을 공탁하 고(이른바  불확지 공탁), 그 후 원고들이 

자신들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여 피고를 상 로 공탁 출 청구권의 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인데,76) 제1심 결  원심 결77)은 원고들의 공탁 출 청

구권이 시효로 소멸하 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

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결을 기하 다. 

즉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 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고, 그 채무자에 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 하기 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하

여 이를 원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에 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없는데, 공탁 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

된 경우 공탁자에게 공탁 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공탁 은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 것이어서 공탁 출 청구권의 종국 인 채무자로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국가이고,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기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위 2006다33364 판결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해설인 崔哲煥,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응소행위에 있어서 소제기자
의 허용 범위” 법원 례해설 제67호(註 10), 139면 참조. 그러나 소멸시효는 채권자
와 채무자 사이에서 진행하는데, 채권자의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에 대한 응소행
위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간명하다고 생각된다.

75) 그리하여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公 1979, 21038)은 채권자대위권의 
성질상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처분하여 대위권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
는다면 대위권에 의한 채무자의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76) 이러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에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
체 판결(集 45권 3집 민270;公 1997하, 3557)은 수용 토지의 소유자가 공탁금 출급을 
위해 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77) 제1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4. 8. 18. 선고 2003가단4855 판결; 제2심: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5. 2. 1. 선고 2004나2417 판결. 각 glaw.scourt.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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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할토지수용 원회가 토지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 의 공탁은 간

으로 강제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 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

조의 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 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

사를 표시하거나 피공탁자의 공탁 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

도 기업자는 그 공탁 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78), 그러한 공탁자는 진정한 

보상 수령권자에 하여 그가 정당한 공탁 출 청구권자임을 확인하여  의

무를 부담한다고 하여도 공탁 출 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직 인 이익

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인 국가에 하여 아무런 채권도 가지지 아

니하므로 독자 인 지 에서나 국가를 하여 공탁 출 청구권에 한 소멸

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자가 공탁 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제에서는 이 결은 타당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79) 그런데 이에 하여는, 기업자는 공탁에 의하여 손실  지

 의무를 면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기업자가 공탁 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

용할 수 없어서 공탁 출 청구권 존재확인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까

지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담을 면하기 하여는 소멸시효의 원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지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근거가 없

다. 원용권자의 범  문제는 구체 으로는 특정 소송에서 구를 승소시킬 것인

가를 단하기 한 기 이 되는 것으로서, 원용권이 있어야만 그가 승소할 수 

있는 것인데, 특정 당사자가 소송에서 승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용권을 인정하

여야 한다면, 이는 循環論理에 빠지는 것이 되고, 소송상 원용권자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란 없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80)

다른 한편 [8] 결의 사안과 같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

의 피보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가는 종래 일본에서 논란이 있었던 

문제 다.81) 일본의 이 의 례는, 詐害行爲의 受益者에 하여는 피보 채권의 

소멸시효의 원용권을 부정하고 있었는데,82) 이에 하여는 비 하는 학설이 유력

78) 이에 관하여 이 판결은 같은 취지인 대법원 1988. 4. 8. 88마201 결정(集 36권 1집 민
146;公 1988, 825)을 인용하고 있다.

79) 金昭英,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소멸시효”, 民事裁判의 諸問題 제16권(註 1), 
507-508면은 이 판결을 지지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공탁통지서가 
도달된 바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80) 尹眞秀(註 68), 207면 참조.
81) 尹眞秀(註 68), 200면 참조.
82) 日本 大審院 1928 (昭和 3). 11. 8. 판결(民集 7卷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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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리하여 근래의 日本 最高裁判所 1998 (平成 10). 6. 22. 결83)은 사해

행 의 수익자도 사해행 의 피보 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하 으

며, 일본의 학설도 체로 이를 지지한다.84) [8] 결은 이 에 하여, 소멸시

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

되는데, 사해행 의 수익자는 사해행 가 취소되면 사해행 에 의하여 얻은 이익

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 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소멸시효의 원용권자

에 해당한다고 하 다.85) 이는  일본 최고재 소 례를 참조한 것으로서 타당

하다고 생각된다.86) 

물론 례가 들고 있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  이익을 받는 자라는 원용

권자의 단 기 에 하여는 그 의미가 애매하여 실질 인 기 이 되지 못한다

는 비난이 없지 않다. 그러나 어도 사해행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수익자는 원

용권자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로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 채권이 소멸하

면, 사해행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이익이 있기 때문

이다.87)

83) 民集 52卷 4号 1195.
84) 松久三四彦, “時効援用の可否”, 民法判例百選 Ⅰ, 第五版(新法對応補正版), 別冊ジュリ

スト No.175 (2001), 94-95면; 佐藤岩昭, “詐害行爲の受益者による被保全債權の消滅時
効の援用”, ジュリスト臨時增刊 No.1157 平成十年度重要判例解說(1999), 58면 이하 참
조. 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의 일본의 학설과 판례의 상황에 대하여는 小野憲一, “詐
害行爲の受益者と取消債權者の債權の消滅時効の援用”, 法曹時報 52卷 7号 (2000), 
2211면 이하 참조. 기타 일본에서의 소멸시효 원용권자를 둘러싼 논의에 대하여는 山
本 豊, “民法一四五條”, 廣中俊雄⋅星野英一 編, 民法典の百年 Ⅱ (1998), 276면 이하; 
森田宏樹, “時効援用權者の劃定基準(一), (二)”, 法曹時報 54卷 (2002), 6号 1면 이하, 7
号 1면 이하 등 참조.

85) 이 외에도 이 판결은,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지만,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
송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이는 학설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결론이
다.

86) 尹眞秀(註 68), 207면 註 86) 참조.
87) 이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상대방의 지위와 비교하여 본다면 좀더 명확하다. 후자는 대위

채권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의 채무자
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에
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상대방에게 소멸시효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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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과 련하여 한 가지 더 검토할 문제가 있다.  결은, 구체

인 사안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에 하여 이행을 명하는 승소

결을 받아 그 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수익자가 더 이상 소멸시효의 주장 등으

로 피보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하여 수익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

하 는데, 피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단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소멸시효

가 완성하 더라도 채권자의 승소 결이 확정되었으면 수익자는 더 이상 소멸시

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인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원심인 서울고

등법원 2007. 6. 26. 선고 2005나110679 결(미공간)도 법원 결과 같은 표

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나,  결에 의하면 피보 채권의 

변제기는 1997. 12. 31.이었고, 채권자의 채무자의 상속인에 한 소 제기는 

2004년이었으며, 수익자는 상사소멸시효가 완성하 다고 주장한 에 비추어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인다.88) 만일 자라고 본다면, 채무자에 한 소

멸시효의 단이 수익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가 하는 이 문제된다. 민법 제

169조는 시효의 단은 당사자  그 승계인89)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하여는 좀더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는 하지

만, 사해행 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채권자가 가지는 피보 채권

에 부종하는 지 에 있다고 보아, 주채무자에 한 시효의 단은 보증인에 하

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40조와 같은 규정을 유추하여, 채

무자에 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단되면 이는 수익자에 하여도 그 효력이 미

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90)

용을 허용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각하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피대위자 자신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 상대방은 소송에 응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는 상대방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음은 물론 소송경제상으로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소
송의 수익자의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의하여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
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이라는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와 같은 소송경제상의 문제점도 생기지 않는 것이다.

88) 또는 상사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아니면 민사소멸시효에 걸리는지가 불명확하여 판단을 
보류하였을 수도 있다.

89)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은 중단사유가 발생한 이후의 승계인을 말하고, 중단사유 발생 
전의 승계인은 제외된다. 民法注解 Ⅲ (1992), 490-491면(尹眞秀) 참조.

90) 위 日最判 1998. 6. 22.(註 83)도 결과적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수익자에게
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이에 대
하여 小野憲一(註 84), 2220면은, 시효의 법정중단의 효력의 상대성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 사안의 성질상 일방에 있어서의 중단의 효력을 他
方에게 미치게 해야 할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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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단 채무자에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하여 

승소의 확정 결을 받았다면, 이는 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시효원용권의 포기와 같은 항변의 포기

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으며,91)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하여 승소의 확정 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 력 내지 반사효가 당연히 보증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

닌 것이다.92)

Ⅴ. 總  有

[9] 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원합의체 결(公 2007상, 

693)에서는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채무 보증행 가 민법 제276조 제1

항의 총유물의 리 는 처분에 해당하여,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

의를 거치지 아니하 거나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인가 하는 

이 문제되었다. 이 문제에 하여는  결이 변경 상 결로 삼은 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6256 결93)이 이를 정하 다. 즉 주택건설 진법

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총유물의 리 

 처분에 하여 재건축조합의 정 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정 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표

자에 의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 는 무

서, 채무자의 승인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생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물상
보증인에게 미친다고 하는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하고 있다. 본문과 같은 설명으로
는 佐藤岩昭(註 84), 60면. 또한 森田宏樹, “時効援用權者の劃定基準(二)”(註 84), 5면 
이하는 이 점에 관하여, 어느 권리가 시효소멸하면 그에 따라 소멸하는 권리라고 하는 
관계(附從性)가 있는 경우에는,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조리상 시효의 요건충족
을 판단하는 당사자 사이의 시효중단의 효과는 시효의 원용권자에게도 미친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고유의 시효원용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이 점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는 위 논문 8면 註 66) 참조.

91)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集 39권 1집 민83;公 1991, 852).
92) 金成龍, “債權者와 主債務者 사이의 判決과 保證人”, 司法硏究資料 제7집(1980), 81-82

면 참조.
93) 미공간. glaw.scourt.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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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의 표자가 비법인사단의 이름으로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사실 계는 재건축조합으로서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어느 회사에게 

아 트 신축공사를 도  주었는데, 원고가  회사로부터 아 트 신축공사  토

목공사를 하도 받게 되자, 피고의 조합장은 2001. 1. 30.  회사의 원고에 한 

하도 공사 채무에 하여 지 보증을 하 다는 것이다. 원심 결94)은  

2001다56256 결을 인용하면서, 피고 재건축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 산으로 정

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에 한 사항’을 조합 임원회의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 보증약정은 피고 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 산

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 이러한 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지 보증약정을 원고와 체결하

으므로  지 보증약정은 어느 모로 보나 무효라고 하 다.95)

그러나 [9] 결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시하여  2001다56256 결을 

변경하고, 원심 결을 기환송하 다. 즉  법조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리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한 이용⋅개량행 나 법률 ⋅사실  처분행 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타인 간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 는 총유물 그 자체의 

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 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리⋅처분행 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규약은 그 조합장의 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

방이 그와 같은 표권 제한  그 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 가 무효로 된다고 이 상당하며, 이 경우 그 거래 

상 방이 표권 제한  그 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

는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원심

이 이러한 에 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바로 이 사건 보증계약은 무효라고 한 

것은 법이라는 것이다.

반면  결의 반 의견은, 비법인사단의 보증채무 부담행 는 장래의 총유물

의 처분행 와 같다는 이유로 다수의견에 반 하고,  2001다56256 결은 정

94) 서울고등법원 2004. 10. 12. 선고 2003나82152(본소), 2003나82169(반소) 판결. 
glaw.scourt.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95) 자세한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등은 이 판결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해설인 최철환, 
“保證約定의 總有物 管理⋅處分 해당 與否”, 사법 창간호(2007. 9.), 198-2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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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고 한다. 그리고 별개의견은 이 에 하여는 반 의견과 같으나, 피고가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아 트신축공사에 한 공사도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하

여 피고의 조합원총회 는 조합규약에서 정한 임원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의 속에는 필요한 경우 피고가 시공회사의 공사하수 업자에 한 

하도 지 채무를 보증하는 행 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의도 포함된 것이라

고 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원심 결을 기하여야 한다

고 보았다.

이 문제에 하여는 이미 상세한 례평석이 발표된 바 있으므로,96) 여기서는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민법 제27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유물의 

리⋅처분의 개념에 채무보증과 같은 채무의 부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

은 그 문언에 어 난다.97) 별개의견  반 의견은, 법인 아닌 사단의 보증채무 

부담행 는 결국 장래의 총유물의 처분행 와 같은 것이므로 여기에도 총유물의 

리⋅처분에 한 법리가 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증채무 부담행 가 

항상 장래의 총유물 처분과 연결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장래의 총유물 처

분에 하여는 그에 한 정 이나 계약이 없으면 항상 사원총회의 결의를 받아

야 한다는 것은 합리 이라고 할 수 없다. 가령 무계약에 의한 채무의 부담도 

장래의 총유물 처분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까지 사원총회의 결의

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98)

둘째, 입법론 으로 보더라도 우리 민법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를 

총유로 규정하여, 그 재산의 리⋅처분에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도록 한 것에 

하여는 비 론이 많다.99) 그러므로 그 재산의 리⋅처분이라는 개념을 그 문

96) 최철환(註 95)(판례지지) 외에 문준섭, “사원총회 결의 없는 비법인사단법인 금전채무 
보증행위의 효력”, 스티스(2007. 8.), 234면 이하(판례반대)가 있다.

97) 최철환(註 95), 217면. 반면 문준섭(註 96), 246면은 별개의견과 반대의견이 제시하는 
논거는 대체로 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별도로 이유를 들고 있지는 않다.

98)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公 2003하, 1775)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 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 개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 그 자체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최철환(註 95), 217-218면 참조.

99) 예컨대 李好珽, “우리 民法上의 共同所有制度에 대한 약간의 疑問”, 서울 학교 法學 

제24권 2⋅3호, 113면 이하. 법무부가 2004년 국회에 제출한 민법개정안에는 총유 부
분은 들어있지 않으나, 그에 대하여는 총유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그 경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가 어떻게 되는가가 불분명하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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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보다 확 하여 해석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다.

셋째, 다수의견은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규약은 그 조합장의 표

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 방이 그와 같은 표권 제한 

 그 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

가 무효로 된다고 이 상당하며, 이 경우 그 거래 상 방이 표권 제한  그 

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에 하여는  결

이 인용하고 있는 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결(註 98)이 이미 같

은 취지로 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하여는, 이러한 경우는 표자가 표

권의 범 를 넘어서 행동한 것이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 리 법리의 용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표자뿐만 아니라 

비법인의 표자도 원래 포 인 표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므로 리권의 범

가 수권행 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경우와는 다르다. 따라서 그러한 포 인 

표권을 내부 으로 제한한 경우에 표자가 그 제한의 범 를 넘어서 행동한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 리의 법리보다는 표권 남용의 법리를 용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100)101) 

Ⅵ. 損害賠償額의 豫定

[10] 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결은, 손해배상액의 정이 있는 

유로 이러한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다. 法務部(註 15), 61-62면 참조.
100) 尹眞秀, “法人에 관한 民法改正案의 考察”, 民法論攷 Ⅰ(註 28), 191면 註 101) 참조. 

그런데 제철웅, “단체와 법인”, 민사법학 특별호(제36호)(2007), 100면 및 같은 면 註 
24)는 이러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야 하고, 위 2002
다64780 판결도 같은 취지라고 하면서, 다만 제126조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법률규정의 문언과는 달리 본인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101) 이외에 [9] 결의 반대의견에 대한 이홍훈 대법관의 보충의견은, 정관 기타 규약에 
총유에 관하여 정함이 있는 사실 또는 그러한 정함은 없지만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
위에 해당하여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하는 사실과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이
에 위반하여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를 하는 것이란 사실을, 거래 상대방이 알았거
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 한하여 그 거래행위를 무효로 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지 않는 해석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문준섭(註 
96), 246면 이하는 이러한 해석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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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에 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에 하여 시하 는데, 채무자는 채권자

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

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정배상액의 지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시하 다.

이 사건의 사실 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 설립하여 

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피고 등은 매매

계약 체결 후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피고 등이 이를 반할 때에는 

원고는 피고 등에게 본 계약에 의해 매매된 주식의 반환 등 여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근무기간보장조항을 약정하 다. 그 후 피고가  계약 

체결 후 3개월 남짓 되었을 무렵에  회사에서 퇴사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매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근무기간 보장조항을 피고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 등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하기만 하

면 무조건 주식매매 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민법 제103

조에 따라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은 

퇴사에 하여 피고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식의 반환 등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제한 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5나35976 결(미공간)은,  조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한 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하여 반드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

과가 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설사 피고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피고의 퇴사에 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한 계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 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시하여 원심 결을 기하 다. 즉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

명하면 손해의 발생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

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

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

써 정배상액의 지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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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정의 존재 여부는 근본 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그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경 ,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 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행 등을 종합 으로 고찰

하여 합리 으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는 채무자의 귀책사유

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정한 것으로 이 상당하므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약정내용만으로는 피고의 귀책

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

에 한 계에서 피고의 퇴사가 반드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 다.

손해배상액의 정이 있는 경우에 객 인 채무불이행 사실만 있으면 채권자

가 바로 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하여는 견해의 립이 있다. 

종래의 다수설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 다

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벗어나거나 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었

다.102) 그러나 근래에는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는 학설

도 유력해지고 있다.103) 과거의 례104)는, 건축도 계약상 지체상  약정의 경

우에, 수 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

만큼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여, 귀책사유 필요설을 따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지

만, 다른 한편 당사자가 추가약정상의 재시공의무를 다시 불이행할 경우 이에 

한 원고의 귀책사유나 피고의 손해발생 는 그 액수를 묻지 아니하고  액

을 피고에게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민법 제398조 소정의 채무불이행에 한 

손해배상액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시한 것도 있

다.105)

생각건  이 은 일률 으로 귀책사유가 필요하다 는 필요하지 않다고 단

정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어떻게 약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인

102) 예컨대 郭潤直, 債權總論, 新訂(修正版)(1999), 162면 등.
103) 예컨대 金大貞, 債權總論, 改訂版(2007), 660-661면 등. 각 학설의 상세한 소개는 洪承

勉, “損害賠償額의 豫定과 違約罰의 區別方法”, 民事判例硏究 ⅩⅩⅣ (2002), 129면 이
하 참조.

104)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88다카6280 판결(公 1989, 1281);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公 1995하, 3353) 등. 

10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14875, 14882 판결(公 1990,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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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문제는 통상의 경우에 당사자가 어떻게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이

다.106) 결국 이는 법률행  내지 계약의 해석 문제로 귀착되는데, 이 에 하

여는 [10] 결이 말하는 것처럼, 당사자 사이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

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채무자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책임

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07) 그 근거로서는 이른바 嚴格解釋의 원리

를 들 수 있다.108) 즉 례는 법률행 의 해석에 있어 특히 계약을 체결한 당사

자의 일방에게만 특별한 의무를 지게 하는 계약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

언의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109) 그런데 채무불이행

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는 것이 일반

원칙인 에 비추어 볼 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지기로 한다는 것은 당사자 

일방에게 특별한 의무를 지게 하는 것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도 그러한 취지로 이해된다. 이 게 볼 때  결이 이 사건의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없다고 본 것은 수 할 수 있다.

나아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약 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약  조항은 약 의 규제에 한 법률 

제8조 는 제6조 제2항 제1호나 제1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ⅤⅡ. 債權 代位權

[11] 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결(公 2007상, 857)은 물

권  청구권도 채권자 권의 피보 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하 다. 그러나 이에

는 찬성하기 어렵다.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의 사실 계는 체로 다음과 같다. A 회사

(제1심 공동피고) 소유의 토지  그 지상 건물에 하여 임의경매 차가 진행되

어 B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 고, 다시 B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하여 임의

106) 民法注解 Ⅸ(1995), 668면(梁彰洙) 참조.
107) 梁彰洙(註 106), 668-669면; 金曾漢⋅金學東, 債權總論, 제6판(1998), 157-158면.
108) 이에 대하여는 尹眞秀, 民法論攷 Ⅰ(註 28), 271면 이하 참조.
109)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6048 판결(公 1994하, 2098)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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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그 소유자가 되었다. 그런데  토지상에는 다른 건

물이 있었는데  건물은 미등기여서 경매가 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들은 A 회

사로부터  미등기 건물의 각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이래 계속 유하

고 있었다.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주 으로는 이 사건 건물에 한 소

유권자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 비 으로는 이 사건 토

지들에 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A 회사를 상 로는 철거청구

를, 그 유자인 피고들에 하여는 퇴거청구를 하 으며, 그 외에 A 회사를 

하여 피고들을 상 로 이 사건 건물에 한 명도청구를 하 다. 제1심 법원은 

A 회사에 한 철거청구에 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 결을 선고하

으나, 피고들에 한 퇴거청구에 하여는 A 회사가 이 사건 건물과 련하여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 으므로 원고의 퇴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결을 선고하 다. 원고의 A 회

사에 한 철거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항소 없이 확정되었고, 원고의 피고들에 

한 퇴거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하여는 원고가 항소를 하 다가 원심에 이르러 

그에 한 소를 취하하 다. 그리하여 원고가 A 회사를 하여 피고들에게 명

도청구하는 부분이 남게 되었다.

법원 결에 따른다면 원심 결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한 철거청구권은 

채권자 권의 피보 권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 차계약상의 해지권은 

이른바 행사상의 일신 속권으로서 채권자 권의 목 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에 한 철거청구권을 피보 권리로 하여 조치원버스정류장을 

하여 임 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을 상 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원

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결을 기환송하 다.

첫째, 피보 채권이 특정채권이라 하여 반드시 순차매도 는 임 차에 있어 

소유권이 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 을 한 경우에만 한하여 채권

자 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A 회사에 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

물에 한 철거청구권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물권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인데 물권  청구권에 하여도 채권자 권에 

한 민법 제404조의 규정과 와 같은 법리가 용될 수 있다.

둘째, 임 인의 임 차계약에 한 해지권을 오로지 임 인의 의사에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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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 속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채권자 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 로 하여 그 보

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결을 선고받고 그 결

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으므로, 원고가 A 회사

를 상 로 하여 철거청구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결을 선고받았고 그 

결이 이미 확정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채권자 권을 행사하는 원고를 상

로 그 피보 채권인 철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넷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한 소유권에 근거하여 직  피고들을 상 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청구와 원

고가 A 회사를 하여 피고들에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청구는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와 같은 퇴거청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이 채권자 권의 행사요건인 보 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우선 이 사건 결의 시사항 가운데, 임 인의 임 차계약에 한 해지권도 

행사상의 일신 속권이 아니므로 채권자 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한 부분

은 이 결이 인용하고 있는 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결

(공 1989, 809)의 선례가 있다. 이 도 검토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110)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물권  청구권이 일반 으로 채권자 권의 피보 권리가 될 수 있는

가? 학설상으로는 이를 정하는 견해가 많고,111) 뚜렷한 반 견해는 에 잘 뜨

이지 않는다.112) 그러나 이러한 견해의 타당성은 의심스럽다. 물권은 성질상 제3

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가 물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면 그 

제3자에 하여 직  물권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고, 굳이 다른 물권  청구권

110) 李在性, “賃借保證金返還請求債權의 讓渡와 그 推尋”, 誠軒黃迪仁博士華甲紀念 損害賠

償法의 諸問題(1990), 757면 이하는 이를 지지한다.
111) 郭潤直(註 102), 176면; 金大貞(註 103), 195-196면; 金曾漢⋅金學東(註 107), 182면; 

金亨培, 債權總論, 제2판(1998), 353면 등. 그러나 이들 학설이 선례로서 인용하고 있
는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334 판결(集 14권 3집 민110)은 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이 아니라 대위의 객체인 채무자의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였다.

112) 이처럼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종전의 일
본에서의 통설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日本 最高裁判所 1999 (平成 11). 11. 
24. 판결(民集 53卷 8号 1899)은,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저당부
동산을 적절하게 유지 또는 보존할 것을 구하는 청구권을 가지며, 이 청구권을 보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본민법 423조(우리 민법 제405조에 해당한다)의 法意에 좇
아 소유자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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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 방을 한다는 이론 구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 로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물권  청구권을 제3자에게 직  행사하는 것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물권  청구권을 피보 권리로 하는 채권자 권

의 행사에 의하여도 물권  청구권의 보 이라는 목 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결은 이 에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한 소유권에 근거

하여 직  피고들을 상 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하

더라도, 와 같은 퇴거청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채권자 권의 행사요건인 

보 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물권  청구권을 

제3자에게 직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항상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따로 물권  

청구권을 피보 채권으로 하는 채권자 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음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113) 민법 제404조 제1항의 문언상으로도 채권자는 “自己의 債

權”을 보 하기 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언을 벗어나서 물권  청구권을 보 하기 하여 채권자 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보려면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하여는, 통정허 표시로 인한 법률행 의 무효(민법 제108조)나 

착오⋅사기⋅강박 등으로 인한 법률행 의 취소(민법 제109, 110조) 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등의 경우처럼 물권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외

으로 제3자에게 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권  청구권을 피보 권리로 하는 

채권자 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상 결이 선례로

서 인용하고 있는 법원 1963. 1. 24. 선고 62다825 결(集 11권 1집 민36)은, 

원고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회복청구권을 피보 권리로 하여 매수인

의 제3자에 한 명의신탁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114)

113)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해설인 宋平根, “물권적 청구권인 철거청구권
을…”, 법원 례해설 제67호(註 10), 248면 이하는, 이 판결을 지지하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퇴거청구권과 원고들이 대위행사하려고 하는 A 회사의 임대차계약 해
지 내지 명도청구권은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권리로 보기 어
렵고, 이 둘은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귀속 주체가 서로 다른 
권리를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위 글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퇴거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소를 
취하하여 더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퇴거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보전의 필요
성을 인정할 여지가 더욱 많다고 한다. 그러나 원고가 더 이상 퇴거청구를 할 수 없
게 된 것은 원고 스스로가 소를 취하한 때문이 아니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퇴거청구 자체가 처음부터 허용될 수 없었던 경우였다.

114) 다만 이 판결은 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회복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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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굳이 물권  청구권을 피보 권리로 인정할 필요는 

없고, 피보 권리가 될 수 있는 채권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생각된다. 컨  물권변동을 목 으로 하는 계약이 이행된 후 그 계약이 해

제된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계약의 소  실효로 인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

할 수도 있지만, 그 계약의 해제 그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채권  청구권 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115) 나아가 법률행 의 무효, 취소 등의 경우에도 당사자

는 물권  청구권 외에 이른바 給付不當利得의 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  청구권

을 가지고, 이를 피보 권리로 하여 채권자 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론 구성

할 수 있는 것이다.116)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9111 판결(公 1989, 1144)도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115)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110 판결(集 30권 4집 민45;公 1983, 196)은, 매매
계약 당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약정에 기하여 매수인에 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권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같은 취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5599 판결(미공간, glaw.scourt.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
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는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지는 것이고, 이는 채권적인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판결(集 42권 1집 民90;公1994 상, 798)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
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
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
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
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尹眞秀, “所有權을 상
실한 抵當權設定者의 抵當權設定登記 抹消請求의 可否”, 법원 례해설 21호(94년 
상반기), 72면 이하; 金東勳, “根抵當權設定契約의 성질”, 司法行政(1994. 12.), 60면 
이하; 金滉植, “根抵當權設定者인 從前 所有者도 根抵當權設定登記의 抹消를 請求할 
수 있는지 與否”, 民事判例硏究 ⅩⅦ (1995), 89면 이하; 박정제, “所有權을 喪失한 根
抵當權設定者의 根抵當權設定登記 抹消請求의 與否”, 仁川法曹 7집(2005), 87면 이하 
등 참조.

116)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49482 판결(公 1995상, 468)은, 회사의 주식을 일부는 
자신의 이름으로, 일부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주식 전
부를 매도하였으나 나중에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매
매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주식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명의대여자만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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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의 A 회사에 한 철거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A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하여 민법 제366조

에서 정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 다고 보았고, 이러한 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으므로, 원고는 A 회사에 한 철거청구권 자체를 가지지 않

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17) 그런데 이 에 하여  결은, 채권자가 채무

자를 상 로 하여 그 보 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결을 선고받고 그 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

다고 하는 종래의 례118)를 인용하여, 원고의 건물청구권의 존재를 정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례의 타당성은 매우 의심스럽다.119) 왜 채권자

소송의 상 방이 채권자의 피보 권리가 존재한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결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에 하여는, 이른바 反射的 效力에 한 旣

判力의 第3者效說에 입각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확정 결의 반사  효력

이 채권자 권의 피보 권리의 존부에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리하게도, 유리

하게도 미치는 것을 정해도 무방하다고 하여 이러한 례를 지지하는 견해가 

있다.120)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결이 확정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117) 그런데 宋平根(註 113), 250면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상대방인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지위를 가질 이유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대위
권 행사에 대하여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특별한 개인관계로 인하여 가지고 있
는 항변사유로서 대항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선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A 회사의 법정지상권을 원용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점유가 A 회사의 
법정지상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민법 제213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A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특별한 개인관계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사유로 대항
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대위소송의 상대방인 제3자는 원칙적으로 채권
자에게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만이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형성권이나 항변권은 제3자가 주장할 수 없을 따름이다. 앞에서 살
펴본 소멸시효의 원용도 일종의 형성권 내지 항변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A 회사가 법정지상권을 가진다는 주장은 실체법상의 항변권이 아니고 소송법상의 항
변에 불과하다.

118)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公 1988, 580); 1998. 3. 27. 선고 96다
10522 판결(公 1998상, 1151) 등.

119) 이 점에 대하여는 尹眞秀, “占有를 상실한 不動産 買受人의 登記請求權의 消滅時效⋅
不動産의 二重讓渡와 不法原因給與”, 民事裁判의 諸問題 제10권(2000), 45면 참조.

120) 文一鋒, “債權者代位訴訟의 몇 가지 問題點에 관한 檢討 등(하)”, 法曹(1996. 9.), 123
면 이하. 元裕錫, “債權者代位訴訟에 있어서 被保全權利의 存否에 대한 判斷基準”, 民
事判例硏究 ⅩⅩⅡ (2000), 481면 이하도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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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채권자 권을 행사할 보 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채권자 소송을 

각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12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피보 채권

이 존재한다는 결이 선고, 확정되었다고 하여 제3자에게 이러한 결의 반사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결의 반사  효력이란 결을 받은 당사자와 

실체법상 특별한 의존 계에 있는 제3자에게 결의 효력이 향을 미치는 경우

를 말하는데, 채권자 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하여 제3자는 채무자에 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하여 실체법상 특별한 의존

계에 있고, 따라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결의 반사  효력은 채권자에게 미

친다고 할 수 있으나, 제3자가  소송의 당사자인 채무자에 하여 실체법상 특

수한 의존 계에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제1심은, 원고가 비 으로 A 회사를 하여 피고를 상 로 명도

청구를 한 데 하여, 원고의 A 회사에 한 철거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 권의 피보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비  청구의 소를 각하

하 다. 그런데 A 회사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아서 원고의 A 회사에 한 

제1심 결이 그 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달라져

야 한다는 것이 합리 일까?

ⅤⅢ. 債權 取消權

채권자취소권에 하여는 2007년에도 상당수의 례가 나왔다. 그러나 여기서

는 [12] 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결(공2007상, 115)에 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결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

환과 가액배상의 계에 하여 단하고 있다. 

이 사건의 사실 계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수익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채무자)로부터 사해행 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 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 앞으로 근 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121)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公 1993상, 966); 尹眞
秀, “債權者가 債務者에 대하여 받은 敗訴判決이 債權者代位訴訟에 미치는 法律要件
的 效力”, 大法院判例解說 제19권 1호, 351면 이하 참조.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무
자에 대한 채권이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自然債務
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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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 로 사해행  취소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로의 소유권

이 등기를 청구하여 원고승소 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확정 결에 

따른 소유권이 등기를 지체하던  사해행  이 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설

정되어 있던 다른 제3자의 근 당권이 실행되어 매각됨으로써 채무자에게로의 

소유권이 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가 다시 피고를 상 로 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한 것이다.122)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 9. 14. 선고 2003나81418 결(미공간)은, 사해행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청구권과 이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가액배상청구권은 실질

으로 그 목 이 동일하고, 그 법  근거와 성질이 동일한 이상 비록 그 청구취

지가 상이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소에서 원물반환으로서 소유권이 등기를 명하는 원고승소 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소 결의 기 력이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

 청구에도 미치고, 따라서 원고의 주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

법하다고 하 다.

그에 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 다. 즉 

사해행  후 그 목 물에 하여 제3자가 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 물을 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

하여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 로 원물

반환 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 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

로 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신 수익자를 상

로 채무자 앞으로 직  소유권이 등기 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

과 가액배상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  취소  원상회

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 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하여 원심 결은 주  청구가 부 법하다는 결론

에 있어서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원심 결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등기청구권과 무

122) 나머지 청구도 있으나 이 점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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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의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

유권이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 결을 받았다면 그 기 력은 그 후 제

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고 한 

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원합의체 결(集 49권 2집 민84;公 2001

하, 2251)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와 같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등기청구권은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의 용물 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원래 로라면 양자가 모두 가능한 것인데, 편의상 진정명의 회복

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등기청구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결과 문제되는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은 양자택일 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서, 의 경우와는 다르다.

오히려 이 에 하여는 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결(公 2001

하, 1567)이 더 련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결은 사해행 인 계약 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

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시하

다.123) 이 결에 따른다면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은 동일한 소송물이고, 따라서 

원물반환을 명하는 결의 기 력은 가액배상을 구하는 청구에도 미친다고 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이론 신, 원상회복청구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어느 하나로 확정되며, 채권자가 

일단 사해행  취소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 결이 확정되

었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 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

라도,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그 청

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하자면 실체법 인 해

결을 꾀하 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른 한편 법원 

123) 이 판결을 지지하는 것으로 尹瓊, “根抵當權이 設定된 不動産에 관하여 詐害行爲로서 
所有權移轉登記가 經了된 다음 根抵當權이 抹消된 경우 누가 根抵當權을 辨濟하여 
抹消시켰는지에 따라 原狀回復의 方法이 달라지는지 與否 및 原物返還을 구하는 債
權者에 대하여 價額返還 判決을 할 수 있는지 與否”, 법원 례해설 36호(2001 상반
기), 152면 이하가 있다. 반면 朴致奉, “원물반환을 청구취지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소
송에서 가액배상판결을 할 수 있는가?”, 裁判과 判例 11집(2002), 59면 이하는 이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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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5. 15. 선고 97다58316 결(集 46권 1집 민365;公 1998상, 1627)은, 채권자

가 수익자를 상 로 하여 원물반환을 명하는 확정 결을 받았으나, 그 확정 결 

당시에 이미 수익자가 목 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 로 다시 가액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견으로는 [12] 결의 결론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사해행  취소의 효과로

서 인정되는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은 실체법상으로나 소송법상으로 별개로 다루

어져야 한다.124)  결은 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결(공2001상, 

623)을 그 근거로서 인용하고 있는데, 이 결은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

우에도 채권자가 스스로 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

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 다. 그러나 이 결의 시

만을 가지고 원물반환인가 가액배상인가를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가액배상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는 

등,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의 법률효과는 다른 채권자들에 한 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와 같은 경우에는 원물반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를 인정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불리한 경우일 뿐인데, 이러한 경

우에 채권자가 원물반환을 고집한다면 구태여 이를 허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고 생각할 수도 있다.125) 그 다면 이러한 경우에 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면 채

권자가 다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원물반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원물반환청구권 자체가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소멸되고 그 신 가액배상청구권이 발생하 다고 보아, 가액배상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원래 감수하고자 하

던 험보다 더 큰 험이 실 된 것이므로, 이러한 험까지 감수하라고 할 

이유는 없다. 상 결은 원물반환을 명하는 승소 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어

떠한 사유로 원물반환의 목 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상회

124) 따라서 당사자가 원물반환만을 청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점에 관하여 
법원에게 석명의무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에 관하여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관한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
체 판결(集 43권 2집 민12;公 1995하, 2583) 및 이 판결의 해설인 尹眞秀, “土地賃借
人의 買受請求權行使와 法院의 釋明義務”, 人權과 正義(1996. 4.), 123면 이하 참조.

125)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채권자가 원물반환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석
명하여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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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나, 그 이유를 알 수 없

다. 가령 원물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정이 발생하 다면 채권자로서는 원물반환청구를 가액반환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126) 그런데 승소 결 확정 후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가액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설사 가액배상청구와 원물반환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

물반환을 명하는 결 확정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기 력

의 표 시 이후에 발생한 사실로서 기 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결(공보불게재); 2006. 3. 10. 선고 2005다

55411 결(공보불게재)은, 부동산소유권이 등기를 명하는 결이 확정된 후 

는 그 결확정과 동시에 그 집행이 불능한 것이 되어 별소(別訴)로 그 보배상

을 구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며, 이는 부동산소유권이 등기 말소청구권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Ⅸ. 契約의 成立

1. 아 트 分讓廣告가 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있는 범

여기서 다룰 [13] 결과 아래에서 살펴볼 [14] 결은 모두 계약의 당사자가 

표명하기는 하 으나 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13] 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결(公 2007하, 

972)은, 아 트 분양 고의 내용 가운데 어느 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쟁 이 많

았으나, 의 쟁 에 하여는 다음이 문제되었다. 즉 소외 회사127)는 다음과 같

이 으로 아 트 분양 고를 하 다. 즉 이 사건 아 트 단지 내에서 게르

마늄 성분을 포함한 온천이 개발되고,  아 트의 거실바닥재를 단풍나무 원목 

126)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公 2005하, 1039)은, 최초의 원물반환청
구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내에 있었으면, 제척기간 경과 후에 가액배상으로 청
구취지를 변경하여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12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그 후 피고가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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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로 시공하며, 아 트 단지 내에 풍성한 유실수를 식재하고 테마공원을 설

치하여 쾌 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일산에서 을 연결하는 4차선 도로가 

2001년까지 8차선으로 확장되며, 이 사건 아 트에 인 하여 서울 학교가 이

할 정이고, 소외 회사가 국 유명 콘도  휴양시설과 제휴하여 입주자들이 

구나 콘도 회원으로서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문산↔용산을 연결하는 경의선 

철의 복선화가 이루어져 편리한 교통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회사로부터 아 트를 공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인데,  분양

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 12. 7. 선고 2004나22577, 2004나22584, 2004나

22591 결128)은, 와 같은 고내용은 이른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고

내용이 바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당사자가 그 후 청약 

 승낙의 과정을 통하여 그 고내용을 계약의 목 으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는 경우에 비로소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데,  분양계약에는 원고

들이 주장하는 와 같은 고에 부합하는 아 트만을 공 하기로 한다는 의사

의 합치에 한 부분을 찾아 볼 수 없어서  고내용을 곧바로 이 사건 아

트에 한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채

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와 같은 고가 허 사

실의 고지에 의한 기망행 에 해당한다고 하여129) 불법행 를 이유로 하는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 다.

 결에 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고하 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결을 기환송하 다. 즉 상가나 아 트의 분양 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

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한 것이 일반 이지만,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 규모 아 트단지의 거래사례에 있어서 분양계약서에는 동⋅호수⋅평

형⋅입주 정일⋅ 지 방법과 시기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의 목

물인 아 트  그 부 시설의 외형⋅재질⋅구조  실내장식 등에 하여 구체

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나, 분양계약의 목 물인 아 트

에 한 외형⋅재질 등이 제 로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128) 미공간. glaw.scourt.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129) 다만 콘도회원권 부분 및 전철복선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닥재 부분에 관하여도 일부 원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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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분양 고의 내용, 모델하우

스의 조건 는 그 무렵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행한 설명 등이 비록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조건 는 설명  구체  거래조건, 즉 아 트의 외

형⋅재질 등에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항에 한 한 수분양자들은 이

를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분양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므로, 분양계약시에 달리 이의를 유보하 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

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  

합의가 있었다고 이 상당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분양계약서에는 아 트의 외형⋅재질에 하여 별다른 내용이 없

어  분양계약서는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분양

계약은 목 물의 외형⋅재질 등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각종 인쇄물에 의하

여 구체화될 것을 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고 내용  도

로확장  서울  이  고, 철복선화에 한 고는 이 사건 아 트의 외형

⋅재질과 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 입

장에서 분양자인 소외 회사가 그 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 할 수 없는 것들

이므로 허 ⋅과장 고라는 에서 그 고로 인하여 불법행 가 성립됨은 별

론으로 하고 그 고 내용이 그 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겠

지만,130) 이와 달리 온천 고, 바닥재(원목마루) 고, 유실수단지 고  테마

공원 고는 이 사건 아 트의 외형⋅재질 등에 한 것으로서, 그리고 콘도회원

권 고는 아 트에 한 것은 아니지만 부 시설에 하는 것이고 한 이행 

가능하다는 에서, 각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하여 이러한 사항이 계약 내용

이 아니라고 한 원심 결은 법하다고 하 다.131) 이외에 법원은  아 트 

근처에 규모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도 고지의무 반에 의한 

기망행 에 해당한다고 단하 다.

일반 으로 고는 이 결이 설시하는 것처럼 청약 그 자체는 아니고,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고가 있었

130) 이 부분에 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시인하였다.
131) 대법원은 이들에 관하여는 그 광고 내용들이 모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어서 

계약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는 이상, 그 광고 내용들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아니함
을 전제로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도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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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은 계약 체결의 경  내지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사정으로서, 계약의 해석

에 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이다.132) 유럽계약법원칙(PECL) 제6:101조 제2

항은, “당사자  일방이 작업  공 자로서 용역이나 물품 기타 재산의 질이나 

이용에 한 정보를 그것의 매활동이나 선 을 하는 과정에서 는 다른 방식

으로 계약의 체결 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언명은 계약상 의무를 발생시킨

다. 다만 상 방이 그 언명이 부정확함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음이 증명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133) 그러나 고의 모든 내용이 계약

의 내용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구별 기 이 필요하다.

례는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 계약의 청약 그 자체라

고는 할 수 없지만, 아 트 분양계약서상 공유 지 표기란이 공란이었다 하더라

도 분양계약자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아 트에 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유 지면 에 하여는 분양공고의 내용을 계약내용의 일부로 흡수시키기로 

하는 묵시 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시한 반면,134) 상가를 분

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 하고 문경 인에 의한 탁경

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고를 하고, 분

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고내용을 계약상 방에게 설명하 더라도, 체결된 분양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등에 비추어 볼 때 와 같은 고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으

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 다.135)136)

이 에 하여 학설상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다. 즉 분양건물의 자재나 시설

132) 김상중, “상품의 표시⋅광고와 계약의 내용”, 서강법학 제8호(2006), 6면 이하 참조. 
安正鎬, “아파트 分讓公告보다 共有垈地面積이 減少된 경우의 法律關係”, 民事判例硏

究 XXI (1999), 224면 이하는 일반 분양광고의 경우에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내용대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으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입주
자모집공고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의 청약 그 자체라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지만, 
분양계약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계약 체결의 경위 내지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계약 해석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尹眞秀, 
民法論攷 Ⅰ(註 28), 250면 이하 참조. 또한 魏啓贊, “독일 매매계약법상 광고와 물건
의 하자”, 民事法學 제38호(2007), 463면 이하는 광고와 물건이 다른 경우 하자가 인
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133) 이는 덴마크 법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김상중(註 132), 10면 註 33) 참조.
13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集 44권 2집 민355;公 1997상, 288).
135)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公 2001하, 1449). 
136) 기타 하급심 판례를 포함한 판례들의 분석에 관하여는 김상중(註 132), 1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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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한 고와 같이 그 고내용이 계약목 물에 한 사실  요소로서 그 

실  여부가 분양사업자의 리⋅지배 역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분양상가의 수

익률에 한 고와 같이 그 내용 자체가 장래의 망이나 평가에 한 사정이

고 그 실  여부 역시 분양사업자 아닌 제3자 는 시장경기 상황 등에 의존하

는 등 분양사업자의 지배 역 밖에 놓여 있는지가 해석에 향을 주며, 한 

고내용의 구체성 는 계약내용에 미치는 향의 정도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다.137)

이 사건 결은 이 에 하여 두 가지의 기 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첫째, 고된 내용이 계약상 그것이 락되면 완결된 계약이라고 볼 수 없

을 정도로 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둘째, 사회 통념상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인가 아닌가. 양자가 반드시 별도의 독립된 기 이라

고는 볼 수 없고, 양자는 많은 경우 표리의 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 이외에

도 그 고의 문언, 컨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 인가, 단순한 측인가, 유보

를 달았는가 하는 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投資信託運用計劃書의 契約으로서의 拘束力

[14] 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결(公 2007하, 1521)에서는 증권투

자신탁138)에서 탁회사가 투자신탁운용계획서와 달리 투자한 것이 문제되었다.

이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증권투자신탁 운용업무 등을 목 으로 

하는 회사로서 삼성증권과 수익증권 탁 매계약을 맺었는데, 삼성증권은 원고

(비씨카드 주식회사)에게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한빛 기공사채 투자신탁운용계

획’이라는 서류를 교부하면서 피고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 다. 
 운용계획에는 펀드구성  국공채, 일정 등  이상의 회사채  융기 채와 

기업어음(CP), CD, 정기 , 발행어음을 상으로 투자하면 상수익률이 최  

7.29%, 최고 12.91%로 계산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그에 따

라 피고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수하 는데, 그 계약에 용되는 약 에는 채

권  사모사채의 경우에는 신용평가 문기 의 평가등 이 A등  이상인 것에 

투자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그 외의 투자상품에 하여는 신용평가등 에 

137) 김상중(註 132), 13-14면.
138) 증권투자신탁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예컨대 김태병, “투자신탁 판매회사의 환매책

임”, 스티스 제84호(2005. 4.), 99면 이하 참조.



尹 眞 秀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1호 : 315～405366

따른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  없었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운용계획에 표

시된 등 에 미달하는 우그룹 련 어음을 편입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

해를 입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 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 8. 25. 선고 2002나26919 결139)은,  운용계획

서는 약 내용을 보충하고 구체화한 당사자간의 개별약정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

이에서 기속력을 가지는데 피고가 이에 반하 다는 원고의 주장에 하여는, 
 운용계획서는 작성 당시 견할 수 있었던 제반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향후의 

펀드운용에 한 계획을 나타내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매회사인 

삼성증권을 통하여 수익자인 원고에게 달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

와 수익자 간의 개별약정의 내용이 되어 피고에게 기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 다.
그리고 피고가  운용계획서만 교부하고 약 이나 투자설명서는 교부하지 아

니함으로써 원고는 자세한 운용계획을  모른 상태에서  운용계획서에 기

재된 로 신탁재산이 운용될 것으로만 믿고 이 사건 투자에 나아갔으므로 피고

는  법률이 정한 투자가입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를 반하 다는 원고의 

주장에 하여는, 스스로 여신 문 융기 에 속하는 원고가 수익증권을 매수하

면서 이 사건 펀드에 용될 약 이나 투자신탁설명서의 존재나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로서는  운용계획서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

어 투자 상에 한 기술에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운용계획서에 기재된 로 투자 상이 한정될 것인지를 피

고에게 구체 으로 확인하지도 아니하 으므로, 피고가 투자가입단계에서의 투자

자보호의무를 반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 다.140)

그러나 법원은 원심 결을 기환송하 다. 우선 운용계획서는 기속력을 가

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하여는 원심의 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투자

자보호의무 반 부분에 하여는 원심 결이 잘못이라고 하 다. 즉 탁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종목이나 상 등에 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가 합리 인 투자 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

무가 있는데, 탁회사가 투자 상에 하여 오해를 생기게 하는 표시 등을 하고

139) 미공간. glaw.scourt.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140) 그 외에 나머지 판단 부분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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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투자자가 당해 거래에 수반하는 험성이나 

투자내용에 하여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장애를 래하도록 잘못된 정보

를 제공한 경우에는, 투자자의 신뢰에 배되는 행 를 함으로써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운용계획서가 펀드구성의 투자

상으로 일정한 등 의 국공채, 회사채, 융기 채  기업어음 등을 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록 약 에는 투자 상인 기업어음에 하여 신용평

가등 에 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은 사정을 제 로 알려

주지 않음에 따라, 투자자인 원고로서는 향후 피고가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에서 수익률 산정의 근거로 제시한 투자

상인 일정 등  이상의 기업어음에 투자하리라는 신뢰 내지 기 를 가지게 되

었고, 따라서 피고는 매회사인 삼성증권을 통하여 기업어음 투자 등 에 하

여 약 과 달리 기재된 이 사건 운용계획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인 원고가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데 수반하는 험

성이나 투자내용에 하여 정확한 인식을 형성하지 못하는 데 요한 원인을 제

공하 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정확한 정보에 기 한 합리 인 투자 단을 할 

수 없도록 하 는바, 그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한 원고를 보호하기 하여, 향

후 이 사건 펀드를 운용하면서 원고 이외의 다른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비롯하여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 인 사정이 없다면 가능한 한 이 사

건 운용계획서에서 명시한 일정 등  이상의 기업어음을 매입할 필요가 있고, 만

약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 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뢰를 버리

고 이와 달리 운용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 다면 투자자 보호를 하여 그로 인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결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우선 피고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반하 다는 것인지, 아니면 

운용계획서에서 명시한 일정 등  이상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지 않은 것이 의무

반이라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141) 그러나 그 어느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앞에

서 운용계획서의 구속력을 부정한 것과는 조화되지 않는다.
기본 으로 이 사건에서의 문제의 핵심은, 피고가 운용계획서에서 명시한 등  

이상의 기업어음만을 편드에 편입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의

141) 원심은 대우그룹 관련 기업들의 어음을 이 사건 펀드에 편입시킨 것이 피고의 선관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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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정된다면 따로 계약체결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의무 반을 따질 필요는 

없다. 반면 그러한 의무가 부정된다면, 피고가 일정 등  이하의 기업어음을 펀

드에 편입하 다 하여도 이는 법하지 않은, 허용되는 행 이므로, 펀드의 운용

방법이 매우 이례 이어서 투자자에게 그 운용방법에 하여 특별히 설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 으로는 이에 하여 따로 설명의무가 문

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론으로는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

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

탁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

인 투자 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142) 이러

한 투자에 따르는 험이란 투자에 본질 으로 내재하는 것이고, 투자신탁회사가 

그 종목에 따른 그 투자 험의 정도 자체에 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피고로

서는 그러한 험에 하여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러한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의 조치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의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등  이상의 

기업어음에 투자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경

우에는 계약상 피고가 그러한 기업어음에 투자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요하지, 
따로 이러한 어음에 투자할 것인지 아닌지에 하여 설명할 의무가 문제되는 것

은 아니다. 다시 말하여 피고가 특정 어음에 투자할 것인가 아닌가는 주된 부

의무에 속하는 문제이고, 이와는 별개의 보호의무 내지 설명의무의 상이 될 성

질은 아닌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의 보호의무 반이라고 본 은, 피고가 단순히 설

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어음 투자 등 에 하여 약 과 달리 기

재된 이 사건 운용계획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 다는 

에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운용계획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따로 보호

의무를 반하 는가 하는 은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고, 문제는 피고가 운용계

획서를 교부한 것을 법 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이다.
그런데  [13] 결에 한 분석에서 언 한 것처럼, 계약 당사자가 상 방에

게 알려  내용이 계약 당사자가 이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상 방이 그

러한 당사자의 주장을 믿었고,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러한 

당사자의 주장은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 종래 법률행 의 해석에서 말하

14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公 2003하, 16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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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른바 規範的 解釋(normative Auslegung)이란 이를 의미한다.143) 따라서 당사

자가 그러한 주장과 달리 행동하 다면 이는 바로 계약상 이행의무의 반인 것

이지, 별도로 보호의무 내지 설명의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반 로 원

고의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정당한 이유가 없는 원고의 믿음은 따로 보호의무에 의한 보호의 상도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결이 앞에서 운용계획서의 구속력을 부

정하면서 뒤에서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후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는 원고가 원심에서부터 운용계획서 자체가 약 과는 다른 개별약정이라고 주장

하 는데, 이 주장을 배척한 것이고, 이와 함께 계약 당사자의 다른 설명과 결합

하여 운용계획서의 기재사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배척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결국 운용계획서에 기재된 것이 계약의 

내용이라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운용계획서의 기재사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면 그 에 하여 명확히 단하 어야 할 것이다.144)

다른 한편 이 사건 원고는 여신 문 융기 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신 문 융기 에 하여도 보호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성

이 있는가 하는 도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원심은, 스스로 여신 문

융기 에 속하는 원고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펀드에 용될 약

이나 투자신탁설명서의 존재나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로서

는  운용계획서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투자 상에 한 기술에 기속력

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이러

143) 尹眞秀, 民法論攷 Ⅰ(註 28), 229면 이하 참조. 필자는 이를 주관적 해석의 한 경우로
서, 일방의 의사는 객관적 해석에 합치하는데 다른 일방의 의사는 객관적 해석에 합
치하지 않는 경우로 설명한다. 위 책 263면 이하 참조.

144) 종래 대법원의 실무에서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더라도 당사자가 상고이
유로 이를 다투지 않으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조사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31조를 근거로 하여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절차법 
위반에 한정되고, 실체법 위반에 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尹眞秀, “借名貸出을 둘러싼 法律問題”, 民事裁判의 諸問題 제15권(註 50)(2006), 167
면; 註釋 新民事訴訟法(Ⅵ)(2004), 280-281면, 490-492면, 511-522면(姜溶鉉)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운용계약서가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러한 취지도 포함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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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심 단이 잘못이라고 하 다. 그런데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

어 그로부터 1년 6월 후에 시행될 된 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한 법률 제47
조는 융투자업자는 문투자자 아닌 일반투자자에게만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Ⅹ. 賃貸借

1. 임 인의 임차인에 한 단 ⋅단수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

[15] 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결145)은, 임 인의 임차인에 한 

단 ⋅단수조치가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시하

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흥주 을 운 하려는 C와 E에게 각각 자기가 

경 하는 호텔의 일부를 임 하여 주었는데, 그 임 차계약에는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 인이 임 차계약을 해지하고, 단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임차인들이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

하자 피고인은 임 차계약을 해지하고 단 ⋅단수조치를 취하 고, 이것이 임차

인들에 하여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유로 기소된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은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단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임 차계약조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운 하던 유흥주 에 해 단 ⋅단수조치

를 취하 고,  피고인은 그 당시  각 행 가 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하 다

고 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행 를 법하지 아니한 것으

로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

다. 그러나 법원은 임차인 E에 한 부분은 그 결론에 있어 수 할 수 있으

나, 피해자 C에 한 부분은 수 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 부분을 기환송하 다.

법원은, 임 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임차인으로 하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강요하기 한 수단으로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임차물에 하여 일방 으로 

단 ⋅단수조치를 함에 있어 자신의 행 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146) 

145) 미공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판례속보난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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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에 한 단 ⋅단수조치의 경우, 약정 임 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임 차보증 도 연체차임 등으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한 상태에서 업을 하고 

있는 주 이 월 1,000만원씩의 차임지 을 연체하고 있어 약정 임 차기간 만료 

부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약정 임 차기간 만료 후에는 2회에 걸쳐 

연체차임의 지 을 최고함과 아울러 단 ⋅단수조치를 고한 후에 1회의 단

⋅단수조치를 한 것인바,  피고인의 행 는 자신의 궁박한 상황147)에서 임차인

의 부당한 의무 불이행에 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합리

인 범 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동기와 목 ,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법성이 결여된 행 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 다. 

그러나 임차인 C의 경우, 약정 임 차기간이 7 내지 9개월 이상 남아 있고, 

임 차보증 이 7,000만 원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업을 

하고 있는 주 이 월 300만 원씩의 차임지  등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단 ⋅단수조치의 경고만을 한 후에 2회에 걸쳐 단 ⋅단수

조치를 한 것은 비록 피고인 자신의 궁박한 상황에서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임

차인의 권리를 합리 인 범 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법성이 결여된 행 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와 같은 사정 하에서 자

신의 행 가 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

다고 하 다.148)

146)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147)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임차인들의 차임연체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대출금과 세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경매실행 예정통지서를 받았고, 관할 구청장으
로부터 2004. 6. 16.경 ‘압류 및 공매 예고통지서’를 받았으며, 마침내 2005. 4.경 위 
호텔을 처분하였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곤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148) 그러나 임차인 C의 아들이 유흥주점에 대한 휴업신고를 한 후의 단전⋅단수조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판결(公 
1995하, 2690)은 백화점 입주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면서 매장 내의 기존의 전기시설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
함으로써 화재위험이 높아 백화점 경영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득이 단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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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임 인이 임차인에 하여 단 ⋅단수조치를 취하는 것이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149) 이는 임 인의 민사

상 손해배상책임 문제와도 직결된다. 종 의 례 가운데 이 결이 인용하고 있

는 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결150)은, 임 차계약서에 차임, 리

비의 연체 등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임 인이 임차인에게 단 조치 등을 요

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차임이나 리비를 단 1회도 연체한 

이 없는데, 임 차계약의 종료 후 임 료와 리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갱신계

약 여부에 한 의사표시나 명도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료일

로부터 16일 만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하여 단 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행 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 다.

이 에 하여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집합건물의 리단 규약에 의한 구분소

유자에 한 단 ⋅단수조치가 법한가 하는 이다. 례는,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리단 규약에서 정한 업종 수의무를 반할 경우 단 ⋅단수 등 제

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리단 규약에 의하여 단 ⋅단수조치가 행해진 

경우에 하여,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된다거나 구분소유

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 인 범 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

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 념상 히 타

당성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

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리단 규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단

⋅단수조치는 허용된다는 취지로 시하 다.151)

이 문제에 하여는 학설상 논의가 많지 않으나, 임 인의 임차인에 한 단

치를 취하였다면, 그 단전조치 당시 보호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등 건물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149) 서보학, “단전⋅단수조치와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人權과 正義 제358호(2006. 6.), 
53면 이하에 소개된 각급법원의 판례 참조.

150) 미공간. 법고을 LX에서 검색할 수 있다.
151)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公 2004상, 961). 다만 이 판결은 “공동주

택과는 달리 상가에 대한 단전 등의 조치는 구분소유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적
고 단지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만을 가져오는 것이며”라고 하여 공
동주택과 상가의 경우를 달리 볼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공 2004하, 1615)은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
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
치는 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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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조치는 허용되지 않는 자력구제이고,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 에도 해

당하지 아니하며,  단 ⋅단수조치를 허용하는 임 차계약의 조항은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

다.152) 독일의 례나 학설도 임차인이 차임 등의 연체에 빠지더라도 난방이나 

에 지 등의 공 을 단하는 것은 지된 자력구제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다.153)

상 결은 무엇을 기 으로 하여 단 ⋅단수조치의 법성 여부를 단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임차인의 보증 이 남아 있는 상

황에서는 임 인의 단 ⋅단수조치가 법한 것이 된 반면, 임차인의 보증 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 인의 단 ⋅단수조치가 법한 것으로 된 셈이다. 그

러나 이 사건 임 차계약에는 단 ⋅단수조치의 근거조항이 있는데, 법원은 

결 이유에서 이 을 무죄의 이유로 특별히 들고 있지 않고, 다만 그 동기와 목

,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법성이 결여된 행 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 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만 하고 있다.154)

생각건  다른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임 인의 임차인에 한 단 ⋅단수조

치는 임 차가 종료한 후라도 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법률상 원

칙 으로 허용되지 않는 자력구제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155) 다만 임 차계약

상 그와 같은 단 ⋅단수조치의 근거가 있다면, 그러한 약정이 공서양속 반으

로서 무효가 아닌 한 원칙 으로 유효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단 ⋅단수조치는 

152) 서보학(註 149), 55면 이하.
153) Staudinger/Bund, Neubearbeitung 2000, §858 Rdnr. 53 및 그곳에 소개된 판례 참조. 

그러나 MünchKomm/Joost, §858 RdNr. 6은 임대인이 대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요금
을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이 급부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한다.

154) 위 대법원 2006. 4. 27. 판결(註 151)은, 단전조치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근거가 있
다 하여도,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측이 단전조
치에 대해 즉각 항의하였다면 그 승낙은 이미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
시하였다.

155) 다만 임대인이 전기판매사업자나 수돗물 공급자를 대신해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요금징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단전⋅단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
지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보학(註 149), 63면 註 30) 참조. 金伸, “상가의 업종
제한위반행위에 대한 단전조치의 효력”, 判例硏究 16집(2005), 196-198면은 집합건물
의 관리단에 관하여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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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주택 임차인에 한 단 ⋅단수조치까지 허용할 것

인지는 좀더 검토를 요한다.156)

2. 未登記住  賃借人의 垈地換價代金에 한 優先辨濟權

주택임 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3항 등은 임차주택이 경매 는 

공매되는 경우 주택뿐만 아니라 그 지의 환가 에 하여도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결(集 44

권 1집 민627;公 1996하, 2180); 1999. 7. 23. 선고 99다25532 결(公 1999하, 

1740) 등은 주택과 지가 함께 경매된 경우뿐만 아니라 주택만이 경매된 경우

에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 다. 그러나 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39657 결(公 2001하, 2566)은,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 하여 제8

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부정하 다. 

그런데 [16] 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원합의체 결(公 2007하, 

1080)은 항요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 하여  2001. 

10. 30. 결을 변경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지의 환가 에 하여 우선변제

권이 인정된다고 하 다. 법원은 그 이유로서 항요건  확정일자를 갖춘 임

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같은 법 제3조의2  제8조가 미등

기 주택을 달리 취 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을 들면서, 이

와 달리 임차주택의 등기 여부에 따라 그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를 달리 해석

하는 것은 합리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용 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민법과 달리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

하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하 다.

종래  2001다39657 결에 하여는 이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었으나,157) 반

하는 견해도 지 않았다.158) 찬성하는 견해의 근거는, 주택임 차보호법의 우

156) 서보학(註 149), 63면 이하는 집합건물 중 상가의 경우에는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관리단규약이 유효하지만, 상가 등에서도 관리비가 아닌 ‘임대료’의 
연체를 이유로 한 단전⋅단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하는데, 임대료는 공동의 이
익보호나 상가의 공동관리와는 관련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단순 채권채무 관계
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金伸(註 155), 198면 이하는 집합건물 중 주택이 
아닌 상가의 경우에도 단전⋅단수조치는 전기⋅수도요금 미납을 이유로 하는 것 외
에는 규약에 근거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57) 윤경, “未登記住宅賃借人의 優先辨濟權”, Jurist 383號(2002. 8.), 59면 이하; 金聖洙, 
“未登記住宅 賃借人의 優先辨濟權”, 裁判과 判例 12집(2004), 49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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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변제권은 배당을 제로 하여 다른 채권자와의 우열 계를 규정하는 것이어서, 

경매 차나 공매 차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인데, 미등기주택의 경우에는 애당  

경매 차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의 의미가 없고, 주택임 차보호법의 

규정들도 등기된 건물이 경매 차에 들어가게 됨을 제로 한 규정들이며, 미등

기주택의 임차인에게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면 지의 근 당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고, 경매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임차인에게 항력만을 인정

하더라도 임차인의 보호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반 하는 견해는, 주택임 차보호법의 규정이 반드시 등기된 건물만을 

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등기주택과 미등기주택을 차별할 이유가 

없으며, 주택임 차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임차인 보호에 있다는   당권자

의 보호 문제도 미등기 주택이라고 하여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등을 

근거로 내세운다.

생각건  이 문제에 하여는 두 견해가 모두 주장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

나 주택임 차보호법이 기본 으로 거래의 안 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주거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는 을 생각한다면 우선변제권 정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159) 법문상으로도 우선변제권은 등기된 주택에 한한다는 

근거가 없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그 

후문에서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한 경매신청의 등기 에’ 항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

는 것처럼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이는  원합의체 결이 설명하고 있는 것

처럼 소액보증 을 배당받을 목 으로 배당 차에 임박하여 가장 임차인을 조

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하여 소액임차인의 항요건의 구비시기를 제한하

는 취지이지, 반드시 임차주택과 지를 함께 경매하여 임차주택 자체에 경매신

158) 朴昶秀, “垈地의 경매와 未登記 住宅 賃借人의 配當 : 사례를 중심으로”, 法曹(2005. 
4.), 159면 이하; 황병하, “不動産競賣에 있어서 賃借保證金 配當에 관한 몇 가지 문
제”, 스티스 제96호(2007. 2.), 116면 이하 등.

159) 이 판결을 지지하는 재판연구관의 해설로는 池泳暖, “미등기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
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그 주택 대지환가대금에 대한 우
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례해설 제68호(2007년상), 180면 이하
가 있다. 또한 金相潤, “未登記住宅 賃借人의 垈地換價代金에 대한 優先辨濟權 行使 
可否”, 裁判과 判例 제16집(2007), 237면 이하; 홍승면, “미등기주택의 임차인이 대지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판례연구회 2007. 11. 
발표 원고도 이 판결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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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등기가 되어야 한다거나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로 제

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Ⅺ. 不當利得

[17] 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결(公 2007하, 2031)에서는 원

고가 착오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잘못 송 하 다가 그 수취인의 계좌가 있는 

은행을 상 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

의 사실 계는 체로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피고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

래하고 있던 , 2006. 7. 10. 다른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A 회사에게 물

품 을 지 하기 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송 하려고 하 으나 원고 직원의 

잘못으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원고와 거래 계가 있었으나 그 후 폐업한 

B 회사의 피고 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17,550,000원의 송 을 의뢰하 고, 피고 

은행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B 회사 계좌의 원장에 동액 상당의 입 기장을 

하는 방법으로 17,550,000원을 송 하 다. 그런데 피고 은행은 원고의  송  

이 에 출 연체를 이유로 B 회사의  계좌에 하여 지 정지를 한 상태

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이 이 에 건강보험료  고용  

산재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각 B 회사가 피고 은행에 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한 상태 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 은행에 하여는 피고 은행이  송 액 상당의 부당이

득을 얻었다고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한편, 나머지 피고들에 하여는 피고 은

행에 한 채권은 채권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의 소

를 제기하 다.

원심인 서울 앙지법 2007. 6. 29. 선고 2007나1196 결(각공 2007, 1585)은, 

피고 은행에 한 청구에 하여는, 송 의뢰인에 의한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

체에 한 법률 계는 수취은행이 사 에 포 으로 계좌이체에 의한 송 액의 

입 기장을 승낙하고, 수취인 한 사 에 포 으로 그 입 기장을 승낙하여 

송 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있는 경우 그로써 수취인의 수취은행

에 한 채권을 성립하게 하는 것이지만, 와 같은 사 의 포 인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제한 인 것이라 할 수 없고, 수취인이 계좌이체에 의한 송 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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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  원인이 있을 경우를 제로 한 것이라 함이 

계약의 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  해석이므로, 송 의뢰

인이 수취인 계좌로 일정 액에 한 계좌이체를 하 으나 수취인과 송 의뢰

인 사이에  액 송 에 해당하는 법률  원인 계가 없는 경우, 수취인은 정

당한 수취인이 될 수 있는 법률  원인을 결한 경우로서 수취은행에 하여 그

에 기한 채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하 다. 

그러나 제3자이의의 소에 하여는,  피고들의 각 압류집행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상으로 한 압류집행에 불과하여, 송 의뢰인인 원고가 수취은행인 피고 

은행에 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출 된 액 상당의 이득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권을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수취인인 B 회사의 피고 은행에 한 

채권에 하여 직 으로 소유권을 가지거나 는  채권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 다.

 결에 하여는 피고 은행만이 상고를 제기하 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

은 이유로 피고 은행의 부당이득을 부정하여 원심 결을 기하 다. 즉 계좌이

체는 은행간  은행 포간의 송 차를 통하여 렴한 비용으로 안 하고 신

속하게 자 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 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하여 그 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 이동의 원인인 법률 계의 

존부, 내용 등에 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으므로, 으로 

계좌송  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원장에 입 의 기록이 된 때에 

이 된다고 거래기본약 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계약의 성립여부를 송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 계

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 다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 의뢰인이 수취인의 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 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 액 상당의 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하여  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며, 송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 계가 존재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 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

한 경우에는, 송 의뢰인은 수취인에 하여  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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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160)161)  

우선 이러한 경우에 B 회사와 피고 은행과의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 는가

가 문제로 된다. 이 에 하여는 법원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은행과 그 

고객 사이에 용되는 거래기본약  제7조는, 으로 계좌송 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경우는 원장에 입 기장을 마친 때에 각 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62) 그러므로 피고 은행이 B 회사 계좌의 원장에 입 기장을 마친 후

에는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에 하여 원심 

결은, 송 의뢰인이 수취인 계좌로 일정 액에 한 계좌이체를 하 으나, 수

취인과 송 의뢰인 사이에  액 송 에 해당하는 법률  원인 계가 없는 경

우에는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하여 채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수

취은행과 수취인 사이의 계약의 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합

리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말하자면 계약의 보충  해석(ergänzende 

Auslegung)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이러한 해석이 당사자들의 가상  의

사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163) 이러한 경우에 가령 수취은행으로서는 송

160) 이 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미공간. 
glaw.scourt.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도, 계좌이체에 있어서는 계좌이체의뢰인의 자금
이체지시에 따라 지급은행(송금인으로부터 송금을 의뢰받은 은행) 및 수취은행을 통
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이체자금이 계좌이체되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
관계가 성립하고, 비록 계좌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
률관계가 당초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법률관계가 사후에 일정한 사유로 소
멸하게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원인관계의 흠결은 계좌이체의 
효력이나 계좌이체로 말미암아 형성된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전주지법 2005. 9. 1. 선고 2005나1585 
판결(각공 2005하, 1745)은 이러한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가
지고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한 것은 유효하다고 하였다. 

161) 日本 最高裁判所 1996 (平成 8). 4. 26. 판결(民集 50卷 5号 1267頁)은 거의 이 판결
과 같은 사안에서 대체로 이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일본에서의 논의에 대
하여 지적해 준 대법원 김형두 재판연구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162) 이 사건 거래가 있은 후인 2007. 1. 1.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2006. 4. 28. 법률 
제7929호) 제13조 제1호는, 이 사건과 같은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의 지급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
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지급의 효력이 발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63) 森田宏樹, “振込取引の法的構造”, 中田裕康⋅道垣內弘人 編, 金融取引と民法法理(2000), 
130면은 이러한 취지의 일본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계약의 해석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
지는 것은 실제로는 각각의 논자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관계자간의 이익형량일 뿐이
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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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어떤 법률 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부담을 

질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다.164) 따라서 송 의뢰인으로서는 수취인에 하여

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수취은행에 하여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론 으로는 그 근거를  결과 같이 수취은행이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설명하기보다는, 송 의뢰로 인한 부 계는 송 의뢰인과 수

취인 사이에서만 성립하 으므로 그 부의 원인 결여로 인한 부당이득(이른바 

부부당이득)도 송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서만 성립한다고 설명하는 편이 더 

간명했을 것이다.165) 

이러한 해결 방법은 수취인의 무자력의 험을 송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는 하지만,166) 다른 이해 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송 의뢰인의 보호

를 하여 가능한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건에 있

어서처럼 수취인의 을 제3자가 압류하 다거나, 는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한 채권을 가지고 수취인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등 제3자가 이해 계를 맺

을 때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도 송 의뢰인의 수취인에 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日本 最高裁判所 1996. 4. 26. 결(註 161)은, 송 의뢰인이 수

취인에 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취인이 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하여, 송 의뢰인이 수취인의 압류채권자를 

164) 국내의 학설 가운데에는 독일의 학설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는 자금 이체에 대하여
는 수취인이 수취은행의 입금기장을 거절할 권리(입금기장 거절권)가 있고, 이러한 권
리는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서 기초를 찾을 수 있다고 하
는 견해가 있다. 정대익, “타인의 계좌 또는 지정하지 않은 수취인계좌로 이루어진 
지급이체의 법률문제”, 比 私法 제11권 4호(下)(2004), 276면 이하 참조. 이 또한 비
슷한 발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수취
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의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수취인의 예금에 대하여 제3자가 이해관계
를 가질 때에는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165) 金炯錫(註 3), 308-309면도 같은 취지이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하여 민사실무연구회에
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송금의뢰인과 지급은행, 지급은행과 수취은행 사이에 각 별도
의 계약관계가 존재하므로(이 사건은 지급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은행이었다), 송금의
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있
었다. 그러나 이러한 송금의뢰인과 지급은행, 지급은행과 수취은행 사이의 계약관계
의 존재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
는 것은 아니다. 지급은행이나 수취은행은 송금의뢰인의 이행보조자라는 지위에 있다
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166) 송금의뢰인으로서는 수취인의 예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尹 眞 秀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1호 : 315～405380

상 로 하여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67) 그러나 다른 한편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 하여는, 日本 名古屋高等裁判所 

2005 (平成 17). 3. 17. 결(金融法務事情 1745号 34頁), 東京地方裁判所 2005 

(平成 17). 9. 26. 결(金融⋅商事判例 1226号 8頁) 등은 이유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송 의뢰인의 수취은행에 한 부당이득 청구를 인용하

다.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168)

이 문제는 결국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을 어떻게 형량할 것인가 하는 에 귀

착되는데, 송 의뢰인의 제3자 이의의 소를 허용하고, 수취은행의 수취인에 한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일본 하 심 례들의 바탕에 깔려 있는 기본 발상은, 수

취은행의 상계를 허용하거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상

하지 않았던 이익을 보유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에 있다

고 생각된다. 이 문제에 하여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ⅩⅡ. 不法行爲

1. 眺望利益 侵害로 인한 不法行爲의 成立要件

근래 이른바 眺望權 내지 眺望利益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조망이익이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 부터 

향유하고 있던 아름다운 조망이 타인의 토지 에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방해

받는 경우에 이를 법 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169)

이러한 조망이익이 어느 정도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하여, [18] 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결(公 2007하, 1135)은 다음과 같이 시하 다.

167) 이 사건의 제1, 2심은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제3자이의의 소
를 인용하였다.

168) 상세한 것은 森田宏樹(註 163) 참조. 최근의 하급심 판결례에 대하여는 예컨대 藤田
祥子, 法學硏究(慶應義塾大學) 79卷 10号(2006), 59면 이하 등 참조. 또한 독일과 프랑
스에서의 논의에 대하여는 金炯錫(註 3), 309면 註 35) 참조.

169) 배성호, “眺望利益의 法的 保護”, 人權과 正義 제356호(2006. 4.), 131면 참조. 다만 
여기서는 개인이 특정 장소에서 좋은 경치나 풍경을 향유할 수 있는 개인적 이익으
로서의 眺望利益과 객관화⋅광역화된 자연적⋅역사적⋅문화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경치나 풍경을 향유할 수 있는 景觀利益을 구분하고 있다.



2008. 3.] 2007년도 주요 民法 련 례 회고 381

첫째, 조망이익은 원칙 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요한 

목 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

어야 할 정도로 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 인 보호의 상

이 된다.

둘째, 조망이익이 법 인 보호의 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 가 사

법상 법한 가해행 로 평가되기 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 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상이 되는 경 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

조물의 체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치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  등 피

해건물의 상황, 주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 ⋅식당 등의 업과 같이 

경제  이익과 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

물의 치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건축⋅사용목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 ,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

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단하여야 한다.

셋째, 조망의 상과 그에 한 조망의 이익을 리는 건물 사이에 타인 소유

의 토지가 있지만 그 토지 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결과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 던 경우, 그 

타인은 자신의 토지에 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그 토지 에 건물을 건

축할 수 있고, 그 건물 신축이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에 의하여 정해

진 지역의 용도에 부합하고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에 한 건축 계법규에 어

나지 않으며 조망 향수자가 리던 조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해의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닌 한 인 한 토지에서 조망의 이익

을 리던 자라도 이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수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3나82275 결170)은, 한강

170) 미공간. glaw.scourt.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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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 건축되어 있던 10층 아 트의 주민들이 피고 회사가  아 트와 한강 사

이의 토지에 고층 아 트를 건축함으로 인하여 한강의 조망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 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구

분소유하는 아 트는 그 장소로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

고 있어 그 조망의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요성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의 고층 아 트 건축으로 인한  원

고들의 한강 조망의 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 으로 인용하는 수인한

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조망이익의 침해를 인정한 원심 결을 기

하 다.171) 

 결이 시하고 있는 기본 인 법  단은 종 의 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결(公 2004하, 1661)이 이미 밝혔던 바이고, 이 사건 결은 

이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2003다64602 결이 제시한 추상  기 이 구체  

사안에 어떻게 용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172) 나

아가 이러한 례는 체로 일본의 례와 궤를 같이 한다.173) 日本 最高裁判所 

2006 (平成 18). 3. 30. 결(民集 60-3, 948)은, 양호한 경 에 근 하는 지역 내

에 거주하여, 그 혜택을 일상 으로 향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景觀利益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 침해에 하여는 민법상의 불법행 가 성립하지

만, 건물의 건축이 제3자에 한 계에 있어서 경 이익의 법한 침해로 되는

가 하는 것은 피침해이익인 경 이익의 성질  내용, 당해 경 의 소재지의 지

역환경, 침해행 의 態樣, 정도, 침해의 경과 등을 종합 으로 고찰하여 단하여

야 하는데, 어느 행 가 경 이익에 한 법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하여

는, 그 침해 행 가 형벌법규나 행정법규의 규제에 반한다든지, 공서양속 반

171) 그 외에 대법원은, 일조 장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생
활이익별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 후 수인한도를 초
과하는 생활이익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를 다른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근거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
였다.

172) 이 판결에 대한 재판연구관의 해설인 徐敏錫, “조망이익의 침해가…”, 법원 례해설 

67호(註 10), 330-331면.
173) 일본 판례의 소개는 예컨대 崔義鎬, “일조ㆍ조망권과 관련한 일본에서의 논의 및 최

근 재판례의 분석”, 裁判資料 제111집 : 外國司法硏修論集 [26-下](2005), 111면 이하; 
徐敏錫(註 172), 282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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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침해행 의 태양이나 정도의 면에서 사회

으로 용인되는 행 로서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 어야 한다고 하여 당해 사건

에서의 법성을 부정하 다.174)

우리나라의 학설로서는 조망이익이나 경 이익은 특별한 법  근거가 없는 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없지는 않으나,175) 일반 인 견해는 조망이익

도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76) 그러나 그러한 경우 그 법  

구성은 어떠한지, 그 요건은 무엇인지에 하여는 아직까지 일반 인 합의가 존

재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나아가 이론상 조망이익의 침해가 불법행 로 될 수 있

다고 하더라도, 불법행 가 성립하는 범 는 컨  日照權과 비교하 을 때 

히 좁고,177) 재 우리나라나 일본의 례상 조망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

가 인정된 경우는 별로 없다. 그 이유는 조망이익은 일조권과는 달리 이를 인

정할 성문법상의 근거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일조권과 비교하여 생활에 실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각도에서는 특정인의 조망이

익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회  총효용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

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조권의 경우에는 사람이 다른 건물로 인하여 햇볕

을 쪼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일조권을 증 시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그 자체로는 사회 체 으로 보아 효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회 체 으로 볼 때 일조권 감소를 보상할 만한 충분한 다른 이

익이 있다면 불법행 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망이익의 경우

에는 어떤 사람이 리고 있던 조망이익이 다른 사람의 건물로 인하여 감소된다

고 하여도, 그만큼의 이익을 다른 사람이 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사회 체 으로 보아서 반드시 마이 스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용이하게 불

법행 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근처에서 비슷한 업을 함으로써 기존 업주가 손해를 입게 된다

174) 이 판결에 대하여는 예컨대 吉田克己, “景觀利益の侵害による不法行爲の成否”, ジュリ

スト No.1332, 平成18年度 重要判例解說(2007), 83면 이하 참조. 여기서는 이 판결이 
경관의 객관적 가치를 승인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한다.

175) 예컨대 전경운, “眺望權의 成立與否”, 比 私法 제12권 2호(2005), 1면 이하 참조.
176) 예컨대 배성호(註 169); 李東遠, “眺望權 侵害에 관한 判例의 動向”, 法曹(2005. 10.), 

237면 이하; 安京姬, “眺望權에 대한 小考”, 재산법연구 제23권 2호(2006), 165면 이
하 등.

177) 일조권에 관하여는 예컨대 이동원,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제
27호(2005), 25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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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불법행 가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왜냐 하면 이 경우에 기존 업주가 얻었던 이익 내지 그보

다 더 큰 이익을 다른 사람들이 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망이익의 경

우에도 사회의 체 인 조망이익 내지 다른 이익이 감소되는 경우에 비로소 불

법행 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2. 失火責任에 한 法律의 違憲性

[19] 헌법재 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헌법재 소공보 제131호 

931)은 ‘실화책임에 한 법률’은 헌법에 반된다고 하여 불합치결정을 선고하

고, 법원 기타 국가기 과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그 

용을 지하여야 한다고 하 다.

“民法 第750條의 規定은 失火의 경우에는 重大한 過失이 있을 때에 限하여 이

를 適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실화책임에 한 법률(실화책임법)에 하여는 일

본의 특유한 입법례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합리성이 없다는 비 이 많았으나, 종

의 헌법재 소와 법원은 모두  법률이 헌이 아니라고 하 다.178) 그러나 

 [19] 결정은 종 의 자신의 례를 변경하 다. 

 결정은 그 이유에서, 실화책임법은 불법행 에 한 과실책임주의원칙에 

한 외를 규정하여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

37조 제2항이 규정한 비례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는데,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한다는 실화책임법의 필요성과 입법

목 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 히 존속하지만, 실화  연소의 피해에 하여 실

화자의 책임을 부 부정하고 그 손실을 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

성과 구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입법목 을 달성하기 한 한 방법

이라고 볼 수 없으며, 민법 제765조에 의하여 실화자의 가혹한 부담을 합리 으

로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 실화자의 책임을 

부 부정하고 그 손실을 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실화피해자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입법목 상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많이 제한하는 것

이라고 한다. 게다가 화재 피해자에 한 보호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일률 으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과 

178)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4 등 결정(헌판집 7권 1집 289면 이하);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3551 판결(公 1994상,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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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일방 으로 실화자만 보호하고 실화

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서 실화자 보호의 필요성과 실화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균형있게 조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 다.

다만 그 주문 유형의 선택에 있어서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과 단순 헌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반 의견의 립이 있었다. 다수의견은, 

화재와 연소(延燒)의 특성상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입

법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으로는 구체 인 사정을 고려하여 실화자의 책임한

도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경과실 실화자의 책임을 감면하는 

한편 그 피해자를 공 인 보험제도에 의하여 구제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입법

정책을 검토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일은 입법기 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실화책임법에 하여 단순 헌을 선언하기 보다는 헌법불합치를 선고

하여 개선입법을 구함이 상당하다고 하 다.179)

반면 반 의견은, 실화책임법이 실화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으로 단되는 이상, 헌법재 소로서는 실화책임법의 외 을 형식 으로 존속

시키고 입법부의 개정입법이 있을 때까지 그 용을 지시킬 것이 아니라 단순

헌을 선고하여 실화책임법을 법질서에서 제거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실화책임법에 하여 단순 헌결정을 선고하더라

도 법원으로서는 민법 제750조, 제765조에 의하여 실화로 인한 손해를 실화자와 

실화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을 것이고, 입법자는 실화책임법이 무

효로 선언된 이후에도 실화자의 구제와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 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거나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침해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다.
경제학 인 에서 본다면 실화자의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

는 실화책임법은 행 자의 실화 발생에 한 주의수 을 낮추는 역할을 함으로

써 실화의 개연성을 높인다는 에서 효율 이라고는 할 수 없다.180) 그러나 이

179) 이동흡 재판관의 보충의견은 실화책임법의 위헌성은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라기
보다는 그 후의 건축양식의 변화와 소방행정의 발달 및 관계법령의 정비 등 현실적
인 상황의 변경에 의하여 발현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법도 
다양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한다.

180) 이 점에 대하여는 고학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법경제학적 분석”, 외법논집 제
27집(2007), 653면 이하 참조. 위 글은 위 글의 필자가 헌법재판소에 참고인으로 제
출하였던 의견서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한국법경제학회는 2007. 9. 15. 이 결정을 주
제로 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그 결과는 법경제학연구 제4권 2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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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경제학 인 단을 헌법  에서 헌 여부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보다 일반 으로는 재산법 문제에 하여 헌법  에서 어떻게 단할 것인

가 하는 은 이제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 지만 이 결정이 

실화책임법이 헌이라는 이유로 들고 있는 들은 체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사건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필요했는가 하는 이다.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당한 입법목 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면, 실화책임법이 단순 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헌 인 상태

를 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는 반 의

견이 지 하는 것처럼 행법상으로도 고의 는 한 과실에 의하지 않은 불

법행 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 제765조에 의하여 어

느 정도 처할 수 있는 것이다.181)

3. 搜査機關의 搜査 未盡으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20] 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결(公 2007상, 101)에서는 수사

기 의 수사 미진을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 다. 이 사건에서는 

문 의 공동경비구역 내에 근무하던 한국 육군 장교 A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로 발견되어, 그 사인이 자살인가 타살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 군 수사

기 은 1차 수사 결과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상 부 에서 진행한 2차 수사

결과도 같은 결론에 이르 으며, 유족측의 의문제기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3차 수사를 벌인 다음 역시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A의 부모  형제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 로 하여, A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당하 던 것임에도, 군 수사기 이 이 사건 사고에 한 수사 과정에

서 고의로 그 진상을 은폐⋅조작하여 이 사건 사고를 자살사건으로 처리하 고, 
그 지 않더라도 타살임을 입증할 만한 수사를 제 로 하지 않는 등 고의 는 

과실로 진상규명을 하여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를 자살로 

111면 이하에 수록되어 있다.
181)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그것만으로는 헌법불합치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尹眞秀, “相續의 單純承認 擬制規定에 대한 憲法不合致決定의 問題點―특히 
憲法不合致決定의 主文과 관련하여”, 憲法論叢 제11집(2000), 208면, 212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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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감으로써 원고들에게 불법행 를 질 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진상은

폐행  내지 수사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  손해배상으로 자료

를 지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 다.
원심 결182)은 2차  3차 수사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으나, 1차 수사에 하

여는 피고 산하 군수사기 의 담당수사 들이 그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하여 A
의 유가족들인 원고들로 하여  사인에 한 알권리나 명 감정 등 인격  법익

을 침해하 다고 하여 자료 지 을 명하 다.
이 결에 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상고하 는데, 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 다. 원고들의 상고에 하여는, 원심이 피고의 2차  3차 수사의 과정

은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서는 2차  3차 수사의 과정  결과에 

하여 직무상 의무 반이 있다거나 원고들의 인격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단

정할 수 없다고 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 다. 그리고 피고의 상고에 하여

는, 이 사건 동수사를 담당한 군사법경찰 은 장조사와 장보존을 소홀히 

하고 주요 증거품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 원들에 

한 알리바이 조사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형식 으로 하는 등 그 잘못이 

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동수사는 조사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

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것으로서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 히 그 합리성을 

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어 법하므로, 원심이 피고에게 김훈의 

유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  고통에 한 자료를 지 할 의무가 있다고 

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 다.
그러나 이 결이 이론 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사건의 제1

차 인 쟁 은 A의 사인이 자살인가 타살인가 하는 인데, 이 에 하여는 

원심과 법원이 모두 자살이라고 본 2차  3차 수사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문제는 1차 수사인데, 1차 수사의 차에 원심  법원이 지

하는 바와 같은 잘못된 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일반 으로 수사기 의 수사 잘못에 하여 일반 국민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은 어려운 문제이다. 가령 수사기 의 잘못으로 범인이 아닌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재 을 받는 등 고통을 겪었다면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입

182) 서울고등법원 2004. 2. 17. 선고 2002나13814 판결(미공간). glaw.scourt.go.kr에서 검
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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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할 수 있는 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183) 그런데 이와는 달리 

범죄의 피해자 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측에서 수사기 의 잘못으로 인

하여 범죄자를 밝 내지 못하 거나 는 처벌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수사기 이 수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단

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한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의 이익도 보호하기 하여 

설정된 것인가 하는 에 달려 있다.184) 이 에 하여는 견해가 립할 수 있

으나, 이 사건 결이 인용하고 있는 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9517 
결185)은, “검사가 외국인 범죄 의자 등에 한 수사의 일환으로 취하는 출국정

지 는 그 연장 요청과 련하여 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구 으로 도주할 의사로 출국하여 

버리고 이로 인하여 그에 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 의 개시가 히 곤란

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상황에 하여 불복하여 이를 시정할 뚜렷한 방안을 강구

할 수조차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공식 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 규명

을 할 기회나 진상 규명에 한 합리 인 기 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인격  법익을 종국 으로 침해하는 행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시하여 이를 정하고 있다.186)

이러한 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범죄의 피해자에게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구체 으로 어떤 경우에 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하는 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인정하고,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것처

럼 1차 수사에 문제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

183) 서울중앙지법 2006. 11. 3. 선고 2005가합88966 판결(각공 2006, 2587); 2007. 8. 21. 
선고 2006가합92412 판결(www.scourt.go.kr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서 검색)은 모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피고인 또는 그 유가족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들이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소멸시효 남용이
라고 배척한 것은 잘못이고, 재심에 의하여 위 판결이 취소되기까지는 소멸시효의 진
행에 법률적 장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尹
眞秀, 서울 학교 법학(註 1), 399면 참조. 

18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集 41권 1집 민125;公 1993상, 958);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公 2006상, 797) 등 참조.

185) 미공간. glaw.scourt.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186) 그러나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잘못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

하지 않는 것 같다. 예컨대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의 M v. The 
Commissioner of Police for the Metropolis, [2007] EWCA Civ 1361 (2007. 12. 2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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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는 없다. 수사기 이 부담하는 의무라는 것은 제1차 으로는 범죄의 의가 

있는 경우에 가 범죄자인가를 명백히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그 결과에 

이 있는 것이지, 그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그 결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면 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이른바 結果不法論).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린 2차  3차 수사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므

로 1차 수사도 그 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국

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이는 결과와는 계없이 행  그 자체에 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서, 일반 인 국가배상법 내지 불법행 법 이론을 벗어

나는 것이다.
나아가 가령 1차 수사가 제 로 되지 않은 데 하여 A의 유족들이 어떠한 

정신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신  고통에 한 보상은 제 로 된 

재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재수사가 제 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정신  고통은 더 이상 보상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과 법원은, 
동수사가 제 로 이루어졌다면 실체  진실에 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

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건의 실체를 불분명하게 만들었고 재까지도 이 사

건 사고가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도록 하 다는 에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187)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1차 수사가 결과에 있어서 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결과에 계없이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가 없지는 않다. 컨  수사

기 이 의도 으로 범인을 은닉하 는데, 나 에 범인이 밝 져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어서 행 불법의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인 은닉의 결과가 수사에 장애를 주었다는 에서 정신  

손해에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188)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1차 수

187) 원심은 군수사기관 나아가 국방부가 2차, 3차 수사에서 유족들이 해명을 요구한 사항
에 대하여 장기간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수사하기는 하였
으나, 1차 수사에 있어서 수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2차, 3차 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건
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하였고 유족들의 의혹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그 후 2, 3차 수사가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초동수
사에 있어서 군수사기관이 소홀히 한 직무상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판단하였다.

188)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41587 판결(公 1995하, 3890)은 이른바 박종철 군 고
문치사사건에서, 박종철 군이 경찰의 고문치사로 사망한 데 대하여, 경찰 간부들이 
고문치사사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고문치사에 가담한 범인을 축소 조작한 데 대하여, 
그 유가족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경찰 간부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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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국가측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 사건 결이 수사기 의 수사 잘못으로 인하여 타살

임을 밝힐 기회를 상실시켰다는 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 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시 말하여 이른바 機會 喪失의 損害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에서 이 결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다.189) 이는 주로 의료사고에

서 의사의 주의의무 반은 인정되지만, 의무 반이 없었더라도 치료가 성공하

으리라는 에 하여는 충분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도 치료 성공에 한 개연성

이 있었다면, 그러한 기회를 상실시켰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190) 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결(公 2006하, 1819)
이, 의사의 주의의무 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惡結果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인

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지만, 그 주의의무 반

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 를 구

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  고통에 한 자료의 배

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지만,  결에서는 기

회의 상실에 하여는 직  언 이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서, 만일 동수사가 제

로 이루어졌더라면 실체  진실에 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

홀히 하여 사건의 실체를 불분명하게 만들었고 재까지도 이 사건 사고가 자살

인지 타살인지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도록 하 다는 을 들고 있으나, 법

원 결에는 이 에 한 언 이 없다. 이 에서 이 사건 결이 이러한 기회 

상실의 이론에 입각하 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기회 상실의 이론이 다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과 같은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것은 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우선 수사가 

제 로 이루어졌다면 과연 결과가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에 한 입증이 

인정하였다.
189) 기회상실(loss of chance)의 이론에 대하여는 예컨대 鄭泰綸, “機會喪失의 損害에 관한 

연구”, 比 私法 제5권 1호(1998), 169면 이하; 姜信雄, “美國 機會喪失論의 受容 與
否 檢討”, 比 私法 제9권 4호(2002), 271면 이하 등 참조.

190) 이에 관한 미국과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소개한 것으로는 鄭泰綸(註 189); 姜信雄(註 
189) 외에 金敏圭, “受診機會喪失論―일본의 판례 및 학설 발전으로부터의 시사―”, 
財産法硏究 제22권 3호(2006), 291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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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 과 원고들 사이의 계를 의사와 환자와의 계와 같

이 볼 수 있는가 하는 도 의문인 것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에서 법원이 1차 수사의 잘못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과연 원고들의 진의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 있다. 원고들은 A가 자

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당한 것임을 제로 하여, 수사기 이 고의로 그 진상을 

은폐⋅조작하여 이 사건 사고를 A의 자살사건으로 처리하 고, 그 지 않더라도 

타살임을 입증할 만한 수사를 제 로 하지 않는 등 고의 는 과실로 진상규

명을 하여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를 자살로 몰아감으로써 

원고들에게 불법행 를 질 다고 주장하 다. 그런데 법원이 타살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자살이라고 한 1차 수사가 소홀하 다는 을 손해배

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 인정한 것은 원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는 아니라

고 생각된다.

4. 冒用 金計座 開設로 인한 金融機關의 損害賠償責任과 因果關係

법원 2006. 1. 13. 선고 2003다54599 결(공 2006상, 226)은, 융기 으로

서는 리인을 자처하는 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주는 과정에서 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받고 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확인조치를 

취함으로써 그것이 불특정 다수의 잠재  피해자에 한 범죄행 에 이용될 가

능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타인의 불법행 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

무가 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개설된 모용계좌가 범죄행

에 이용되어 모용자가 제3자로부터 계좌에 원을 입 받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 다면, 융기 의 그와 같은 주의의무 반은 해당 융기 이 

융실명거래  비 보장에 한 법률에서 정한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 는지 여

부와는 무 하게 법한 것으로서, 제3자가 입게 된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 계

가 있다고 하 다.191)

그런데 [21] 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결(公 2007하, 1257)은 

이러한 융기 의 손해배상책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 다. 이 사건의 내용은, 
어떤 성명불상자가 제3자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 음을 기화로 제3자 명의의 휴

화를 개설하고, 이어서 피고 은행의 지 을 방문하여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

에게 마치 자신이  제3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191) 같은 취지,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3599 판결(公 2007하,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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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명의의 계좌개설을 요구하 는데,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은 성명불상자의 

외 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상 얼굴이 일치하지 않았으나  제3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제3자 명의로 개설한 휴 화를 이용하여 

농업 동조합 앙회의 텔 뱅킹 서비스번호로 화한 다음 원고 명의의 농업

동조합 앙회 계좌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 번호, 텔 뱅킹 비 번호, 통장 

비 번호 등을 차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농업 동조합 앙회 계좌

에 입 되어 있던 2,800만 원을 와 같이 미리 개설한 제3자 명의의 계좌

로 이체한 후 그  2,500만 원을 으로 인출해 간 것이다. 원고가 피고 은행

을 상 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하여, 원심192)은  제3자 명의의  계좌

를 개설하여  것은 피고 은행의 과실에 의한 방조라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 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결을 기환송하 다.
“ 융기 이 본인확인 차 등을 제 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가 개설되었

다는 사정만으로 그 모용계좌를 통하여 입출 된 원 상당에 하여 언제나 손

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해서는 

융기 의 주의의무 반과 피모용자 는 제3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상당인과 계의 유무를 단함에 있어서는 

일반 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 과 보호법익, 가해행 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中略) 융기 이 본인확인 차 등을 제 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 이용되는 경 나 

태양은 각양각색으로서, (中略) 모용계좌가 사기  거래 계에서 이미 기망당한 

피해자에 의하여 단순히 원인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하여 입 하는 데 이용

되거나 다른 방법이나 경로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득  등을 입

⋅보 하는 데 이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

자가 모용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 다거나 가해자가 그 모용계좌의 존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권에 한 

근  침해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 와 같은 유형의 범죄행

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한 책임을 융기 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불특정 

1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나9243 판결(미공간). glaw.scourt.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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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거래상 방에 한 신용조사 등을 잘못

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하자 있는 거래 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 로 행하

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서까지 

무차별 으로 융기 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어 융기 의 결과발생에 

한 측가능성은 물론 융기 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

과 보호법익의 보호범 를 넘어서게 되므로, 본인확인 차 등을 제 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를 개설한 융기 의 잘못과 와 같은 태양의 가해행 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 계를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이 소외인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소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에 있어서 본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원고의 농업 동조합 앙회 계좌에서 

2,500만 원이 인출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 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결에 한 법원 재 연구 의 해설193)에 따르면, 피모용자가 수령하여

야 할 돈을 피모용자의 모용계좌로 송 하게 하여 그 원을 편취해 간 경우에

는 은행의 주의의무 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계가 인정되지만, 모용자와 

피해자의 사기  거래 계에서 발생한 원인 계상의 채무를 이행하는데 모용계

좌가 이용된 경우에는 인과 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194)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모용계좌가 피해자에게 기망수단으로 이용된 바가 없고, 다만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 한 돈을 잠시 입 ⋅보 시키는데 이용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모용계좌를 만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만드는 등으로 피해자

의 계좌에서 얼마든지 돈을 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은행이 제3자의 

모용계좌를 개설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와 상당인과 계가 있

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 명의의 모용계좌는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에게 어

떤 신뢰의 기 를 제공하지 아니하 으며, 피해 발생의 결정  원인은 가해자가 

이미 취 내지 편취수단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에 있었다고 한다.
이 결은 이른바 과실에 의한 방조에 있어서 인과 계의 문제에 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례195)는, 손해의 보를 목 으로 

193) 오영준, “모용계좌의 개설에 관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나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사법 제2호(2007. 12.), 297면 이하.

194)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221 판결(公 1977, 10197); 2004. 2. 13. 선고 2003다
46444 판결(미공간. 법고을 LX에서 검색할 수 있다)을 그 예로 들고 있다.

195)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公 1999상,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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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과실을 원칙 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고,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 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제로 하여 이 의무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방조자에게 공

동불법행 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하여는 방조행 와 피방조자의 불법행  

사이에 상당인과 계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196) 원심은 이 사건을 과실에 의한 

방조의 문제로 악하 고, 재 연구 의 해설도 같은 취지이다.197)

우선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 은행의 직원이 모용 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가

정하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미필 으로나마 이 계좌가 사기 등의 범행

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이처럼 

고의가 인정된다면 모용 계좌의 개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 계가 없다

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독일에서는 고의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어느 정도로 

인과 계가 요구되는가에 하여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198) 그 하나는 례가 

취하는 것으로서, 방조자가 행 의 결과를 공동으로 야기하 을 필요는 없고, 다

만 주범의 행 에 도움을 으로써 이를 진(Förderung)하 으면 된다고 한

다.199) 학설 가운데 이를 지지하는 학설은, 주범과 방조자의 공동의 의사가 형성

되었으면 객 인 인과 계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한다.200) 다른 견해

는 방조의 경우에도 인과 계는 필요하다고 한다. 이 설에 따르면 인과 계를 요

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방조의 미수와 기수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견해의 립은 표 상의 차이에 불과하다. 인과 계를 

요한다는 학설도, 법익의 침해를 객 으로 진시키는 모든 도움은 인과 계가 

있는 것이고, 행 는 물리  방조 외에 심리  방조(psychische Beihilfe)를 인정

하여, 심리  방조가 없는 한 주범이 불법행 를 지르지 않았을 것이면 불법행

와의 사이에 인과 계가 있다고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표 하기도 한다. 방

조의 경우에 책임을 확장하는 것은 노동분업 인 행 에 있어서 각 참여자는 

체 계획이 성립하는 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데, 그 기여가 결과와 인과 계

196) 같은 취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公 2000상, 1172);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2003상, 616) 등. 

197) 오영준(註 193), 299면.
198) 이 문제에 관하여는 Staudinger/Belling/Eberl-Borgs, Neubearbeitung 2002, §830 Rdnr. 

39 ff. 참조. 또한 鄭泰綸, “共同不法行爲의 成立要件과 過失에 의한 幇助”, 민사법학 

제20호(2001), 479면 이하 참조.
199) 독일연방대법원 1974. 10. 29. 판결(BGHZ 63, 124, 130).
200) 民法注解 ⅩⅥ (2005), 175면(鄭泰綸)도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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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가 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달려 있지만, 어도 다른 사람들의 범행의 

결의를 진시키고 범행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둑이 훔치는데 망 본 사람은 실제로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더라도 기여는 했다

는 것이다.
그 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 경우에도 인과 계의 문

제는 고의의 방조와 같이 보아야 하는가? 그 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고의의 

경우에는 심리 인 일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과 계의 완화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인과 계를 그와 같이 넓게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결도 그러한 생각에 터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 례

는 각각의 행 자의 행  사이에 주 인 공동성이 없더라도, 객 으로 련

공동성이 있으면 공동불법행 가 성립한다고 하여,201) 인과 계의 문제나 과실상

계의 문제에 있어서 주 인 공동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취 하고 있다. 그러나 

주 인 공동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요건이나 효과 면에서 달리 취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202)203)

다른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 직원의 모용계좌 개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반

드시 인과 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왜 성명불상자가 가령 자기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제3
자 명의의 모용 계좌를 이용하 을까? 이는 자신의 정체가 밝 지지 않기 

함으로 추측된다. 그 다면 이러한 모용 계좌의 개설 한 범행에 도움이 되

201)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公 1982, 638) 등 다수.
202) 鄭泰綸(註 200), 177-178면은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면 공동불법행위가 지나치게 

널리 인정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에 관하여는 위 책 256면 
이하 참조.

203)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公 2007하, 1045)은 종래의 판례와 마찬
가지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
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
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경우 피해자의 부
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불법행위자 중
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은 피고가 과실로써 방조행위를 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
유만으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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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정도의 도움만으로도 인과 계가 충

족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다. 법원은, 가해자가 모용계좌와는 계없

이 이미 취 내지 편취수단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을 시하여, 모용계좌의 개

설 없이도 손해가 발생하 을 것이라고 본 것 같다. 그 다면 이러한 경우 원고

는 모용계좌의 개설이 없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을 입증하

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ⅩⅢ. 相續法

1. 相續分相當價額 支給請求와 果實의 歸屬

[22] 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결(公 2007하, 1369)  [23] 

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결(公 2007하, 1356)은,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하여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단하 다. 이 사건의 사실 계

는 동일한 것으로서,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 로 하여 민법 제1014

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 청구를 하 다가, 그  상속재산의 과실 부분은 

가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것이다.204) 이들 결, 특히 [22] 결

은 여러 가지 흥미 있는 시를 하고 있으나,205) 여기서는 이러한 피인지자가 다

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하여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가 하는 에 하여만 살펴본다.

법원은  두 사건에서 모두 일반론으로 다음과 같이 설시하 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 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

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 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

204) 이 경우 중복소제기의 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 가사소송법 제12조)에 저촉되는 것
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으나, 실체법상의 권원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판례가 따르고 
있는 구소송물이론을 전제로 하는 한 중복소제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05) 특히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한 것이라면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그 제척기간은 준수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부분은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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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 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

서가 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

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

른 공동상속인들에 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 을 청구할 수 있도

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 계를 합리 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결 등 참조).”

이어서 법원은 [22] 결에서는 이러한 과실은 상속분상당 가액산정의 상

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 다. 즉 인지 이 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 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 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그 후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

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

1014조도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

액의 지 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

터 발생한 과실’에 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민법 제

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 청구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산정 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23] 결에서는 이러한 과실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 다. 즉 

인지 이 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민법 제

860조 단서가 규정한 인지의 소 효 제한에 따라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 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 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

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한 인지 이 에 상속

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

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한 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 특히 [23] 결의 시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우선 이 

결들은 인지 이 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

에는 인지의 소 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용된다고 보고 있다. 그

러나 오히려 다른 공동상속인은 민법 제860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

지 않고, 다만 민법 제1014조는 이러한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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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는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기 하여 인지된 자에게 상속재산의 원물 그 자

체의 반환이 아니라 가액만의 지 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은 인지 당시에 아직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들도 인정하고 있

는 것처럼, 상속개시 후에 인지된 자도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을 에서 말하는 제3자라고 볼 여지가 없다. 
그런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이들

이 제3자에 해당하게 되는가? 그 게 볼 이유는 없다. 아마도 례는 민법 제860
조 단서가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를 취득한 것

이라고 이해하 는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상속재산을 취득하 고, 이 한 “취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들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하 다 하여도 그 분할에 의하여 취

득한 재산이나 처분의 가는 원래의 상속재산과는 경제 으로 동일한 것이고, 
새로운 권리 취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민법 제860조 단서와 제1014조를 체계 으로 해석한다면, 민법 제860
조 단서의 제3자에는 상속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후순  

상속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 옳을 것이다.206) 만일 이러한 경우의 다른 상

속인이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인지의 소 효가 

인정되는 경우란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의 다른 상속인은 단

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일 뿐, 그러한 상속권을 취

득하기 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도 아니므로 인지의 소 효를 제한하면서까

지 그러한 상속인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207)

다른 한편 [23] 결은 인지 이 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

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 에 의

206) 대법원 1974. 2. 26. 선고 72다1739 판결(集 22권 1집 민70;公 1974, 7759)은 피인지
자보다 후순위인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이 취득한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 단
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시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07) 이것이 일본에서의 통설이라고 한다. 泉久雄⋅野田愛子 編, 注解法律學全集 民法 Ⅹ

[相續](1995), 272-273면(橋本昇二) 참조. 다만 후순위 상속인이 적법한 상속인이라고 
신뢰하고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제860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
를 받아야 한다. 尹眞秀, “1990년대 親族相續法 判例의 動向”, 서울 학교 法學 제40
권 3호(1999), 302-30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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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 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소

유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하므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

지자에 한 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 다. 그러나 이 한 

문제가 있다. 인지 이 에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 그 소유

권을 확정 으로 취득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로부터 그 공동상속인이 피

인지자에 한 계에서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을 보유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

는다. 물건의 물권법  귀속과, 그 물건에서 발생하는 과실의 채권법  귀속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자 사이의 괴리를 부당이득법이 메우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 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다면, 원래 상속 개시 후에 인지를 받은 자는 

상속재산에 하여 다른 상속 개시 에 인지를 받은 자나 혼인 의 자녀와 실

질 으로 달리 취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발생하는 과

실의 귀속에 하여도 피인지자도 참가하여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달라지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다.208) 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결(集 

41권 2집 민330;公 1993하, 2591)이,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에 상당한 가

액의 청구권은 원래 피인지자가 상속개시시에 소 하여 취득하 을 상속재산에 

한 권리(상속분)가 변환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한 물과의 등가 계를 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은 실제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기타 처분

에 의하여 얻은 가를 기 으로 하거나, 그 당시의 시가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실의 지 시를 기 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시하고 있는 것도, 

실의 상속분할과 상속분상당 가액청구와의 사이에 실질 인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기 로 하고 있는 것이다.209)

208) 柴振國,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司法論集 제42집(2006), 681면 註 80)은 이 사
건과 관련하여, 위 가액지급청구권은 원래 피인지자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취득하
였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구체적 상속분)가 변환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한 현물과의 
등가관계를 전제로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
이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 또한 현실의 지급시를 기준으로 산정
하여 반환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그러한 해석이 민법 제
860조 단서의 예외조항으로서 민법 제1014조를 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209) 申榮鎬, “民法 第1014條의 相續分價額支給請求權”, 家族法硏究 제9호(1995), 390면은 
이 경우 기준시를 支給時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請求가 설사 相續回復請求의 일종
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相續財産의 再分割에 속하므로 再分割時 곧 支給時의 
時價를 기준으로 하여야 相續人間의 공평⋅평등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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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우리 민법 제1014조에 상당하는 일본 민법 제910조에 하여, 이 

규정이 非嫡出子를 冷遇 는 경시하기 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제에는 

그러한 감정도 底流로 하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므로,210) 이 조항의 

濫用은 경계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고,211) 이 주장은 일반 으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도 이 의 독일민법 제1934a조는, 혼인외의 자의 

父가 사망하 는데 그 父에게 배우자  혼인 의 자가 있을 때에는 혼인외의 

자에게 상속권 신 상속분에 상응하는 가액의 지 청구권(Erbersatzanspruch)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혼인 외의 자와 혼인 의 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비

이 제기되어,  규정이 1997. 12. 16. 폐지되었고, 그로 인하여 혼인 외의 자

와 혼인 의 자의 상속법상의 지 는 동일하게 되었다.212)

다만 이처럼 피인지자에게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에 한 권

리를 인정한다면 그 권리의 성질은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 차는 어떻

게 될 것인가에 하여는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상속재산의 과실

이 상속재산 분할의 상이 될 수 있는가에 하여는 논의가 있는데, 근래의 지

배 인 견해는 원칙 으로는 분할의 상이 되지 않고, 다만 공동상속인 원의 

합의가 있으면 외 으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하는 충 인 태도를 취하고 있

다.213) 이러한 주장에 따른다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 으로는 제1014조

에 의한 차에 의하여서는 분할할 수 없고, 민사소송 차에 의하여야 하며, 그 

법률 인 성질은 부당이득이라고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214)

2. 公正證書遺

[24] 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결(公 2007하, 1828)은 

고 있다.
210) 中川善之助/泉 久雄, 相續法, 第四版(2000), 332면 참조.
211) 新版 注釋民法(27)(1989), 401면(川井健).
212) Mühlens/Kirchmeier/Greßmamm/Knittel, Kindschaftsrecht, 2. Aufl., 1998. S. 77 ff. 참조. 
213) 尹眞秀, “相續財産 分割에 있어서 超過特別受益의 取扱”, 家族法硏究 제12호(1998), 

591면; 金昭英, “相續財産分割”, 民事判例硏究 ⅩⅩⅤ (2003), 778면 등 참조..
214) 그러나 柴振國(註 208), 681면 註 80)은, 상속재산과 함께 분할함이 거래관념과 공평

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과실만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제1014조의 경우에도 과실은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를 것이 
아니라 가액지급청구권의 대상으로 바로 포섭하여 반환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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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68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증서유언의 요건인 “遺言의 趣旨의 口授”에 

하여 다음과 같이 시하 다. 즉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 방에게 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

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

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 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

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와 같은 ‘유언취지

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결에 나타난  사건의 사실 계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에서 문

제된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의 사  구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언 하루 날 

원고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사무실을 찾아가서 공증에 필요한 서면 등을 미

리 작성한 후 공증 변호사가 유언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서면에 따라 유언자

에게 질문을 하여 확인 차를 거치고 유언자가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한 것인데, 
유언자는 유언 당시 만 69세여서 거동이 불편하긴 하나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

통에 지장이 없었으며, 공증 변호사가 유언자에게 유증할 상자와 유증할 재산

에 하여 묻자 유언자는 원고에게 ‘논, 밭, 집터, 집’이라고 답하 고 공증 변

호사는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유언자에게 등기부에 기재된 

지번과 평수  그 지역에서 부르는 고유명칭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유증의사가 

맞는지를 확인하 으며, 그 후 공증 변호사는 유언자에게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을 

읽어주고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공정증서 등에 유언자와 증인 2명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하여 원심은 와 같이 유언자가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

에 따라 유증할 의사를 밝혔고, 사 에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공증인이 

개별 부동산에 하여 불러  후 유증의사가 맞는지 확인함과 더불어 유언공정

증서의 내용을 낭독하고 이의 여부를 확인한 후 망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에 

비추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구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공증인이 미리 유언내용을 필기하여 왔고 이를 낭독하 더라도 유

언자의 구수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유효하다고 단하 고, 법

원도 이러한 원심 결을 시인하 다.
이처럼 유언자의 구수를 공증인이 필기한 것이 아니라 유언자가 미리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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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을 가지고 공증인이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여 유언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에, 유언자는 주로 공증인이 진술하는 내용에 하여 확인하는 말만을 한 것이므

로 엄격히 본다면 이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과는 거

리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의 학설은 체로 이를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215) 즉 이 경우에는 구수와 유언서 작성이 순서가 바  경우이거나 유언취

지를 사 에 달하여 구수에 갈음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무효라

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216) 
이 에 하여 좀더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즉 유언에 있어서는 유언자

의 질병 등 박한 사유 때문에 공증인이 병상에 출장하여 긴 하게 유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이 많으므로 반드시 ‘구수→필기→낭독’의 순서를 거쳐 엄격하

게 행하여야만 유효한 유언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탄력성을 잃게 되어 바람

직스럽지 않고, 유언을 하게 된 사항이 急迫하여 유언자가 일일이 그 내용을 口

授하기 어렵고 유언의 내용이 장황, 복잡하여 유언자가 미리 內容을 整理해 두지 

아니하면 내용의 일부를 빠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筆記가 口授

보다 앞섰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언을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처럼 

‘필기→낭독→구수’의 순서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낭독에 하여 유

언자가 정하는 정도로도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다.217) 이러한 국내의 학설은 체로 일본의 례와 학설을 따른 것이다.218)

이 문제는 유언의 요식성이라는 법이 요구하는 요건과, 유언자의 진의 존 이라

는 필요 사이에 내재하는 긴장 계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그 한계를 어떻게 그어

야 할 것인가는 선험 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219) 구체 인 사실 계에 

215) 金疇洙⋅金相瑢, 親族⋅相續法, 제8판(2006), 696면; 李庚熙, 家族法, 제5판(2006), 476
면 등.

216) 洪承勉,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유언취지의 구수”, 법원 례해설 60호 
(2006 상반기), 155면. 같은 취지, 安鍾赫, “유언공증”, 辯護士 33집(2003), 117면 이
하; 安昌煥, “公正證書에 의한 遺言의 方式”,  裁判實務 2집, 昌原地方法院(2005), 289
면 등.

217) 鄭甲柱, “公正證書에 의한 遺言의 方式”, 判例月報 279호(1993. 12.), 16면 이하.
218) 일본의 판례와 학설에 대하여는 가령 加藤永一, 遺 の判例と法理(1990), 27면 이하; 

新版 注釋民法(28), 補訂版(2002), 111면 이하(久貴忠彦); 稻田龍樹, “公正證書遺言の方
式”, 梶村太市⋅雨宮則夫 編 現代裁判法大系(12) 遺 ⋅相續(1999), 189면 이하 등 참
조. 사실관계와 결론에 있어서 [24] 결과 가장 유사한 것은 日本 最高裁 1968 (昭和 
43). 12. 20. 판결(民集 22卷 13号 3017頁)이라고 생각된다.

219) Kipp⋅Coing, Erbrecht, 14. Bearbeitung, 1990, §19 Ⅳ. (S. 128 ff.)는, 유언에 있어서 
유언방식을 완화하여 해석하려는 견해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입법자가 규정한 방식이 



2008. 3.] 2007년도 주요 民法 련 례 회고 403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220) 그 지만  결의 사실 계와 같은 경우에

는 유언자의 진의는 확보되었다고 보아 유언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 결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 로 보아 유언 자

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

고, 유언자의 유언능력 자체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례가, 뇌

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인 유언자가, 불완 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인 의학상 소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 소?”
하고 물으면 유언자는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공증인의 사무원이 그 

내용을 필기하고 이를 공증인이 낭독하는 방법으로 유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유언자가 구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하는 것221)은 이러한 의미

에서 이해할 수 있다.

ⅩⅣ. 마치는 말

법원 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감상을 피력하는 것으로 을 끝맺고자 한

다. 매년 법원에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

으로써 례를 발 시키고 있다. 례를 통하여 법률문화의 발 에 기여하는 법

원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 지난 한 해의 례를 돌이켜보면서 얻

준수되지는 않았지만, 입법자가 추구한 실질적인 목적은 달성되었거나 적어도 위협을 
받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유언도 유효하다고 보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Heck가 流砂의 위험(Treibsandgefahr)이라고 부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발전의 결과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개별 사례에 따른 판단(Kasuistik), 불안정
성과 恣意가 된다고 한다.

220) 日本 大審院 1934 (昭和 9). 7. 10. (民集 13卷 1341)은, 유언자가 口授를 전혀 생략
하고 처음부터 내용의 전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공증인이 그에 기하여 필기한 
다음, 유언자로부터 유언의 취지는 서면과 같다는 답변을 듣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
우에도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법규정을 지나치게 완화하였
다는 批判이 있다. 久貴忠彦(註 218), 111-113면 참조.

221) 大法院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公 1981, 13584). 같은 취지,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公 1993하, 1989);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公 1996
상, 156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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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가 지 않았다. 그러나 업무의 과다함 때문인지 이론 으로 문제가 있는 

례들도 에 뜨인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학자들의 분발을 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다룬 례에 하여도 좀더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기를 기

한다.

주제어: 事情變更의 原則, 利子制限과 公序良俗, 未登記 住宅 賃借人의 優先辨濟

權, 錯誤送金과 不當利得, 失火責任에 한 法律의 違憲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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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of Civil Law Cases Decided in 2007
222)

Jinsu Yune
*

This paper reviews 24 important cases decided in 2007. Among these cases, 

the following cases are more important.

1.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29. 3. 2007 acknowledged for the first 

time that a contract can be terminated because of the hardship.

2. On 15. 2. 2007, the Supreme Court declared en banc that a loan contract 

with the extraordinary high rate of interest can be void because of the 

social policy.

3.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1. 6. 2007 overruled its own decision in 

2001 and declared that a tenant of an unregistered house can exercise 

preferential right against the money obtained by the public sale for the land 

on which the house stands.

4.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9. 11. 2007, one who 

transferred money to another’s bank account by mistake should seek the 

restitution from the receiver, not from the receiver’s bank.

5.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on 30. 8. 2007 that the law which 

limited the responsibility of one who caused a accidental fire in case of 

gross negligence wa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Key words: Hardship, high rate of interest and social policy, preferential right of 
a tenant of a unregistered house, money transfer by mistake, the 
unconstitutionality of limitation of responsibility in case of accidental 
fire.

 *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