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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은 법의 해석과 용에서 경제  효율이 고려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이 에 하여는 독일의 논쟁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아이덴뮐

러는 효율은 입법에 있어서는 고려될 수 있지만, 법의 해석에서 법 이 고려할 수

는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얀존은 입법뿐만 아니라 법의 해석에서도 효율은 고려

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사견으로는 법의 해석과 용에서 경제  효율은 고려될 수 있다. 우선 민법의 

기본원리 가운데 사  자치와 재산권의 보장은 경제  효율을 달성하기 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에서 경제  효율은 민법의 원리에 해당한다. 구체 으로

는 계약의 해석, 착오, 무단 유가 자주 유인가 하는  등에 한 례는 모두 

효율을 증진시키기 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선

행행 에 모순된 거동의 지)이나 권리남용의 지와 같은 일반조항을 구체화함

에 있어서도 효율을 고려하고 있고, 상청구권이나 리권의 남용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형성도 경제 인 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나아가 헌법에서도 재산권의 

보장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등은 경제  효율을 증진시키기 한 법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헌심사의 기 인 비례의 원칙은 생산  효율의 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주제어: 법의 해석과 용, 배분  효율, 생산  효율, 거래비용의 감소,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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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법경제학이 학문 으로 자리를 잡은 미국에서는 법규칙의 정립뿐만 아니라 재

과정에서도 경제  효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

고 있다.1) 그러나 이른바 성문법 국가인 독일에서는 과연 법 이 법의 해석과 

용 과정에서 경제  효율을 고려할 수 있는가에 하여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논의는 법체계가 비슷한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에서는 이 문제에 한 독일의 논의를 소개하고, 과연 한국에

서는 어떠한 주장이 타당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을 먼  이야기한다

면 필자는 재 과정에서 법의 해석과 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법 은 경제  

효율을 고려하여야 하고,  실제로도 고려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하여 이 

에 한 필자의 생각을 개진하여 본다.

그런데 우선 효율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1차 으로는 이

른바 배분  효율(allocative efficiency), 즉 한정된 자원의 효용을 극 화한다는 

의미로 효율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2) 만일 자원이 더 큰 효용을 가져올 수 있

게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게 사용되지 못한다면 이는 자원을 낭비하

는 것이다. 법경제학에서는 법제도를 설계하고 운 함에 있어 이처럼 한정된 자

원의 효용을 극 화하는 것 내지 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이 목 이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생산  효율(productive efficiency)이라는 개념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는 특정의 목 을 달성함에 있어서 그 목  달성을 한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

여야만 가장 자원을 약하면서 목 을 달성할 수 있는가, 는 일정한 자원을 

투입하여 어떻게 최 한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이다. 개 특정의 

재화를 생산함에 있어서 어떻게 생산하는 것이 효율 인가를 따지기 때문에 생

산  효율이라고 한다.3) 그러나 그러한 목 의 달성 내지 재화의 생산이 사회 

1) 그렇지만 실제로 미국의 재판에서 법관이 얼마나 법경제학을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하
여는 논란이 있다. Eric M. Fink, “Post-Realism, or the Jurisprudential Logic of Late 
Capitalism: A Socio-Legal Analysis of the Rise and Diffusion Of Law And Eco-
nomics”, 55 Hastings L.J. 931, 958 ff.(2004) 참조.

2) Richard A. 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 6th ed., 2003, p. 11; Hans-Bernd Schäfer/ 
Claus Ott, Lehrbuch der ökonomischen Analyse des Zivilrechts, 4. Aufl., 2005, S. 1. 

3) Robert Cooter and Thomas Ulen, Law and Economics, 3rd ed., 2000, p. 12; 朴世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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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으로 보아 효율 인가, 즉 배분 으로 효율 인가 하는 은 별개의 문제

이다. 어떻게 본다면 법의 제정과 집행에 있어서는 생산  효율의 문제는 항상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무시한다면 비합리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배분  효율의 문제, 즉 법이 규범 으로 배분  효율을 

추구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 을 맞추기로 한다. 다만 뒤에서 살펴볼 비례의 

원칙은 생산  효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4)

여기서 배분  효율과 법의 계를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본다. 어떤 자원(

컨  만년필)이 A보다는 B에게 더 큰 효용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에

게 만년필이 귀속되어 있다면 이 만년필이 B에게로 이 되는 것이 더 효율 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고 하여 법이 개입하여 A의 의사와는 계없이 

A로부터 만년필을 빼앗아 B에게로 옮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만일 B가 A보다 그 만년필을 더 필요로 한다면 B가 A로부터 만년필을 사면 된

다. 그 지 않고 법이 A로부터 B에게 만년필을 빼앗는 것은 몇 가지의 문제 을 

낳는다. 그 하나는 실제 인 것으로서, 법이 A로부터 만년필을 빼앗는 것은 부

분의 경우에는 B가 A로부터 만년필을 사는 것보다 더 비용이 든다. 이러한 불필

요한 비용, 즉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지출하는 것이 우선 낭비이다. 다른 

하나는 과연 B가 A보다 더 만년필을 높이 평가하는가 하는 은 제3자가 알기 

어렵고, 이는 B와 A 사이의 거래를 통하여 가장 정확하게 단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일방 으로 만년필의 소유권을 이 시키는 것은 B의 효용은 증가시키지

만 A의 효용은 감소시키게 된다. 이는 칼도-힉스 기 (Kaldor-Hicks criterion)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토 기 (Pareto criterion)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반면 

B가 A로부터 만년필을 산다면 B뿐만 아니라 A에게도 최 의 상태가 되어 이른

바 토 최 (Pareto optimality)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토 기 이란 토 개선 내지 토 우월(Pareto improvement or 

Pareto superiority)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토 최 (Pareto 

Pareto optimality)이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불리하게 되지 않고서는 재의 재화 

배분 상태를 변경시킬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재화의 배분 상태를 변경

시킴으로써 불이익을 입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 하여 보상을 해 주어야만 

法經濟學, 개정판, 2000, p. 589; Anthony Ogus, Costs and Cautionary Tales, 2005, 
pp. 26 f. 등.

4) 아래 Ⅲ. 2. 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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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토 개선은 재화 배분의 변경이 얼마나 

토 균형에 근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여 재화 배분의 변경이 구 한 사람에

게도 불리하게 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칼도-힉스 기 은 재화 

배분의 변경으로 인한 이익이 그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면 그러한 손실을 감수하

고서라도 재화 배분의 변경을 허용한다는 것을 말한다.5)

이러한 두 가지 기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는 일률 으로 말할 수 

없으나, 이른바 사  자치가 지배하는 사법 계에서는 일반 으로는 토 기

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좀더 일반 으로는 보상이 뒤따르는 재화 배분의 

거래비용이 작을 때에는 토 기 이 바람직하다.6)

효율의 문제를 거래비용의 에서 살펴본다면, 법이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

은 효율 인 자원 분배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높아서 그러한 자원의 분배가 이

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이다. 나아가 법은 체 으로 거래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할 것이 요구된다. 뒤에서 살펴보는 여러 가지의 도 이러한 거래비용을 얼마나 

낮추는 것인가 하는 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서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Ⅱ.에서는 이 문제에 한 독일의 

논쟁을 살펴본다. 그리고 Ⅲ.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먼  주로 민법을 심으로 하여, 일반 인 분석을 한 

다음 례상 경제  효율이 고려되고 있는 가 있는지를 찾아본다. 여기서 민법

이 주된 상이 된 것은 필자가 민법을 공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법경제학은 

미국에서나 독일에서도 주로 민사법을 상으로 하여 발 되어 왔고, 그에 따라 

비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헌법상으로는 이러한 효율의 

문제가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한 가지 미리 밝 둘 것은, 이 에서는 효율만이 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유일

한 가치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목 , 특히 공정(fairness)도 법의 제

정이나 용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한 요소이다.7)8) 이 문제에 하여는 

5) 朴世逸(註 3), 163면; Cooter and Ulen(註 3), pp. 12, 43 f. 등 참조.
6) 그러나 뒤에서 살펴 볼 비례의 원칙 가운데 법익의 균형성은 칼도-힉스 기준을 채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 사람들이 효율 내지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정성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은 예컨대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후통첩 게임(ultimatum game)
과 같은 실험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는 예컨대 Christine Jolls, Cass R. Sunstein 
and Richard Thaler, “A Behavioral Approach to Law and Economics”, in, Cass R. 
Sunstein ed., Behavioral Law & Economics, 2000, pp. 21 ff.; 리차드 H. 세일러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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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회에 다루어 보려고 한다. 그 지만 효율이 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한다면 법이 특별히 효율을 고려하지 

말라고 명하지 않는 한 항상 효율을 고려하여야 한다.9)

Ⅱ. 獨逸의 論爭

독일에서는 법의 해석과 용에서 효율을 고려할 것인가에 하여 이를 부정하

는 견해와 정하는 견해가 립하고 있다. 여기서는 자에 하여는 표 으로 

아이덴뮐러(Eidenmüller)의 주장10)을 소개하고, 후자에 하여는 얀존(Janson)의 견

해11)를 심으로 살펴본다.

1. 아이덴뮐러의 주장

아이덴뮐러는 주로 民事法(Zivilrecht)를 심으로 논의를 개하고 있다.12) 아

이덴뮐러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입법과정에서는 법경제학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독일의 법 은 효율을 증진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13)

그는 우선 미국에서는 례법이 심이지만, 독일에서는 성문법이 요하다는 

을 강조한다.14) 즉 미국에서는 법의 핵심  역이 法官法(Richterrecht)으로 구

최정규⋅하승아 옮김, 승자의 주, 2007(원저: Richard H. Thaler, The Winner's 
Curse, 1992), 53면 이하; 許盛旭, “法의 經濟的 分析에 관한 몇 가지 誤解에 관한 考
察”, 民事裁判의 諸問題 제16권, 2007, 205 - 206면 등 참조.

8) 이와는 반대로, 효율 내지 복리(welfare)만이 고려되어야 하고 공정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최근의 주장으로는 Louis Kaplow and Steven Shavell, Fairness versus Welfare, 
2002 참조.

9) 이 점에서 효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임의규정(default rule)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반대되는 입법자의 명령이 없으면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는 항상 효율을 고
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10) Horst Eidenmüller, Effizienz als Rechtsprinzip, 3. Aufl., 2005. 이 책은 저자가 1994년
에 받은 법학박사학위논문으로서, 1995년에 제1판이 출판되었는데, 제3판까지의 내용
은 별로 수정되지 않았다.

11) Gunnar Janson, Ökonomische Theorie im Recht, 2004. 이 책은 저자가 2003년에 받은 
법학박사학위논문이다.

12) 그는 상법이나 회사법과 같이 경제적인 특징을 가지는 법분야는 효율의 고려가 가능
하다고 보고 있다. Eidenmüller(註 10), S. 451 참조.

13) Eidenmüller(註 10), S. 48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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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고, 법 이 법정책 인 고려에 하여 개방 이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그 지 않다고 한다.

먼  경제  효율이 법의 정책(Politik des Gesetzes)일 때에는 민사법을 용함

에 있어 경제  효율을 고려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민사법, 컨  

채권법이나 물권법의 경우에는 경쟁법이나 상법과는 달리 입법자가 경제  효율

을 목 으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용될 여지가 별로 

없다고 한다.15) 그러면 효율이 법의 정책이 아닌 경우에도 효율을 지향하는 법률

해석이 어도 허용될 수 있는 법률의 구체화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되는데, 결론

으로는 이를 부정한다. 여기서 그는 過失의 개념과, 계약의 보충  해석

(ergänzende Vertragsauslegung)16)의 두 가지 를 들고 있다.17) 

우선 독일민법 제276조 제1항 제2문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 필요한 주의의무

를 게을리하 다는 過失의 개념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법경제학 인 개념18)을 

용하는 것이 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부터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결론

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법원이 효율을 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

화될 수도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다고 한다. 왜냐 하면 민사소송법상 변론주

의의 원칙 때문에 법 이 주의를 기울임으로 인한 한계비용과 한계효용을 확인

하기에 필요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없으므로, 효율의 고려에 기 한 결은 

이익보다는 해가 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  효율을 법정책상 유일한 는 

우월한 목표로서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  효율이라는 목 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월하다는 것은 근거지울 수 없으므로,19) 과실 개념을 

효율을 지향하여 해석하는 것은 다른 법  평가에 의하여 보충되거나 수정되어

14) Eidenmüller(註 10), S. 404 ff.
15) Eidenmüller(註 10), S. 452 ff.
16) 계약의 보충적 해석이란,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계약에 흠결이 있다고 보고, 이 흠결을 당사자들이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더
라면 어떻게 규정하였을까 하는 이른바 가정적인 당사자의사(hypothetischer Parteiwille)
에 의하여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Schäfer/Ott(註 2), S. 429 ff.는 계약의 보충적 해석
을 경제학적 모델에 의하여 설명하고 있다.

17) Eidenmüller(註 10), S. 454 ff.
18) 손해 발생을 막기 위한 한계비용이 예상되는 손해액과 손해의 발생가능성보다 작으면 

과실이 있다는 이른바 러니드 핸드(Learned Hand)의 공식을 말한다. Eidenmüller(註 
10), S. 400 f. 참조.

19) 그는 여기서 법의 경제적 분석은 효율만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배타적 주장을 하는 것
으로 이해하고 있다. Eidenmüller(註 10), S.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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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한다.20) 그리고 계약의 보충  해석에 한 법경제학  분석은, 민법

학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구체 인 당사자의 규율계획을 끝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인(homines oeconimicus)이 이상 인 조건 하에서 어떻게 합의

하 을 것인가가 요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이어서 그는 법률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법의 형성(Rechtsfortbildung)

을 함에 있어서 효율을 고려할 수 있는가 하는 을 따져본다.21) 이때 법원은 

법원리(Rechtsprinzip)에 따라야 하는데, 법원리는 특정 법분야에만 의미를 갖는 

국부  법원리(lokales Rechtsprinzip)와, 헌법상의 체계  지  때문에 모든 법분

야의 법형성에 작용하는 포  법원리(globales Prinzip)로 나 어 볼 수 있고, 

효율은 산법과 같은 특정 법분야에서 의미를 가지는 국부  법원리이기는 하

지만, 민사법에도 의미를 가지는 포  법원리는 아니라고 한다. 여기서 그는 

효율이 포  법원리라고 주장하는 논자22)에 하여, 그러한 주장은 경제  효

율이 통 인 정의의 논증  법원리와 동일하거나 어도 부분 으로 동일하

다는 동일성명제(Identitätsthese)와, 이를 제로 법원이 법의 형성에 있어 법경제

학 으로 재 하여도 된다는 정당성명제(Legitimationsthese)를 근거로 하는 것으

로 이해하여 이를 비 하고 있다. 

우선 동일성명제에 하여는 緊急避難과 소송법상 보 처분의 를 살펴보고 

있다. 독일 민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긴 피난은 다른 덜 한 결과

를 가져오는 방어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을 받고 있는 법익과 실제로 침해된 

법익 사이에 비례를 벗어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에 하여 특히 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반 인 비례의 원칙(allgemeine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의 한 라고 한다.23) 그리고 소송법상 보 처분의 경

우에 연방헌법재 소는 그러한 보 처분은 한 불이익을 피하거나, 박한 폭력 

20) 그는 여기서 물건의 손해인 경우에는 비용 효과 분석이 유용하다는 Heinrichs의 주장
을 원용하고 있는데(Palandt/Heinrichs, Ｂürgerliches Gesetzbuch, 53. Aufl., 1994, §276 
BGB Rdnr. 19. 2002년에 발행된 제61판의 설명도 마찬가지이다), 인적 손해의 경우에
는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명의 경제적 가치와는 다른 평가가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1) Eidenmüller(註 10), S. 459 ff.
22) 그 예로서 Ott, “Allokationseffizienz, Rechtsdogmatik und Rechtsprechung”, in: C. 

Ott/H.-B. Schäfer(Hrsg.), Allokationseffizienz in der Rechtsordnung, 1989, S. 28 ff.를 
들고 있다.

23) 헌법상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하여는 아래 Ⅲ. 2. 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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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 한 사유로 공공의 이익을 하여 실하게 필요한 경우에 보 처분을 

명한다고 한다. 이는 모두 법익이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형량(Abwägung)을 의

미하는데, 이것이 얼핏 보기에는 일종의 비용 - 효과 계산(Kosten/Nutzen-Analysen)처

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지 않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문제되는 법익 내지 법

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어떻게 법률 으로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이들의 시장 

가격이나 장부상의 가격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24) 그리고 경제  효율이 

법 을 한 법원리라고 할 수 있으려면 법 이 실제로 경제 인 의미에서 효율

인 결과를 가져오는 재 을 하고자 원해야 하는데, 단순히 재 의 결과가 경제 인 

효율이라는 목 과 일치하 다고 하여 반드시 경제 인 효율이 법원리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한다.

다른 한편 법 이 경제 인 효율을 고려하여 재 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한다. 법 에 의하여 수립된 법원리의 정당성은 입법자, 법학자  공

의 지지에 의하여 규범 인 요성을 가지는데, 법의 경제  분석은 그 지 못하

다고 한다. 법의 경제  분석은 기껏해야 법  에서 허용되는 재 의 안이 

어떤 효율의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법 에게 보여주는 지시자의 역할을 할 수

는 있지만, 법 에게 경제 으로 최 인 해결책을 확정하지는 못하며, 법 은 의

식 으로 효율이 감소될 것을 감수하면서도 경제 으로 최 이 아닌 결정을 내

릴 수도 있다고 한다.25)

그리고 기본권의 보호도 경제  효율과는 조화되지 않는다고 한다.26)

2. 얀존의 주장

반면 얀존은 법경제학  이론이 법 에게도 법률의 해석이나 일반조항의 구체

화  법의 형성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27)

우선 그는, 경제  이론에 의하여 획득하는 지식 그 자체, 즉 경제  이론이 제

24) Eidenmüller(註 10), S. 467 ff. Eidenmüller도 비례의 원칙 가운데 피해의 최소성 내지 
필요성의 경우에는 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함에도 더 피해를 입히는 방
법을 선택하는 것은 파레토 효율적인 관점에서 비효율적이고, 이 점에서는 경제적 효
율의 기준과 관련이 있지만, 법의 경제적 분석에서는 칼도-힉스 기준이 중요하고, 파
레토 기준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한다. Eidenmüller(註 10), S. 
470 Fn. 55.

25) Eidenmüller(註 10), S. 476 ff.
26) Eidenmüller(註 10), S. 480 ff.
27) Janson(註 11), S. 142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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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행동모델(Verhaltensmodell)과 신제도론  근(Neoinstitutionelle Ansätze)이 

법원의 재 에 도움이 된다고 지 한다.28) 그리고 경제  이론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하여는 다음과 같이 상세한 반론을 펼치고 있다.

가. 정당성의 문제

그는 법 은 경제  법이론의 지식을 재 에서 고려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

고 하는 데 하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법 이 “어려운 사건(hard case)”을 

재 할 때에는 법의 발견이 항상 어느 정도 “법의 정립(Rechtssetzung)”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법 은 “法律과 法(Gesetz und Recht)”에 구속되는데, 법은 법률

의 총체 이상의 것으로서, 국가 권력에 의하여 실정 으로 정립된 것 이외에, 법

은 의미의 체로서 헌법합치  법질서에서 근원을 가지는 부분이 있으며, 성문

법에 하여 교정 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서는 법

은 법을 정립할 수 없고, 입법자로부터 미리 주어진 것(Vorgabe)이 있을 때에

는 이를 따라야 하지만, 법률에의 구속이란 문자를 그 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에 의하여 미리 결정된 것을 좇는 것이라고 한다. 실증 인 행동모델과 신

제도론  근은 手段에 불과하고 목 은 아니어서 헌법 인 의문과는 계가 

없고, 과연 규범 인 경제  법이론이 사법  법발견에 의미를 가지는가가 문제

된다고 한다.29)

우선 해석에 의한 법발견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 -목 론  해석30)에서는 입

법자가 분배의 효율을 추구하 다면 법 이 이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법원이 이를 따라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주 -목 론  해석만으로 문제가 해

결되지 않을 때에는 객 -목 론  해석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는 합리 인 근

거를 지향해야 하고, 이는 규율의 상과 의미 있는 한 련을 가지면 되며, 

반드시 법원리의 성질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효율과 합의라는 규범

 경제이론31)은 실제의 사회  所與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에서도 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나아가 결과고려(Folgenberücksich-

28) Janson(註 11), S. 143 ff.
29) Janson(註 11), S. 152 ff.
30) 이는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해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1) Janson은 경제적 고려에서 효율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아 합의(Konsens)를 또 다른 

기준으로서 검토하는데, 여기서의 합의도 실제의 합의가 아니라 가정적인 합의이고, 
이는 결국 다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Janson(註 11), S. 108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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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ung)라는 에서도 경제  이론은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32)

그리고 일반조항과 개방  가치개념(offene Wertbegriffen)에서의 법발견에 

하여는, 이러한 역에서는 입법자가 명시 으로 결정을 례에 임하 고, 그

에 따라 정당성을 부여하 다는 이 특징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법 이 경제

 이론을 고려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33)

그리고 법의 공백을 메우는 법의 형성에 있어서는 일반  법원리가 요하고, 

따라서 효율이 법원리가 될 수 있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34) 우선 아이덴뮐러는 

국부  법원리와 포  법원리를 구별하지만, 법의 어느 부분에서라도 련이 

있으면 법원리라고 할 수 있고, 국부  법원리와 포  법원리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아이덴뮐러처럼 국부  법원리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이 산법과 같은 특정 법분야에만 국한되는 법원리는 아니고, 민사법에서도 

효율은 요하며, 그 외에도 환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 UHG), 도산법 등

에서도 효율은 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가정 인 합의도 원리로서 이해할 수 있

다고 한다. 그리하여 효율은 헌법원리는 아니고 단순한 법원리로서 악하여야 

하지만, 근래의 발 에 따라 국부  원리에서 포  원리로 격상되었다고 한다. 

효율을 법원리로서 이해한다면 이는 과거의 포즈 (Posner)와 같이 유일한 규범

의 목 은 아니고, 다른 정의로운 재 의 부수조건이며, 이 부수조건의 요도는 

각각의 법 역에서 효율이 가지는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효율 인 것이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비효율 인 것은 통상 정의롭지 못하다고 한다. 

나아가 경제  합의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함께 헌법 으로 확고한 치

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35)

나. 기타의 비 에 하여

우선 법 이 경제 인 에서 고려하기 하여는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

는데 이를 얻기 어렵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더라도 그에 드는 비용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학 이론의 재 에의 용은 어려움이 많다

고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는 비 에 하여는 

32) Janson(註 11), S. 154 ff.
33) Janson(註 11), S. 163 f. 
34) Janson(註 11), S. 164 ff.
35) 얀존은 이외에도 설령 효율과 합의가 법원리가 아닌 법 외의 평가라고 하더라도, 법원

이 재판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Janson(註 11), S. 174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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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반론을 편다.

먼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에 하여는, 법 은 일반 으로 알려지

고 승인된 추측, 즉 일상  이론(Alltagstheorie) 내지 생활경험(Lebenserfahrung)에 

의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경제  논증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한

다.36) 그리고 정보를 얻기 하여 필요한 비용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크다는 문

제 에 하여는, 법원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하거나 당사자들로 하여  자료

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조사는 근본

인 의미를 가지거나 커다란 경제  이미를 가지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생기는 지연과 비용은 한 재 을 내리기 하여는 감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 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비용을 국민경제 으로 

감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한다.37) 그리고 일단 정보를 얻더라도 법 은 이를 

다룰 능력이 없다는 에 하여는, 이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기는 하

지만, 이것이 경제학  논거에 의한 논증을 막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한다. 이

는 형사재  법 이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므로 심리학 인 감정 결과를 평

가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법 이 이를 

배우기 하여 몇 년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 기본 인 원칙은 어느 정도의 노력

을 하면 배울 수 있다고 한다.38)

그리고 독일의 소송법이 변론주의, 재 의 지연, 소송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

여야 한다는 문제, 소송이 제1차 으로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한 제도라는 등의 

비 도 그다지 요하지 않은 문제거나 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39)

 경제학  논거의 활용이 당사자가 결과를 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  안

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에 하여도, 법  안정성의 문제는 경제학  논거를 활용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며, 법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법원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의 문언에만 따르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오늘

날의 법 이해와는 맞지 않고, 법  안정성도 다른 정의 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원리일 뿐이라고 한다.40)41)

36) Janson(註 11), S. 179 ff.
37) Janson(註 11), S. 181 ff.
38) Janson(註 11), S. 185 ff.
39) Janson(註 11), S. 187 ff.
40) Janson(註 11), S. 195 ff.
41) 이외에도 Janson(註 11), S. 197 ff.는 법관이 한 번 내린 판례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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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으로 그는 경제학 이론에 한 비 들은 이를 재 에 활용하는 것을 막

을 수 없다고 한다. 다만 필요한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한 경제학 이론의 경우에만 새로운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42)

다. 재 에서의 경제학 이론의 활용 범

독일에서 례가 실제로 법경제학 이론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에 하여 

얀존은 단순히 어떤 재 의 결과가 우연히 효율의 논리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법 이 자신의 결을 국민경제  논거로 뒷받침한다는 

주 인 의사가 필요하지만, 이에 하여 정확한 경제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체경제  범주와 효율에 의하여 논증하는 례

는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43)

결론 으로 그는 경제학  법이론이 입법부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도 활용

될 수 있고, 아이덴뮐러의 비 은 효율만이 유일한 법  단 기 이라는 과거의 

포즈 의 이론에 한 것으로서, 경제  논거가 어느 경우에 어느 정도로 법에서 

고려될 수 있는가 하는 근본 인 문제는 별로 따져보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그

는 경제학 이론을 만능 열쇠(Generalschlüssel)로 사용할 수는 없고, 법 은 법학

 해석론의 바탕 에서 이를 선택 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 효율의 원리

가 각각의 규율 상에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는 실증  경제이론의 바탕 

에서 좀더 실과학을 지향하는 법학에 의하여 밝 져야 한다는 것이다.44)

Ⅲ.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의 경제적 효율의 역할

우선 결론부터 말한다면 법의 해석과 용에서 경제  효율은 고려되어야 할 

요한 원리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 편의상 민법에서의 경제  효율을 

따져보고, 이어서 경제  효율이 민법뿐만 아니라 법 반에 걸친 일반  법원리

경제적 가치관념을 부당하게도 전통적인 법적 사고보다 위에 놓는다는 점 등에 대하
여 검토한 끝에 이들도 경제적 이론을 재판에 활용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42) Janson(註 11), S. 199 f.
43) Janson(註 11), S. 201 ff.
44) Janson(註 11), S. 203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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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런데 이하에서는 주로 규범 인 면에서 법의 

해석과 용의 결과가 효율 이어야 한다는 문제를 다루지만, 이와는 다른 차원

에서 경제학이 법의 해석과 용에 도움을 다는 것은 틀림없다. 즉 경제학이 

재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수 있는 것이다.45)46) 이 에 

하여도 여러 가지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이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1. 민법에서의 경제적 효율

가. 일반  고찰

아이덴뮐러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효율의 증진이 법률의 정책이라면 법원이 

그 해석과 용에서 이를 고려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면 효율의 증진이 민법

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나아가 민법의 해석과 용에서 경제  효율은 고

려될 수 있는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이덴뮐러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도 유사한 취지의 견해가 있다. 즉 민사에 한 우리의 실무 행은 민사법  문

제들을 ‘민사정의’의 념에 의하여 처리해 왔는데, 민사정의의 념은 실무 행

에 의하여 확인되어 온 수많은 종류의 가치를 포 하는 개념으로서 경제학  논

증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복합  념이고, 따라서 담당법원은 경제학  논증

을 이용하기 에 실무 행에 의해 승되어 온 법  논증을 먼  사용하여야 

하며, 경제학  논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법  통제 없이 이를 그 로 

45) Janson(註 11), s. 142 ff.; Anne van Aaken, “Rational Choice” in der Rechtswissen-
schaft, 2003, S. 108 ff. 또한 Ogus(註 3), pp. 303 ff.도 참조.

46) 우리 판례에 나타난 예를 두 가지만 들어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1가합10682 판결(各公 2007, 549)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담합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계산에 있어서 계량경제학의 방
법을 사용하여 중회귀분석을 통한 이중차분법에 의하되, 회귀분석 모형의 추정방법으
로 통상최승자승법을 채택하고 담합효과를 일부 연도별로 분리하며 유찰수의계약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趙弘植, “經濟學的 論證
의 法的 地位”, 서울 학교 法學 제48권 제4호, 2007, 124면 이하 참조. 그리고 대법
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公 2007하, 1685)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로서, 출⋅퇴근 재해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막대한 재정과 이해관계의 조정에 대한 고려 없이 사법이 적극적으로 이를 유도⋅개
입하는 것은 입법재량을 침해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사보험 대체효과와 정부정책이 
민간정책을 구축해 버리는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재정의 현저한 악화, 
보험강제가입자인 사업주의 부담 증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의 저해, 기준의 해석에 관
한 혼란 등과 같은 문제점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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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한다.47) 나아가 경제학  논증이 정책의 역에서 보충

으로 쓰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학  논증이 사용

될 수 있는 는 ① 입법목표가 경제  효율임이 분명한 경우, ② 비록 다른 입

법목표를 가진 입법의 경우라 하더라도 비용효과 인 수단을 선택할 것을 주문

하는 경우 정도라고 한다.48)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일반 으로 근 민법의 기본원리로

서 私有財産權 尊重의 원칙, 私的 自治의 原則, 過失責任의 원칙 이 세 가지를 

든다.49) 이  과실책임의 원칙에 하여는 여 히 근 민법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무과실책임 내지 험책임이 실제로는 더 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50) 그러나 사유재산권 존   사  자치가 민법상 

요한 가치라는 에 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재산권 존 이

나 사  자치가 경제  효율을 달성하기 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법경제학에서는 재산권의 보장은 자원의 낭비를 막기 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일반 으로 설명되고 있다. 만일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

는 재산을 지키거나 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훔치는데 자원이 소

요되어 낭비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권의 보장은 재산의 생산을 진

하고, 도를 억제하며, 재산의 보호를 한 비용을 감소하기 하여 필요하다.51)

47) 趙弘植, “經濟學的 論證의 領域”, 民事判例硏究 ⅩⅩⅩ, 2008, 709면 이하, 739면 이하.
48) 趙弘植(註 47), 745 - 746면.
49) 郭潤直, 民法總則, 제7판, 2002, 30면 이하. 다만 李英俊, 民法總則, 改訂增補版, 2007, 

12면 이하는 우리 민법의 기초이념은 사적자치의 원칙이고, 사회적 형평과 구체적 타
당성의 원칙이 이를 보완한다고 한다.

50) 예컨대 실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가장 다수를 이루는 자동차 교통사
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규율되는데, 이 법 제3조
에 의한 운행자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책임이 
과실책임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Steven Shavell, “Strict Liability 
versus Negligence”, 2 Journal of Legal Studies 323, 1973; William M. Landes and 
Richard A. Posner, The Economic Structure of Tort Law, 1987, Ch. 3; Steven Shavell,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of Law, 2004, pp. 177 ff.; Michael Adams, Öko-
nomische Analyse der Gefährdungs- und Verschuldenshaftung, 1985; 尹眞秀, “好意同乘
의 經濟的 分析”, 民法論攷 Ⅲ, 2008, 387면 이하(初出: 光州地方辯護士會, 無等春秋 

제2호, 1989) 등 참조. 또 채무불이행책임(계약위반)의 경우에는 법과는 달리 실제상으
로는 무과실책임과 같이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
하기 위하여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성공하는 
예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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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사  자치의 핵심을 이루는 계약 자유의 원칙은 자산이 효율 으로 

이동하기 한 필요조건이다. A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A보다는 B에게 더 가치

가 있고, 반면 B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B보다는 A에게 더 가치가 있다면, A와 

B 사이에 자산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 이다. 이러한 교환이 가능하기 

하여는 A와 B 사이에 자발 인 거래, 즉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

러한 의미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은 효율을 증진시키기 한 요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어도 재산법에 한 한 법의 요한 목   한 가지는 효율의 증

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재산법에 한 한 효율의 증진은 법률의 

정책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아이덴뮐러가 말하는 국부  법원리에도 해당

될 수 있다. 물론 민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효율에만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

다. 가령 민법은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는 치산자와 같은 행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 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 방의 신뢰를 

깨뜨려 거래의 안 을 해치고, 이 에서는 효율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 지만 

이는 민법이 효율의 증진 외에 弱者, 다른 말로 한다면 교섭능력이 없거나 부족

한 자의 보호도 요하다고 보아 채택한 원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 무능력자

의 보호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효율의 고려는 후퇴될 수밖에 없다.52)53) 한 주

51) Posner(註 2), pp. 32 ff.; Shavell,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of Law(註 50), 
pp. 11 ff.; Cooter and Ulen(註 3), p. 81 등 참조. 다른 한편 배타적인 재산권은 이른
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朴世逸(註 3), 125면 참조. 

5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71666, 71673 판결(公 2007하, 1926)은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
본적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사이에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
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
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
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尹眞秀,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1호, 2008, 315면 
이하 참조.

53) 그런데 이러한 설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즉 이는 온정적 
개입주의(paternalism)의 발로인데, 당사자들이 완전한 합리성이 아니라 제한적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만을 가진 경우에는 온정적 개입주의가 스스로의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김일중 교수는 이 글의 초고
에 대한 논평에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온정적 개입주의를 법경제학적으로 검
토한 것으로는 예컨대 Ogus(註 3), pp. 230 ff. 참조. 그러나 온정적 개입주의라는 설
명만으로 효율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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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임 차보호법은 일정 범 의 임차인에 하여는 그 보증 의 우선변제청구권

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특히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제8조 제1항)은 그보

다 앞서 성립한 담보물권에도 우선한다는 에서 거래의 안 을 해치는 것으로

서, 효율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으나, 이 한 그러한 효율의 손실에도 불구하

고 임차인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의 결과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존 하지 않으면 안 된다.54)

그러나 이처럼 민법이 외 으로 효율보다는 다른 이념을 우 에 놓은 것이 

아닌 한, 민법의 해석과 용에서는 효율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 인 를 민법의 개별 조항의 해석, 일반조항  불확정개념의 해석 그리

고 법원에 의한 법형성의 세 가지로 나 어 살펴본다. 물론 이 에서 민법의 

반에 하여 이러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므로, 구체 인 를 

드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법의 해석과 용을 경제 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법 이 의식 으로 효용의 증진을 의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로 할 필요는 없다. 특정한 해석과 용의 결과에 하여 효율의 

증진이라는 에서 모순 없고 체계 인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이다.

우리나라의 를 살펴보기에 앞서 독일에서 법의 용 내지 법형성에 하여 

효율을 고려하고 있는 형 인 로서 外觀授權(Anscheinsvollmacht)과 黙認授權

(Duldungsvollmacht)을 살펴본다. 독일 민법의 규정상으로는 표 리가 인정되는 

범 가 그다지 넓지 않다. 즉 우리 민법상 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 리

(제125조), 리권 소멸 후의 표 리(제129조)에 해당하는 규정은 있으나,55) 그 

외에 우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 리에 한 규정은 없다. 나아가 

표 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로 보호되는 범 는 우리 법보다 좁다.56) 그

런데 독일의 례는 와 같이 선의의 상 방 보호에 한 법규정이 불충분한 

상대방이나 제3자의 신뢰는 침해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효율의 저하는 교섭능력이 부
족한 당사자를 보호함으로써 얻는 효율의 증가에 비하여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54) 미등기주택에 대하여도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미친다고 한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公 2007하, 1080) 참조. 이 판결에 대하여는 尹眞
秀(註 52), 374면 이하 참조.

55) 전자: 제171조 제1항, 제172조 제2항. 후자: 제170조, 제171조 제2항, 제172조 제2항.
56) 상세한 것은 李容博, 表見代理의 法理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15면 이하; 金學東, “無權代理에 관한 우리 民法과 獨逸民法과의 比較”, 試硏

究 1992. 9, 11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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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충하기 하여 묵인 리(Duldungsvollmacht)와 외 리(Anscheinsvoll-

macht)라고 하는 두 가지의 표 리를 인정하고 발 시켜 왔다. 자는 본인이 

리인이라고 칭하는 자의 행동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에 성립하고, 후자는 본인

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 으나 정당한 주의를 기울 다면 알 수 있었고 나

아가 그것을 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성립한다.57) 이  묵인수권의 경우에는 

독일의 학설도 일반 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외 수권의 경우에는 이를 인

정하는 것이 독일의 법체계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 설도 유력하다.58)

이러한 묵인수권과 외 수권의 이론은 이른바 신뢰책임(Vertrauenshaftung)이 

구체 으로 발 된 형태로서, 상 방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기능을 가진다.59) 그

런데 경제학 으로 본다면 이처럼 독일의 례가 인정하고 있는 묵인수권과 외

수권의 법리는 정보비용을 임으로써 거래비용을 약하고, 효율에 이바지하

는 기능을 한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리권 없는 리인의 리행 를 

막는 비용이 상 방이 리인의 리권 유무를 확인하는 비용보다 작으므로, 무

권 리인의 행 로 인한 부담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더 효율 인 것이다. 

독일의 법경제학자는 효율이라는 에서는 신뢰책임은 다음의 4가지 요건이 

갖추어질 때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정보비용이 비 칭 으로 분배되어 있

고, 그 정보가 생산 인 정보라야 하며, 신뢰에 한 가(Vertrauensprämie)가 있

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기회주의의 험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60) 와 같

은 묵인수권과 외 수권의 이론은 이러한 경제  에 체로 부합한다.

나. 민법 조항의 해석에서의 효율의 고려

이하에서는 민법의 해석과 용에서 효율이 고려되는 사례를 민법 조항의 해

석, 일반조항  불확정개념, 법형성(Rechtsfortbildung)의 경우로 나 어 보기로 

57) 일반적으로는 Staudinger/Schilken, Neubearbeitung 2004, §167 Rdnr. 28 ff. 참조. 여기
서는 양자를 포괄하는 명칭으로서 權利外觀授權(Rechtsscheinsvollmach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의 문헌으로는 위 註 56)의 각 문헌 외에도 閔日榮, “獨逸民法에 
있어 外觀代理(Anscheins-und Duldungsvollmacht)의 展開와 現在”, 李好珽敎授 華甲記

念 法律行爲論의 史的展開와 課題, 1998, 321면 이하 참조.
58) Staudinger/Schilken(註 57), §167 Rdnr. 31 참조. 
59) 신뢰책임 일반에 대하여는 Claus - Wilhelm Canaris, Die Vertrauenshaftung im deutschen 

Privatrecht, 1971 참조. 스위스 법에 관하여는 Peter Loser, Die Vertrauenshaftung im 
schweizerischen Schuldrecht, 2006 참조.

60) Schäfer/Ott(註 2), S. 517 ff. 또한 Loser(註 59), Rdnr. 77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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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61) 여기서 법형성이라 함은, 법 이 용할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62)63)

(1) 契約의 解釋
계약의 해석에 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몇 가지 단계에 따라 해결

할 수 있다.64) 우선 당사자 방의 일치된 의사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다. 컨  

계약 문언과는 다른 당사자의 일치된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에는 

계없이 당사자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falsa demonstration non 

nocet). 그러나 실제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이처럼 일치된 의사를 확인하는 것

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법원은 제1차 으로 계약의 문언에서 출발한다(文言解

釋). 그러나 그 문언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는 문언의 내용이 당사자의 의

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2단계로 여러 가지의 제반 사

정을 종합하여 계약의 의미를 탐구한다. 이때에는 합리 인 당사자라면 계약 조

항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 을까 하는 이 기 이 된다. 이를 객  해석

(objektive Auslegung)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두 번째 단계의 탐구 결과 계

약 당사자가 서로 상이한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되면 어느 당사자의 의사를 계약

의 의미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제3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주  해

석(subjektive Auslegung)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계약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이 어느 해석이 규범 으로 가장 바

람직한가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본래의 의미에서의 규범  해석

(normative Auslegung)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제4단계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으

로 계약에 공백 내지 흠결이 있으면 보충  해석의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이

는 굳이 분류한다면 제5단계라고 할 수 있다. 

61) 필자의 견해로는 민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효율이 고려되는 경우는 매우 많다고 생각
하지만, 여기서 이를 다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몇 가지 주요한 예를 드는 데 
그친다.

62) 법형성 내지 법관에 의한 법의 형성발전(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의 개념에 대하
여는 예컨대 鄭仙珠, “法官에 의한 法의 形成發展과 그 限界”, 民事訴訟 Ⅱ, 1999, 62
면 이하 참조.

63) 민법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민법 조문의 순서에 의하였다.
64) 尹眞秀, “契約 解釋의 方法에 관한 國際的 動向과 韓國法”, 民法論攷 Ⅰ, 2007, 244면 

이하(初出: 比 私法 제12권 제4호,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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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약 해석의 방법은 체로 경제  효율의 측면에서도 합리 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계약은 방에게 다 같이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므로, 

당사자 방의 일치된 의사가 확인되면 그에 따라야만 방에게 다 같이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가령 방의 의사와는 다른 문언만을 따르게 된다면 당사자들이 

계약에 의하여 추구하려는 목 을 달성하지 못하게 됨은 명백하다.

그러나 당사자 방의 일치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쉽지 않은데, 다른 

말로 하면 이 경우에는 정보비용(information cost)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

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정보비용이 가장 작게 소요되는 방법부터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문언 해석이고, 문언 해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비

로소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합리 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 방의 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이 경우에

는 우선 으로 객  해석에 부합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고, 다만 상

방이 객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의 의사를 안 경우에는 그 일방의 의사

가 객  해석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상 방이 객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의 의사를 알지는 못하 지만 알 수는 있었던 경우에

는, 양 당사자의 책임의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즉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정확하지 않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 방이 표의자

의 진의를 쉽게 알 수 있었고, 이를 알지 못한 상 방의 잘못이 표의자의 잘못보

다 크다고 단될 때에는 표의자의 의사가 기 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이 

거래비용을 임으로써 효율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65)

그리고 계약에 공백 내지 흠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가 이를 상했더

라면 어떻게 규율했을 것인가를 추측하여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에 모든 것을 다 측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보충  해석을 인정하는 

것이 계약 체결 비용을 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66)

65) 규범적 해석의 경우에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규범적 해석에 포함되
는 유효해석의 원칙(유효하게 되는 해석과 무효로 되는 해석이 있다면 유효한 해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 및 엄격해석의 원칙(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
석하여야 한다는 원칙) 등은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합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6) Schäfer/Ott(註 2), S. 428 ff.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Eidenmüller(註 10), S. 
457은,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은 민법학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
처럼 구체적인 당사자의 규율계획을 끝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인(homines 
oeconimicus)이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어떻게 합의하였을 것인가가 중요하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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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錯誤(민법 제109조)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은 “意思表示는 法律行爲의 內容의 重要部分에 錯誤

가 있는 때에는 取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행 의 내용의 

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하여는 매우 논란이 많다. 

필자가 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례가 착오를 허용한 사례는 체로 상 방

이 착오를 야기한 경우, 상 방이 착오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

통의 착오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67) 이  상 방이 착오를 야기한 경우

와 상 방이 착오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의 두 가지는 착오로 인한 

취소를 허용하는 것이 이른바 the cheapest cost avoider 내지 the cheapest 

mistake avoider의 에서 효율을 증진시킨다는 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즉 

착오를 방지하기 하여는 비용이 드는데, 가장 작은 비용으로 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자에게 착오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 비용의 지출을 인

다는 면에서 효율 이다. 그런데 상 방이 착오를 야기한 경우  상 방이 착오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상 방이 작은 비용으로 착오를 방

지할 수 있는 자이므로 취소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다.68)

(3) 無斷占有가 自主占有인지 여부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유하

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은 占有者는 所有의 意思로 善意, 平

穩  公然하게 占有한 것으로 推定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자신의 유가 소유의 의사를 가진 유(自主占有)라는 것을 증명

할 필요가 없고, 반 로 유취득시효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유자측에

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유(他主占有)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와 련하여 종

래 유할 권원이  없는데도 이를 알면서도 타인의 부동산을 유하고 있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오해라고 생각된다. 보충적 해석도 기본적으로는 구
체적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67) 尹眞秀, “民法上 錯誤規定의 立法論的 考察”, 民法論攷 Ⅱ, 2008, 52면 이하(初出: 心  

宋相現先生 華甲紀念 二十一世紀 韓國民事法學의 課題와 展望, 2002, 66면 이하).
68) 尹眞秀(註 67), 58면 이하. 다만 공통의 착오의 경우에는 the cheapest mistake avoider

의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危險忌避的(risk averse)임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효율 아닌 공정(fairness)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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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 자주 유에 해당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는데, 이 의 

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원합

의체 결69)의 다수의견은, 유자가 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라고 시하여, 이러한 무단 유자에게는 원칙 으로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이 례에 하여도 많은 논란이 있으나, 필자로서는 이러한 법원의 새로운 

례는 효율이라는 면에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유자가 자

신이 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그 소유자로

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 다시 말하여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이 작으므로, 이때에는 유자로 하여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

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효율 이다. 반면 유자가 자신이 유하고 있는 부동산

이 타인의 소유임을 몰랐을 때에는 유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거래비용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유자의 20년에 걸친 유에 비추

어, 그 부동산이 소유자보다 유자에게 더 큰 효용이 있다고 보아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 일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례가 무단 유의 경우에는 

자주 유의 추정을 깨고 취득시효를 부정하는 것은 경제 으로 효율 이라고 할 

수 있다.70)

(4) 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민법 제366조는 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게 속한 경우에는 그 건물소유자를 하여 법정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종래의 례71)는, 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

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었다. 

69) 集 45권 3집 민84면.
70) 尹眞秀, “‘惡意의 無斷占有와 自主占有’에 대한 所見”, 判例實務硏究 I, 1997, 377면 이

하 참조.
71)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6399 판결(集 제38권 제2집 민167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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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원합의체 결72)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그 지상 건물에 하여 공동 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하여 토지의 당권과 동

일한 순 의 공동 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물의 경

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

을 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시하여,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당권의 목 이었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 다. 

례는 그 이유로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그 지상 건물에 하여 공

동 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상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 

받는 것을 용인하고 토지에 하여만 당권을 설정하여 법정지상권의 가치만큼 

감소된 토지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공동 당권자는 토지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서, 당권의 목 이 된 

건물이 그 로 존속하는 이상은 건물을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그로 인하

여 토지의 교환가치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교환가치에서 되찾을 수 있어 궁극 으로 토지에 하여 아무

런 제한이 없는 나 지로서의 교환가치 체를 실 시킬 수 있다고 기 하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 의 공동 당권이 설정되지 아니

하 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

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  와 같이 당  나 지

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체를 기 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 당권자에게 불측

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라는 을 들고 있다.

와 같은 례의 결론은 경제학 인 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다만 그 

이유의 설명은 다소 불충분하다. 즉 사후 (ex post)으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당권자가 손해를 입는다는 면보다는 사 (ex ante)으로, 즉 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나 에 그러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제로 한다면 당권 설정자에게 

불리하게 된다는 측면을 아울러 언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권자로서는 토지와 

건물에 하여 담보로서 공동 당권을 취득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여함에 있어

서 나 에 건물 철거 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가에 따라 달리 

72) 公 2004상,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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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담보의 가

치가 작아지므로 채무자에게 여할 돈의 액수가 작아지게 되고, 이는 채무자에

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는 편이 

사 으로 찰할 때 채권자인 공동 당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 인 

에서 토 기 에 부합한다.

(5) 抵當權에 기한 妨害排除請求
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58454 결73)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 당

권자가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하 다. 즉 원래의 토지 소유자

가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공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은

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토지상에 근 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그 후 토지 

소유자가 부도를 내자 수분양자들이 피고 조합을 결성하여 건축사업의 시행권을 

양수한 뒤 공사를 재개한 경우에, 근 당권자가 근 당권 실행을 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고, 피고 조합을 상 로 하여 건물신축행 의 지를 청구한 경우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당권자는 당권설정 이후 환가에 이르기까지 당물의 교환가치

에 한 지배권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목 물의 소유자 는 제3자가 당

목 물을 물리 으로 멸실⋅훼손하는 경우는 물론 그 밖의 행 로 당부동산의 

교환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등 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

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당권자는 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

해행 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 다.

이 문제도 앞에서 살펴본 공동 당의 경우의 법정지상권 문제와 같은 맥락에

서 악할 수 있다.74) 즉 이러한 경우에 당권자가 건물의 신축을 막을 수 없

다고 한다면, 토지의 담보가치가 떨어지므로 당권자가 출을 꺼리거나 일 

것이고, 따라서 이 때에도 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방에게 

유리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건물의 신축을 허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건

물 소유자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건물 신축을 허용하더라도 나

73) 公 2006상, 316.
74) 같은 취지, 閔裕淑, “垈地의 抵當權者가 妨害排除請求權의 행사로서 垈地上의 建築行爲

의 中止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抵當權에 기한 妨害排除請求로서 抵當目的土地上의 建
物建築行爲를 中止시킬수 있는지 여부”, 判例實務硏究 VIII, 2006, 346 - 3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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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건물이 경매 차에서 매각되면 그 건물은 매수인에 의하여 철거될 수밖에 

없는데, 건물의 신축을 허용함으로써 건물의 철거 비용이 증가되는 것 외에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이익이 될 수는 없다.75)

(6) 賃借權의 無斷讓渡
민법 제628조 제1, 2항은 임차인은 임 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하지 못하고, 이에 반하면 임 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래의 일련의 례76)는, 임차인이 임 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 가 임 인에 한 배신  행 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조항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시하고 

있고, 국내의 학설도 일반 으로 이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론은 경제 인 에서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일반 으로 권리나 

재화는 그 효용이 재의 보유자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클 때에는 다른 사람에

75) 尹眞秀, “2006년도 주요民法 관련 판례 회고”, 民法論攷 Ⅲ, 2008, 726면 이하(初出: 
서울 학교 法學 제47권 제1호, 2007). 나아가 이는 저당권과 지상권을 같이 설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좀더 명확하다. 대법원 2004. 3. 29. 자 2003마1753 결정(公 
2004상, 781)의 사안은 대상판결의 사안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고, 다만 그 사
건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지상권설정등기까지 마쳤을 뿐
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저당권자의 지상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을 받아들여
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저당권자가 저당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취
득하는 것은 제3자가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
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지
상권을 같이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저당권자에게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고, 다른 한편 저당권설정자도 저당권자의 
이러한 목적을 위한 지상권 설정 요구에 대하여 특별히 거부할 사유는 없으므로, 구태
여 저당권과 아울러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저당권자에게 그러한 보호를 부여할 
이유는 없고, 저당권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보호를 하여 주는 것이 지상권 설정으
로 인한 비용을 절감한다는 면에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위 논문 412면 이하 
참조. 그런데 梁彰洙, “2006년도 民事判例 管見”, 서울 학교 法學 제48권 제2호, 
2007, 139 - 140면은 필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지상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상
권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저당권만을 설정
한 경우에도 저당권과 지상권을 같이 설정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저당권
에 의한 보호만으로도 지상권에 의한 보호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고, 지
상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76)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45308 판결(公 1993하, 1553); 1995. 7. 25. 선고 94다46428 
판결 (公 1995하, 2938);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公 2008상, 199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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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이 되는 것이 효율 이고, 따라서 권리나 재화의 자유로운 양도는 원칙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임차권의 경우에 양도나 를 제한하고 있는 것

은, 양도를 자유롭게 인정하면 임 인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 인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면 임차권의 양도나 를 제한

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에서 와 같은 해석은 경제 인 효율에 이바지하는 

것이다.77) 그런데 이러한 설명에 하여는, 이는 임 인의 이익을 희생하여 임차

인 내지 차인 는 임 권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구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설명되어야 하고,  임차인측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하는 경우에도 이는 토 기  아닌 칼도-힉스 기 에 의하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지 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토 기 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즉 례가 임차인의 당해 행 가 임 인에 한 배신  행 라

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임차권의 양도나 행 가 임 인에게 별다른 손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단은 

토 기 을 만족시킨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해지를 인정하는 것은 임

인의 기회주의 내지 략  행동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다. 一般條項과 不確定 槪念에서의 效率의 考慮

(1) 先行行爲에 矛盾되는 擧動의 禁止(venire contra factum proprium)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상 표 인 일반조

항이고, 이러한 일반조항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

러나 私見으로는 많은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화는 효율이라는 에

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78) 다른 한편 일반조항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용

하면 명문의 규정을 용하는 것보다 측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어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이는 효율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일반조

항의 활용은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용의 증가와, 이에 수반하는 효용의 감

77) 미국에서도 이러한 점이 문제되고 있다. 상세한 것은 尹眞秀, “美國 契約法上 Good 
Faith 原則”, 民法論攷 Ⅰ(註 64), 55면 이하 (初出: 서울 학교 法學 제44권 제4호, 2004) 
참조.

78) 이점에 관하여는 尹眞秀(註 77), 41면 이하에 소개된 Burton과 Summers의 논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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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잘 조화시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신의성실의 원칙이 효율에 이바지하는 형 인 로서 이른바 선행행

에 모순된 거동의 지 내지 모순행 의 지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이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그의 선행하는 행동과는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 에 

원래 로의 법효과를 인정하게 되면 그 선행행 로 말미암아 야기된 다른 사람

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 그 후행행 의 효력이 제한되는 법원

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79) 미법상의 禁反言(estoppel)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행 에 모순되는 거동의 지는 앞에서 언 한 신뢰책임의 한 내

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80) 따라서 이에 하여는 정보비용의 감소에 한 앞에

서의 설명이 체로 용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한 형 인 례 하나

만을 소개한다.

법원 2000. 1. 5. 자 99마4307 결정81)은 다음과 같은 사실 계에 한 것이

다. 즉 채무자가 자기가 살고 있던 동생 소유의 아 트에 하여 근 당권을 설

정하고 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아 트에 하

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후 

 근 당권이 실행되어 이를 낙찰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 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자, 채무자는 자신이 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여 채권자의 인도

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투었다. 이에 하여 법원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두 차례나 작성해 으로써 이를 믿은 나머지 이 사

건 아 트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출을 해 주고, 경매 차에서도 보증

을 고려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한 와 같은 확인 내용을 번복하여 항력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인도명

령을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언  신의칙에 배되어 허용되

지 아니한다고 시하 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의 임차권 주장을 허용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당  

채무자가 임차인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써 주었더라도 이를 믿지 않고, 임차인인

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나,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지도 문제

79) 郭潤直/梁彰洙, 民法注解 Ⅰ, 1992, 119면 참조.
80) Canaris(註 59), S. 530 f. 참조.
81) 公 2000상,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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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확인을 하여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다. 

반면 임차권의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확인서를 믿고 그에 따

라 출을 하여 주면 될 것이므로 거래비용을 일 수 있는 것이다.

(2) 權利濫用의 法理
민법 제2조는 “권리는 이를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권리남용의 

법리를 선언하고 있다. 과연 어떤 경우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되는데, 

필자는 이 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 로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사안에 하여 경제  에서 다음과 같이 례를 분석한 바 있다.82) 즉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를 권리남용이라 하여 배척하기 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

건이 필요하다.

첫째, 그 철거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얻는 이익보다 지상물 소유자가 입는 

손해가 하게 클 것.

둘째, 유자가 토지를 유한 상태에서 당사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

은 책임이 토지 소유자에게 있을 것.

셋째, 토지 유자가 그 토지의 유를 개시한 데 악의나 한 과실이 없을 

것.

우선 첫째의 요건에 하여는, 철거가 객 으로 보아 자원의 낭비에 해당하

여야만 그 철거 청구를 막을 이유가 있으므로 철거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얻

는 이익과 지상물 소유자가 입는 손해를 비교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 경우 

지상물 소유자가 입는 손해가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될 이익보다 하게 클 것

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이 이익과 손해를 단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하여 필요하다.

셋째의 요건은 토지 유자가 사 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나 토지의 이

용권을 취득하기 한 거래비용이 높은가 낮은가 하는 에 따른 것이다. 거래비

용이 낮다면 구태여 법원이 개입할 이유가 없고, 이 때에는 권리남용의 항변을 

배척함으로써 토지 유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나 토지의 이용권을 취

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둘째의 요건은 방 독 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버티기(holdout)를 

82) 尹眞秀, “權利濫用의 經濟的 分析”, 民法論攷 Ⅰ(註 64), 84면 이하(初出: 朴世逸, 金一
中 편, 私法과 法執行,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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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기 하여 필요하다.83)

그러므로 권리남용의 법리도 례가 경제  효율을 고려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고 설명할 수 있다.

(3) 過失의 槪念84)

법경제학에서는 과실의 개념을 이른바 러니드 핸드 공식(Learned Hand Formel)

에 의하여 설명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85) 그런데 최근의 법원 례 가운

데 채권의 유자의 변제가 유효하기 한 요건으로서의 과실과 련하여 거래

비용을 언 하고 있는 것이 있다. 민법 제470조 제1항은 채권의 유자에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가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44791 결86)에서는 은행의 통장 

취인에 한 의 지 에 과실이 있었는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은행에 하여 축 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

의 집에 도둑이 침입하여 원고의 통장과 인장을 취한 다음  통장의 비 번

호를 알아내어 2005. 2. 22. 12:49 경 피고 은행 남원지 에서 2,500만원을 인출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3:48 경 피고 은행 주 남문지 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2,000만 원을 인출하 으며, 이어서 같은 날 14:19 경 피고 은행 주 충경로지

에서 다른 사람을 시켜  1,900만원을 인출하 다. 

원심법원은  지 이 유효하다는 피고 은행의 주장에 하여, 첫 번째의  

인출은 채권의 유자에 한 변제로서 피고 은행에게 과실이 없었으므로 그

로 인하여  인출액만큼 원고의 채권은 소멸하 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의  인출에 하여는 피고 은행의 창구직원들로서는 일단 창구에서 지

을 구하는 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

83)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公 1999하, 2084)이 이러한 분석에 전형적으
로 들어맞는 사례이다. 尹眞秀(註 82), 111면 이하 참조.

84) 過失 개념을 일반조항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소 논란이 있다. 예컨대 金先錫, 
“一般條項의 證明責任”, 司法論集 제14집, 1983, 243면 이하 참조. 그러나 과실 개념이 
일반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입법자가 그 내포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이
른바 불확정개념임에는 틀림없다.

85) 事故의 確率을 P, 事故로 인한 損害를 L, 事故防止費用을 B라고 할 때 B〈 P·L이라면 過
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 159 F. 2d 169(2d cir. 1947) 
참조. 정확하게는 여기서의 손해나 사고방지비용은 한계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86) 공 2007하,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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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한

다거나 산입력된 원고의 연락처에 연결하여 원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의 방법으로 그 청구자가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진다고 하여 결국 피고의  두 번째  세 번째의 지

은 채권의 유자에 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하 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두 번째  세 번째 지 에 한 원심의 단이 잘못

이라고 하 다. 즉 두 번째  세 번째 지 과 련하여, 피고 은행의 직원이 단

순히 인감 조  비 번호의 확인 등의 통상 인 조사 외에 당해 청구자의 신

원을 확인하거나 산 입력된 자의 연락처에 연결하여 자 본인의 의사

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청구자가 정당한 인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 해서는, 그 의 

지 을 구하는 청구자에게 정당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고 하면서 그 이유  하나로서, 융기 에게 추가 인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자에게 비 번호 등의 리를 철 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 

체 인 거래비용을 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례를 경제학 인 에서 분석한다면, 와 같은 경우에는 자가 

비 번호 등의 리를 철 히 하는 것이 융기 이 수없이 많은  청구의 

경우에 매번 당해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고, 따라서 권한 없는 사람이 을 인출한 것으로 생기는 

손해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례가 거래비용을 일 수 

있다는 을 명시 으로 밝히고 있는 이 인상 이다.

라. 法形成에서의 效率의 考慮

례는 법형성에서도 효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代理權의 

濫用과 代償請求權의 두 가지를 살펴본다.

(1) 대리권의 남용

리인이 그 리권의 범  내에서 리행 를 한 경우에는 설령 그 리행

가 본인의 이익에 어 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리행 의 효과를 부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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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이 원칙이다. 만일 이를 인정한다면 상 방은 항상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 보

아야 할 것이고, 이는 리제도를 인정하는 이유 의 하나인 경제  효용을 크

게 해친다. 그러나 리인의 리행 가 본인의 이익을 한 것이 아니라 리인

이나 제3자의 이익을 한 것이면서 본인에게는 손해가 되는 이른바 代理權의 

濫用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을 철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러한 리

권의 남용은 이른바 리인 문제(agency problem)의 형 인 라고 할 수 있

다. 이 에 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 문제는 법원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하여 례는, 지배인의 행 가 업에 한 것으로서 리권한 범  내

의 행 라 하더라도 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 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 그 상 방이 지배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지배

인의 행 에 하여 업주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87) 다시 말하여 이러한 리인의 행 는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비진의표시와 유사하다고 보아, 상 방이 리권의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이 리행 에 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리권의 남용이 과연 비진의표시와 유사한 것인지는 의심스럽

다. 비진의표시에서는 의사표시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 자체를 의욕하지 않는 

것인 반면, 리권 남용의 경우에는 법률효과의 발생은 의욕하지만, 그로 인한 

경제  이익을 본인 아닌 제3자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다.88)

이러한 비진의표시 유추 용설 이외에도 권리남용설, 리권 부인설, 표 리

설 등 여러 가지 설이 주장되고 있으나, 어느 것이나 잘 들어맞지는 않는다. 결

국 이는 례가 리제도의 목 에 비추어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 다고 설명하

는 것이 가장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례의 이론은 체로 경제  효율

에 부합한다. 원래 리제도의 근거는 노동 분업의 원리에 따른 경제  효율의 

증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리인의 리권 남용으로 인한 손실도 제1

차 으로는 리행 의 상 방보다는 리제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

라, 리인을 감독할 수 있는 치에 있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87)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7738 판결(公 1999상, 618).
88) 河京孝, “代理權 남용시의 대리효과 부인의 근거와 요건”, 茂巖 李英俊博士 華甲紀念

韓國民法理論의 發展 Ⅰ: 總則⋅物權編, 1999, 1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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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리인의 상 방이 리권 남용을 안 경우에까지도 본인이 그 손실을 

부담할 것은 아니다. 이는 거래비용의 에서는 충분히 수 할 수 있다. 문제

는 상 방이 리권 남용 사실을 알지는 못했으나 알 수는 있었던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리행 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상 방에게 한 과실이 있

었을 경우에만 리행 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이 주장된다. 그러나 

례는 상 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리행 의 효력을 부정하면서도, 본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상 방의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고 있는

데,89) 이러한 처리가 경제 으로 보아 합리 이라고 생각된다.

(2) 代償請求權
어느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나 채무자가 이행의 목 물에 신하는 이익

을 얻게 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이익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청구

권이라고 한다. 컨  토지를 매도하 으나 그 이행 에 토지가 수용되어 매매

계약의 이행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그 신 매도인이 수용보상 을 받게 된 경

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수용보상 을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하여는 독일 민법 등 다른 나라에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례90)나 

일반 인 학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례와 학설은 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하여는 반드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로서는 효율을 고려할 때 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다. 가령 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제할 때, 채무자에게 이행불능에 

하여 귀책사유가 없으면 결과 으로 채권자는 원래 의도했던 이익을 얻지 못하

게 된다. 따라서 가령 매매계약의 경우라면 매수인은 매매 을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매 을 낮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을 

함에 있어서는 추가 인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상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추가 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경제 으로 효율 인 결과가 된다. 이처

럼 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법률 인 근거로서는 앞에서 언 한 계약의 보

충  해석을 생각할 수 있다.91)

89)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9602 판결(公 1999상, 290).
90)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92다4598 판결(公 1992하, 1849) 등. 
91) 尹眞秀, “法律行爲의 補充的 解釋에 관한 獨逸의 學說과 判例”, 民法論攷 Ⅰ(註 64), 

215면(初出: 判例月報 1990.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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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憲法原理로서의 效率

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로서의 효율

효율이 이처럼 민법상의 원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효율은 가령 행정

법92)이나 환경법93) 는 세법94)에서도 문제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효율이 헌법

상의 원리로 인정될 수 있는가, 나아가 헌법의 해석에서 효율이 고려될 수 있는

가를 살펴본다.95) 이 에 하여 독일에서는 헌법 제14조의 재산권 보장이나 

제2조의 일반 인 인격의 발 권 등에 비추어 보면 효율이 헌법상 원리로서 인

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96) 

우리 헌법재 소의 례에서도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인다. 가

령 헌법재 소 1997. 8. 21. 선고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 결정97)은, 구 근

로기 법 제30조의2 제2항  근로자의 퇴직 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하여 질

권 는 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질권이나 당권을 침해하므로 헌이라고 하 다. 이 

결정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조항이 과잉 지의 원칙 배라고 하면

서 그 이유로, “퇴직 ”에 하여는 아무런 범 나 한도의 제한 없이 질권이나 

당권에 우선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산 기에 있

는, 자 의 융통이 꼭 필요한 기업일수록 융기  등 자 주는 자 회수의 측

92) Wolfgang Hoffmann-Riem, Eberhard Schmidt-Assmann (Hrsg.), Effizienz als Heraus-
forderung an das Verwaltungsrecht, 1998.

93) Erik Gawel (Hrsg.), Effizienz im Umweltrecht, 2001. 우리나라의 판례상 확립된 이른
바 수인한도론(예컨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集 제47권 제1집 민
20면 등)은 일종의 비용효과 분석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趙弘植, “留止請求 許容 
與否에 관한 小考”, 民事判例硏究 ⅩⅩⅡ, 2000, 68면 이하 참조.

94) 李昌熙, “조세법 연구 방법론”, 서울 학교 法學 제46권 제2호, 2005, 28면 이하 참조. 
여기서는 적어도 세법의 영역에서는 효율의 문제는 자유의 문제이므로, 비효율적인 법
령은 자유에 대한 간섭으로서 위헌이 된다고 한다.

95) Joseph Franz Lindner, “Verfassungsrechtliche Rahmenbedingungen einer ökonomischen 
Theorie des Öffentlichen Rechts”, JZ 2008, S. 957 ff. 참조.

96) Stefan Grundmann, “Methodenpluralismus als Aufgabe”,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
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Bd. 61, 1997, S. 442; Erik Gawel, “Ökono-
mische Effizienzforderungen und ihre juristische Rezeption”, in Gawel (Hrsg.)(註 93), 
S. 38 등 참조. 그러나 Eidenmüller(註 10), S. 443 ff.는 독일 헌법이 입법자에게 자유
시장경제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명하지 않았으므로, 입법자는 법률을 경제적 효율의 
관점에서 정립할 헌법적인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한다.

97) 헌법재 소 례집 제9권 제2집 24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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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성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에 자 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그 결과 

이러한 기업은 담보할 목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의 융통을 받지 못하여 그 

경 기를 넘기지 못하고 도산을 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결국 근로자는 직장을 

잃게 되므로 궁극 으로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나 복지에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을 들고 있는 것이다.98) 이는 형 으로 경제학 인 사  효율(ex 

ante efficiency)의 원리를 고려한 것이다.

 헌법재 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결정99) 등은 계약자유의 원칙은 헌

법상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  행동자유권으로부터 생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구체 인 규정들 외에도 헌법상의 일반원칙으로 승인되고 있는 信賴保

護의 原則도 경제 인 효율의 에서 설명할 수 있다. 헌법재 소는, 일반 으

로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그 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 인 신

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  지 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와 같은 법  지

와 련된 법규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신뢰

를 최 한 보호하여 법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100) 학설상

으로도 신뢰보호가 헌법상의 원칙이라는 에 하여는 반 하는 견해가 보이지 

않는다.101) 이러한 신뢰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로서는 그 자체로는 생산

이고 효율 인 행 라 하여도 장래 상에 어 나는 법령 등의 개폐가 일어남으

로 말미암아 손해를 볼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산 인 행 의 축을 가져오

게 되는 것이다. 법원 례102)는,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이 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 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 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  행 로 나아가 일정한 법  

지 나 생활 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

질서에 한 국민의 신뢰는 무 지고 재의 행 에 한 장래의 법  효과를 

견할 수 없게 되어 법  안정성이 크게 해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98) 헌법재 소 례집 제9권 제2집 243, 262면.
99) 헌법재 소 례집 제3권 268면 이하.

100)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마226 등 결정(헌법재 소 례집 제16권 제2집 
하 580, 590면) 등.

101) 成樂寅, 憲法學, 제8판, 2008, 241면 이하; 鄭宗燮, 憲法學原論, 제3판, 2008, 158면 이
하 등.

102)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公 2006하, 2085);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公 2007하, 1853) 등. 



72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1호 (2009. 3.)

그리하여 법원의 례는, 행정청의 행 에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용되

기 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하여 신뢰의 상이 되는 공 인 견해표명

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하여 그 개

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 를 하 어야 하며, 넷째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래되어야 하

는 것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

하는 행 로서 법하다고 한다.103)

나. 比例의 原則과 效率

(1) 비례의 원칙의 의미

헌법재 소는 법률의 헌 여부를 단하는 기 으로서 이른바 비례의 원칙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을 채택하고 있다. 비

례의 원칙 는 과잉 지(Übermaßverbot)의 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입법목 의 정당성과 그 목 달성을 한 방법의 정성, 피해의 최

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어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목 의 정당성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 이 헌법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방법의 정성이란 그 목

의 달성을 하여 그 방법이 효과 이고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리고 피해의 최소성이란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  달성

을 하여 하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

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법익

의 균형성이란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

익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04) 

103)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091 판결 (공1992, 2043) 등.
104)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헌법재 소 례집 제4권 853면 이하) 등 참

조. 그러나 논자에 따라서는 목적의 정당성은 비례의 원칙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鄭宗
燮(註 103), 331면 참조. 또한 피해의 최소성은 필요성(Erforderlichkeit)으로, 법익의 균
형성은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im engeren Sinn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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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  헌법재 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 결정105)은, 법률이 국

내주재 외교기  청사의 경계지 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를 면 으로 지하고 있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인가 여부에 

하여 다음과 같이 단하 다. 즉 외교기  인근에서의 집회를 지하는 목 은 

‘외교기 의 기능보장’과 ‘외교공 의 안녕보호’에 있는 것으로서 그 목 의 정당

성은 인정된다고 하 다. 그리고 외교기 의 업무에 한 방해나 외교 의 신체

 안 에 한 이 우려되는 형 인 경우인 규모 항의시 의 에서 

본다면, 1백 미터 거리를 외교기 의 청사로부터 확보하는 것은 일반 인 경우 

법익충돌의 험성에 비추어 한 것으로 단된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

은 에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어 난다고 한다. 우선 피해의 최소

성에 하여는, 외교기 에 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지장소 내에 치한 다

른 항의 상에 한 집회의 경우,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된 법익충돌의 험

성이 작다고 단되고, 소규모 집회의 경우, 일반 으로  법률조항의 보호법익

이 침해될 험성이 작으며, 정된 집회가 외교기 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

지는 경우에는 보호법익에 한 침해의 험이 일반 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데

도  법률조항은 제된 험상황이 구체 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외 없이 지하고 있고, 이는 입법목 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

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

게 침해한다고 한다.

그리고 법익균형성에 하여는,  법률조항은 개별 인 경우 보호법익이 

을 받는가와 계없이 특정 장소에서의 모든 집회를 면 으로 지함으로써, 

개별  집회의 경우마다 구체 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하여 일방

인 우 를 부여하 으므로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반되어 집회의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한다.

다른 한편 헌법재 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106)은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면 부정하고 있는 실화책임에 

한 법률이 헌이라고 하 다.  결정은, 과실 정도가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한다는 입법목 은 정당하지만, 실화  연소로 인한 피해

105) 헌법재 소 례집 제15권 제2집 하 41면 이하.
106) 헌법재 소 례집 제19권 제2집 20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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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외로 확 되어 그에 한 배상책임을 부 실화자에게 지우는 것이 가혹

한 경우에는 민법 제765조에 의하여 구체 인 사정에 맞추어 실화자의 배상책임

을 경감시킴으로써 실화자의 가혹한 부담을 합리 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이처

럼 합리 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 실화자의 

책임을 부 부정하고 그 손실을 부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실화피해자

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입법목 상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많이 제한

하는 것이라고 하 다. 나아가 화재 피해자에 한 보호수단이  마련되어 있

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률 으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

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일방 으로 실화자만 보호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

한 것으로서 실화자 보호의 필요성과 실화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균형있게 조

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 다.

 
(2) 경제적 분석

그런데 이러한 비례의 원칙은 경제 인 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다.107) 우

선 목 의 정당성과 방법의 성은 實際的 合理性(practical rationality) 가운데 

實體的 實際的 合理性(substantive practical rationality)과 節次的 實際的 合理性

(procedural practical rationality)의 개념에 각각 응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실제  합리성이란 이론  합리성(theoretical rationality)에 비되는 개념으로서, 

후자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이 합리 인가를 따지는 것인데 반하여, 자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의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이 합리 인가를 논하는 것이다. 이  

차  합리성이란 어떤 사람이 어떤 목 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목 을 달성

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목 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는 차 인 

의미에서 합리 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반면 실체  합리성은 그 목  자체가 합

리 인지를 묻는다. 컨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장래에 하여  개의하지 않

는다면 그는 실체 인 의미에서 비합리 이라고 할 수 있다.108)

107) Anne van Aaken, “How to Do Constitutional Law and Economics”, in: Thomas und 
andere(Hrsg.), Internationalisierung des Rechts und seine ökonomische Analyse, 
Festschrift für Hans-Bernd Schäfer zum 65. Geburtstag, 2008, S. 658 ff. 참조.

108) B. Hooker and B. Streumer, “Procedural and Substantive Practical Rationality”, in: A. 
Mele and P. Rawling ed., The Oxford Handbook of Rationality, 2004, pp. 57 ff. 참
조. 또한 Martin Führ, “Ökonomische Effizienz und juristische Rationalitä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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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의 정당성은 실체  합리성에 해당한다. 만일 실체  합리성이 없는 목

을 입법자나 기타 공권력의 보유자가 추구한다면 이는 헌법 으로 허용될 수 없

음은 자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목 의 정당성이 반드시 경제  효율의 추구에 국

한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입법의 목 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헌법 으

로 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폭넓은 자유를 가지며, 설령 배분  효율을 해하는 

것이라 해도 그것만으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헌법재

소가 법률 목 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헌이라고 한 것은 매우 

드물다.109) 그러나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목 과의 계에서 합리 이어야 한다. 이 에서 비례의 원칙은 일종의 생산  

효율(productive efficiency)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110) 

다른 한편 입법이 그 목  달성을 하여 그 방법 내지 수단이 효과 이고 

하여야 한다는 것은 차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 으로 특히 경제

학 분야에서는 합리성의 개념을 차  합리성으로 이해한다.111) 이러한 차  

합리성은 경제학에서는 기본 제가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이 희소한 

상황에서는 목  달성에 효과 이지 않은 수단을 택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를 가

져오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경제학은 자원의 낭비를 막기 한 합리  

선택(rational choice)에 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112) 그런데 법에서도 목 과 

수단 사이에 합리 인 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이

러한 낭비를 감수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113) 이러한 의미에서 차  합

리성은 법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 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의 최소성은 토 기 을 만족시킨다. 즉 가능한 한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입법 목 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구도 더 불리

Gawel(Hrsg.)(註 93), S. 170 ff. ; Aaken(註 45), S. 93 ff. 등 참조., 
109) 다만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혼인의 금지(2007년 개정 전 민법 제809조 제1항), 호주

제(2007년 개정 전 민법 제778조) 등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하였다. 헌법재
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헌법재 소 례집 제9권 제2집 1면 이하); 2005. 2. 3. 
선고 2001헌가9 등 결정(헌법재 소 례집 제17권 제1집 1면 이하) 등 참조.

110) Janson(註 11), S. 88, 132; Klaus Meßerschmidt, “Ökonomische Effizienz und 
juristische Verhältnismäßigkeit”, in: Gawel (Hrsg.)(註 93), S. 226 f. 등.

111) 예컨대 Posner(註 2), p. 17; P. Weirich, “Economic Rationality”, in: Mele and 
Rawling ed.(註108), pp. 380 f. 등.

112) Posner(註 2), p. 3 
113) 許盛旭(註 7), 191면은 법이란 결국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의 상황에

서 요구되는 규칙제정(rule-making)의 필요성의 산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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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114)

마지막으로 법익의 균형성은 일종의 비용-효과 분석(cost - benefit analysis)을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다.115) 즉 어떤 법률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비용을 능가할 때에는 그 법률은 합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

가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

는 토 기 은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칼도-힉스 기 은 충족시킨다.116)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익과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객 인 기  내지 공통의 분모

가 없다는 것이다.117) 이는 이른바 通約不可能性(incommensurability)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118) 그런데 우선 상충되는 법익이 동일한 종류의 것일 때에는 통약불

가능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119) 그리고 비용-효과 분석을 하여 

비교 형량하여야 하는 법익이 반드시 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일 필요는 

없다. 통약불가능의 문제를 객 으로 구나 동의할 수 있게 해결할 방법은 없

겠지만, 법  단을 하여는 법익 형량은 불가피하고,120) 이는 넓은 의미에서

는 비용-효과 분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14) Janson(註 11), S. 132; Gawel(註 96), S. 228; Aaken(註 45), S. 329. Eidenmüller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위 註 24) 참조.

115) Janson(註 11), S. 132.; Gawel(註 96), S. 230.
116) Gawel(註 96), S. 230 f. 참조.
117) Eidenmüller가 비례의 원칙에 대하여, 이것이 얼핏 보기에는 일종의 비용/효과 계산처

럼 보이지만, 이 경우에는 문제되는 법익 내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어떻게 법
률적으로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이들의 시장 가격이나 장부상의 가격을 탐구하
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위 註 24)의 본문 참조.

118) 통약불가능성에 대하여는 趙弘植, “法에서의 價値와 價値判斷”, 서울 학교 法學 제48
권 제1호, 2007, 160면 이하

119) 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결정(註 
106) 참조. 여기서 사후적으로 볼 때에는 일단 발생한 실화로 인한 손해를 실화자가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법익의 균형을 따지기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전적으로 본다면 실화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실화
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낮추어 주는 이
익이 있는 반면, 실화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실화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되어 후자가 전자보다 크다면 법익의 균형이 맞
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하여는 고학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법경제학적 분석”, 외
법논집 제27집, 2007, 653면 이하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19 
등 결정(註 97)도 참조.

120) 趙弘植(註 118)은 통약불능이 반드시 비교불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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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論

이상에서 경제  효율이 법의 해석과 용에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 주려고 

시도해 보았다. 실제로는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다룬 것보다도 훨씬 많은 논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단편 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하여는 비교  논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논의가 있는 

경우에도 법 자체, 나아가 법의 해석과 용에서 경제  효율의 고려는 의미가 

없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은 그러한 생각을 반박하려는 시도라

는 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졌는지의 

단은 독자의 몫이다.

<追記>

탈고 후 발견한 논문인 Kristoffel Grechenig, Martin Gelter, “The Transatlantic 

Divergence in Legal Thought: American Law and Economics vs. German 

Doctrinalism”, 31 Hastings Int’l & Comp. L. Rev. 295 ff. (2008)는 독일에서 법

경제학이 제 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로서, 자유법 운동이 좌 되었고,  반

공리주의  태도가 지배 이라는 을 들고 있다. 

투고일 2009. 2. 20   심사완료일 2009. 3. 5   게재확정일 200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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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ould Economic Efficiency be Considered in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Law?

Jinsu Yune*

121)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whether economic efficiency should be a 

factor to be considered in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law. In this 

context, looking to the controversy in Germany may be helpful. According to 

Eindenmüller, even though economic efficiency can play a role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judges should not consider economic efficiency in general. On the 

other hand, Janson asserts that economic efficiency has relevancy not only to 

legislation, but to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law.

I argue that economic efficiency can be included among the factors in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law. The private autonomy and the guarantee 

of private property are acknowledged to accomplish economic efficiency. The 

precedent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and mistake can be analysed in 

terms of efficiency. The general clause of good faith and the doctrine of the 

abuse of right can be understood as efforts to reduce transaction costs. 

In the area of the constitutional law, the 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reliance 

contributes to legal certainty, thereby enhancing efficienc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nother example of the economic way of thinking.

Key words: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Law, Allocative Efficiency, 
Productive Efficiency,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 The 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Relianc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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