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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이다.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소멸원인 중 하나이지만 현실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에 채권자 만족의 측면에서 변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고 상계를 변제보다 제

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특히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

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그 원인과 손해의 정도가 완전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채권의 존부와 금액이 

정하여지지 못하는데 이러한 확실성이 결여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

계를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적시에 얻지 못하고 불필요한 분

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 상계기대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

다. 반대채권이 주채무와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거나 이와 동등하게 볼 

수 있어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예컨대 자동차를 할부로 판매하

고 판매자가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자동차의 하자로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매매대금채권과 견련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양 채권을 대

상으로 하는 상계는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이 명시적으로 상계의 이러한 측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는 로마법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논의가 된 쟁점이고 상계의 

실제 사례를 이해하는 데에도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상계에 관한 제반 쟁점을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측면에서 결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상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로마법 시대에 이

미 상호대립성, 동종성, 이행기도래, 확실성, 견련성 등 상계의 요건이 거의 

모두 논의되었고 이것이 중세를 거쳐 오늘날 각국의 상계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주요 국가에서 상계의 요건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 이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상계의 요건에 관한 쟁점의 결론을 

도출한다. ①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

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데(제495조), 이를 제척기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단기간 내에 

그 행사여부를 결정하여 법률관계를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

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를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외화

채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국내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78조) 외화채무에 대한 상계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경우

에 그 환율기준시점은 상계적상 시와 상계의 의사표시 시 중 언제로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상계적상 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채무자는 지급시점의 환율

이 유리하면 외화채무를 직접 변제하고 상계적상시점의 환율이 더 유리하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환율을 선택할 것인데 위 규정의 

취지가 채무자에게 상계 여부의 선택을 통하여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계의 의사표시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3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제3자 변제와 같이 상계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상계의 상호대립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정하여야 한다. 물상보증인이나 

담보물의 제3취득자와 같이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경

우에는 이러한 제3자 상계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담보를 설정 받은 

채권자가 오히려 채무의 현실이행을 받지 못하고 상계를 용인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제4장은 상계의 제한을 다룬다. ①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 규정(제496조)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책임의 요

건을 폭넓게 규정하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위법행위에 의한 책임이라

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이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안은 대부분 불법행위책임에도 해당하게 되어 이 규정에 의해 이에 대해

서는 상계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

하려는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도 이러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②개인과 광범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

대한 조직체인 국가가 하나의 법인격만을 가짐에 따라, 사인의 벌금납부채무



과 국가의 국가배상채무 사이와 같이 전혀 관련 없는 채무 사이에서도 상계

를 인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국가채권의 상계에 대하여 외국에

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도 일정한 제한을 두어, 가령 

업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국한하여, 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채무 사이의 상

계는 이러한 관계가 없는 채무 사이의 상계 보다 강화하여 보호하는 외국의 

예를 소개하고 상계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에

서는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계를 허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제시

하였다.

제5장에서 다루는 압류 또는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 문제는 국내에서 관

심이 많고 연구도 상당히 진척된 부분이다. 견련관계가 있는 채무 사이에서 

상계에 대한 기대는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채무 사이의 

상계는 압류 또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상계를 할 수 있었던 경

우에 한하여 제3채무자(또는 채무자)의 상계 기대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

를 제시한다. 장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도 수동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자동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

면 상계로 압류채권자 또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채권의 이행기를 정할 수 있으므로 압류가 있을 때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상

계예약은 특정 분야의 거래에서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채권을 대상으

로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한 상계예약인 선행상계예약은 이행기를 정하는 것과 관계가 없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으므로 그 대상 채권의 범위를, 예약 당시 법률관

계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기초가 형성되어 있는 거래에 관한 

것으로 국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우리 민법은 상계의 효력이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발생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493조 제2항), 오늘날 상계의 효력이 그 의사

표시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

다. 또한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의 수가 각각 둘 이상인 경우 어느 채권을 



가지고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이냐 하는 상계충당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 민

법은 단순히 변제충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계충당의 사안에서는 보통 

상계의 상대방도 상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구체적 사안

에 있어서 공평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여지가 많고 상계자의 충당지정권

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제7장에서는 법률상 상계의 요건은 충족하지만 형평의 관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상계권 행사를 권리남용이론을 통하여 차단하는 방안에 관해 여러 

나라의 재판례를 소개하고 우리가 취할 입장을 고민해 본다.

제8장에서는 소송에서의 상계 문제를 다룬다. 소송상 상계는 예비적 항변

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지만 소송외에서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계항변이 

각하된 경우에도 상계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변론종결 시까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채권을 별도의 소로써 청구하여

야 하고 판결로 확정된 수동채권에 대하여는 더 이상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계항변은 방어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제기로서 취급되어

서는 안 되고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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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이다.1)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제492조 제1항 

본문).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소멸원인 중 하나이지만 채권자 만족

의 측면에서는 변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다. 

첫째, 채무는 그 액면 금액이 같아도 이행의 확실성 정도에 따라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상계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치하

는 금액에서 양 채무를 소멸시킨다. 둘째,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존재

와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의 경우 그 원인과 손해의 정도가 완전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채권의 존부와 

금액이 정하여지지 못하는데 이러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한다면 상대방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여지가 생긴다. 셋째, 상계의 대상채무금액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한 상계

로 인하여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채무액의 일부만 제공하는 것은 채

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다. 상계는 전부 변제에 관한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일

부 변제를 강제한다. 넷째, 채권자는 채권 내용을 실제로 이행 받을 것을 기

대하는데 상계로 인하여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에게 상계는 변제에 비하여 여러 가지 불리함을 안겨준

다. 상계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상계가 문제

되는 개별 사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 민법은 한편으로 상계의 적극적 요

건으로 상호대립성, 동종성, 이행기 도래를 규정하여 폭넓게 상계를 허용하

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상계 금지 사유를 다수 제시하여 상계를 제한하고 있

1) 이는 의사표시 없이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입법례(당연상계주의)까지 포함하는 가장 포

괄적이고 핵심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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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 상계기대를 특별히 보호하여 상계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반대채권이 주채무와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

거나 이와 동등하게 볼 수 있어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예컨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제3자에게 이미 양도하였는데 임차인

은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 차임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서로 견련관계에 있다고 할 것

이고 양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상계는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용하

여야 할 것이다.

상계의 이러한 특성은 로마법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 선진국에

서 꾸준히 논의가 된 쟁점이고 상계의 실제 사례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국내에서 상계에 관한 연구는 독일, 일본과 비교하는데 그치

는 경향이 있었고 그것도 일부 쟁점에 국한하여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없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좀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법적 연구를 하고 

또한 상계에 관한 제반 쟁점을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상계의 여러 가지 측면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논문은 상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여러 법리를 연혁적, 비교법적 시각

에서 개관하고, 상계에 관하여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쟁점을 발굴하여 외

국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상계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로마법 시

대의 상계가 중세를 거쳐 오늘날 각국의 상계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3장 상계의 요건에서는 주요 국가에서 상계의 요건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상계의 요건에 관한 쟁

점의 결론을 도출한다. ①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데(제495조), 소멸시효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단기간 내에 그 행사여부를 결정하여 법률관계를 매듭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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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한 제척기간에 이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살펴본다. ②외화

채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국내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78조) 외화채무에 대한 상계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환율기준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③쉽게 증명할 수 없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저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계에 확실성 요건

을 요구하는 국가들의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살

펴본다. ④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제434조) 채권자가 이러한 상계 가능 여부를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

무가 있는지,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이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의 문

제를 살펴본다. ⑤제3자가 상계의 상호대립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채

무자를 위하여 제3자 변제와 같이 상계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이를 부

정하는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이나 담보물의 제3취득자와 같이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3자 상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제4장 상계의 제한에서는 ①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 

규정의 취지에 관해 종래에는 자력이 없는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하여금 현

실의 변제를 받게 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었지만 최근 독일에서는 채권자의 자력구제(사적 집행)를 방지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고 그 적용범위를 이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이

를 소개하고 우리 규정 해석에 관해서도 논의한다. ②개인과 광범위한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대한 국가에 대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부여함에 따

라 벌금납입채권과 국가배상채권 사이와 같이 전혀 관련 없는 채무 사이에

서도 상계를 인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외국에

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

는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대안을 제시한다. ③같은 법률관계

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는 이러한 관

계가 없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의 상

계에 관하여 상계 요건을 완화하는 예를 소개하고 우리도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 상계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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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압류 또는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은 국내에서 관심이 많고 연구도 

상당히 진척된 부분이다. 이 문제에 관해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나라의 비

교법적 논의를 소개하고 장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채권양도가 있는 경

우, 상계예약과 경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전개한다.  

제6장 상계의 소급효에서는 이를 인정하게 된 연혁적 배경과 오늘날 상계

의 장래효를 주장하는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서로 대립하는 채무가 둘 

이상인 경우 어느 채무를 가지고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이냐 하는 상계충당 

문제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변제충당의 법리를 상계충당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민법의 태도가 타당한 것인지 논의한다.

제7장에서는 법률상 상계의 요건은 충족하지만 형평의 관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상계권 행사를 권리남용이론을 통하여 차단하는 방안에 관해 여러 

나라의 재판례를 소개하고 우리가 취할 입장을 고민해 본다.

제8장에서는 소송에서의 상계 문제를 다룬다.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소송에서 상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 여부, 변론종결시까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상계를 할 수 없는지 여부, 상계항변이 

소제기로서 취급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 

제2장 상계의 의의와 연혁

제1절 상계의 개념

1. 정의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동종 채무를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독일에서는 상계란 상대방에 대한 쌍방의 동종 

채무를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2) 이에 대하

여 일본3)과 종래 국내 문헌4)5)에서는 상계란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자신

2) Gernhuber, 225. 슈타우딩어 주석서에서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호 대립하는 두 

채권을 서로 소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taudinger/Gursky, Vor zu §§387ff Rn. 

2).  
3) 我妻, 債権総論, 315; 奥田, 債権総論, 569; 淡路, 債権総論, 585.
4) 곽윤직, 채권총론, 283; 김증한·김학동, 채권총론, 392; 김주수, 채권총론, 434; 김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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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종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

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계가 채무소멸원

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상계를 의사표시라고 정의하는 것은 다소 어색한 점

이 있다. 제493조 제1항 전문은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계” 대신 “의사표시”를 대입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동종 채무를 일방적인 의사표시

에 의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법률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상계의 정의에서 채무의 상호성, 채무의 동종성, 상계의 의사표시 

등과 같은 상계의 요건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제3자 상계나 상계

계약 등에서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상계를 정의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채권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킨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서 상계는 대물변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채권으로써 채무를 소멸한다는 것에

서 발생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고 무엇보다 대물변제는 당사자의 의사합치를 

근거로 하는 계약인데 반해 상계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계는 대물변제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6)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하고 상계의 대

상이 되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한다. 우리 민법은 제496조, 제497조, 제

498조의 제목으로 수동채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 제420조의 제목에는 자동채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와 별도로 자동채권에 관해, 주된 채권을 청구하면 이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

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반대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하는 상계인 상계계약은, 당사자 간에 존재하

거나 장래 발생할 대립하는 채권을 대등액 또는 대등의 평가액에 관하여 소

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7) 상계계약은 크

채권총론, 516.
5) 최근의 국내문헌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라고 하거나(김대정, 채권총론, 428면) 

“상계적상에 도달한 동종의 채무를 지는 자 상호간에서 1인의 채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쌍방채무를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은영, 채권총론, 746)이라고 정의한다. 
6) 상계계약도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이루어지지만 이는 상대방의 동의를 통해 상계의 제한

을 일부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물변제의 일종으로 볼 실익은 없다.
7) 오태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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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계약에 의한 상계와 상계에 관한 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8) 계약에 

의한 상계는 법정 상계와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

하여 상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지칭한다. 상계에 관한 계약은 계약 자체

만으로 상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장래 일정한 사유가 발생

하면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정지조건부 상

계계약이나 변제기에 관한 특약(기한이익상실조항)이 실무에 있어 주로 문제

가 된다.9) 이를 일일이 상계에 관한 계약이라고 표현할 실익도 크지 않으므

로 상계예약으로 칭하기로 한다.10) 

2. 채무소멸 원인으로서 상계의 성격

민법은 독자적인 채무 소멸 원인으로 상계를 규정하고 있다. 상계는 변제, 

대물변제, 면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와 비교하여 그 법적 성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변제는 채무소멸원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이다. 민법에서도 채무소멸

원인 중 첫 번째로 변제를 규정하고 있고 다른 채무소멸원인에서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변제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변제자 대위의 경우, 제486조) 상

계에 있어서도 상계충당에 관하여 변제충당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변제와 구

별되는 상계의 특성은 채무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일부 변제를 강제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채무의 

경우 상계는 실제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 동종

의 반대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고 실제에 있어서 금전의 이동은 

없다. 또한 반대채권이 가령 600만원인 경우에는 600만원의 범위에서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일부 변제를 강제당하

는 것과 같다. 일부변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

는데 상계에 의하여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변제가 이루어진다.

8) 상계계약의 개념에 관한 논의는 오태헌, 17 이하 참조.
9) 기한이익상실 약관은 그 대상인 채권 채무의 범위가 지극히 막연하여 법률관계를 부당하

게 불명확하게 하거나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한 유효하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민법주해[XI]/윤용섭, 357).
10) 일본에서도 ①정지조건부 상계계약, ②상계예약, ③변제기에 관한 특약 중 ①②③ 또는 

①②를 상계예약으로 통칭하고 있다고 하고(中田, 債権総論, 368), 우리도 이러한 상계에 

관한 계약을 상계예약이라고 지칭하고 있다(이범주, “민법 제498조와 상계예약,”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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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의 경우에는 본래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계

와 같으나,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

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계와 차이가 있다. 상계는 반대채권에 의한 채무 소멸

이므로 대물변제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 없이 일

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건이 강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면제의 경우 상계를 두 개의 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

러나 상계의 경우 이러한 두 개의 면제가 서로 결부되어 독특한 법리를 형

성하고 있다. 또한 면제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는데 반해 상계는 상대

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제와 구별된다.

제2절 상계의 역사적 전개

1. 로마법상 상계

상계의 역사적 전개는 로마법에서 시작하여 프랑스법계(Romanic Legal 

Systems)와 독일법계(Germanic Legal Systems)로 구분하여 전개된다. 전

자에 속하는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이 있

고 후자는 독일, 스위스, 일본, 그리스 등이 있다. 그 외에 영미법계에서는 

독자적인 상계법 이론을 형성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11) 이들 법체계는 

상계의 방식과 그 요건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법계에서는 소

송상 상계의 주장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독일법계에서는 소송 외에서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프랑스법계에서는 채권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독일법계에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12) 이

들 법체계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양 법체계의 공

통 기원이 되는 로마법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대법률소송시대에는 엄격한 요식주의가 재배하여 상계항변이 허용되지 

않았다.13) 질문 방식에 있어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었는데 재판을 용이하게 

하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당사자는 판사에게 할 수 있는 주장이 한

11) Fountoulakis, 23. 
12) 제3장 제2절의 비교법적 검토 참고.
13) 현승종·조규창,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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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어서 예컨대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었거나 소

멸하였다는 주장만 할 수 있을 뿐 반대채권이 있다는 항변은 할 수 없었

다.14) 로마법학자는 상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채권을 정산하는 사실행위로 

파악하였고 채권소멸원인으로는 보지 않았다.15)

기원전 3세기경 신설된 외국관할법무관(praetor peregrinus)은 로마인에게 

적용되는 시민법(ius civile)이 아니라 무역을 담당한 은행가, 상인 등의 공

동체의 상사 실무에 일반화된 법인 만민법(ius gentium)을 적용하였는데 만

민법은 시민법 보다 엄격성이 완화되어 상계를 인정하기에 용이하였다.16) 

초기에 상계는 성의소송(iudicia bonae fidei)에서만 인정되었는데, 성의소

송에서 심판인은 신의성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심리・판

단한 후에 채무불이행이 명백할 경우 배상판결로써 침해된 원고의 이익을 

회복했다.17) 성의소송에서 심판인은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피고의 악의를 

고려하였고 배상액 결정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졌다.18) 성의소송에서 

심판인은 같은 원인에서 발생한(ex eadem causa) 반대채권을 공제할 수 있

었다.19) 그러나 채권의 성격은 서로 다른 것이 허용되었다(ex dispari 

specie). 예컨대 매도인이 계약 내용대로 인도를 하지 않고 계약상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에 반한다고 보았다.20) 성의소송에서 심판인은 

반대채권을 고려할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반대채권의 확정과정에

서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면 반대채권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경우 반대채권의 채권자는 기판사항의 항변(exceptio rei 

iudicatae)을 대항 받지 않고 별개의 청구를 할 수 있었다.21)

반면 엄정소송(iudicia stricti iuris)에서는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상계

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엄정소송에서도 점차 상계가 가능하게 되었

14) Fountoulakis, 25.
15) 현승종·조규창, 912.
16) Fountoulakis, 26. 시민법도 결국에는 만민법의 영향을 받아 상계를 인정하게 된다.
17) 성의소송에서 상계가 문제된 다른 사례 소개로 최병조, “로마법상의 상계,” 221-225.
18) 현승종·조규창, 686.
19) Kaser/Knütel, Rn. 53-27. 이에 대해 심판인은 소송에 계속된 법률관계(res in iudicium 

deducta)만을 심리할 수 있었고 다른 원인에 기한 채권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

하는 문헌이 있다(최병조, “로마법상의 상계,” 220 각주 17).
20) Ourliac et De Malafosse, n° 192(p. 201). 통상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은 인정하지 않았다.
21) 최병조, “로마법상의 상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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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23) 엄정소송에서는 반대채권의 존재와 금액의 확실성(liquidation)에 따

라 다르게 판단되었다. 반대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신속히 입증할 수 있는 경

우에는 법무관이 원고에게 청구를 잔액까지 감액하도록 요청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 전액을 기각하였다.24) 반대채권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악의의 항변(exceptio doli)의 형태로 주장할 수 있었다.25) 반대채권을 악의

의 항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는 원고가 악의적으로 반대채권을 부인

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였다. 또한 항변은 원고의 청구를 감액하는 기능

은 없었고 전액을 기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항변을 하는 것은 원고로 하여

금 자신의 청구를 감액하도록 위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즉 반대채권

의 금액이 원고의 청구채권보다 작은 경우에도 그에 기한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전액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엄정소송에

서 양 채권 사이의 견련성은 요구되지 않았다.

시민법상 상계는 은행업자(argentarii)와 파산재산매수자(bonorum 

emptor)26)의 경우에만 허용되었다.27) 은행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동종의 반

대채권28)을 공제한 초과액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었고 이를 공제하지 않

은 경우에는 청구금액 모두를 기각하였다.29) 파산재단매수자는 파산재단에 

속한 채권을 소구할 때 상대방(공동채무자)의 반대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청

구하여야 하였다(agere cum deductione).30) 이는 상계라기보다는 공제에 

해당하였는데 상계와 달리 채권의 동종성은 요구되지 않았고 반대채권이 변

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 허용되었다.31)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에는 원고가 반대채권을 고려하지 않고 초과지급

22) Kaser/Knütel,  Rn. 53-30.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엄정소송에서 악의의 항변으로 상

계가 작용하도록 일반화하였다는 설명으로 Loyd, “The Development of Set-Off,” 542.
23) 엄정소송에서 상계항변이 인정되었는가에 관하여 로마법학자가 이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고 이를 인정하는 견해는 실증적 근거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승종·조

규창, 915.
24) Kaser/Knütel,  Rn. 53-30.
25) Kaser/Knütel,  Rn. 53-30.
26) 파산재산매수자를 “강제집행절차에서 판결채무자의 전재산을 취득한 매수인”이라고 표

현하기도 한다(현승종·조규창, 914).
27) 최병조, “로마법상의 상계,” 226 이하; 최병조, 455.
28) 채무 사이의 견련성은 요구되지 않았다.
29) Kaser/Knütel,  Rn. 53-28.
30) Kaser/Knütel,  Rn. 53-29. 
31) Kaser/Knütel,  Rn. 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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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구한 경우에도 청구금액 모두를 기각하지 않았고 심판인은 피고의 상

계항변 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확실성 요건을 갖춘 반대채권을 공제하여야 

하였고 잔액에 대하여만 판결할 수 있었다.32) 양 채권이 서로 대립하여 있

는 시점에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다루어졌다.33) 이를 소위 당연상

계(ipso iure compensatur)라 칭하였다. 상계의 요건으로는 견련성 요건은 

포기하고 반대채권의 확실성, 이행기도래, 동종성을 요구하였다.34)

로마법상 상계는 상계가 처음 인정되는 양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상계 제도에 비추어보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법적 수준이 높다. 상호대립성, 

동종성, 이행기도래, 확실성, 견련성 등 상계의 적극적 요건은 이미 로마법에

서 모두 가지고 있었고 로마법 안에서도 시대나 소송유형에 따라 인정되는 

상계 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다양한 비교법적 예를 제시한다.

2. 프랑스법계(the romanic legal system)에서의 상계

(1) 중세

프랑스법계 중 우선 프랑스 법의 상황을 보면 12세기부터 로마법의 연구

가 활성화되었고 그 후 로마법은 수세기에 걸쳐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주요

한 사법적 연원으로 기능하였다.35) 그러나 동시에 지역고유의 관습법의 영

향을 받은 지역도 상당히 존재하였고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법이 

전 유럽을 장악하였다. 상계법은 각 지역별로 이러한 법원(法源)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에 따라 달리 결정되었다.36) 

관습법에서도 상계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상계를 금지하는 지역이 상당수 

있었다.37) 이는 관할에 기인한 것이었는데 봉건 시대에 지역이 작게 나누어

져 있었고 관할은 전속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채권에 대

32) Kaser/Knütel,  Rn. 53-31.
33) Kaser/Knütel,  Rn. 53-31.
34) 현승종·조규창, 915; 최병조, 455.
35) Fountoulakis, 38.
36) Fountoulakis, 38. 이에 의하면 13세기 이후에 프랑스의 북부 3분의 2 지역은 관례와 

전통에 기반을 둔 관습법의 영향을 받았고 프랑스의 나머지 남부 지역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에 기반한 ‘성문법(written law)'의 영향을 받았으며 교회법(canon law)은 프랑

스 전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회법원의 관할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었다고 한다.
37) Tigar, 237. 이 논문은 1531년 출간된 Lorris와 Montargis 지역의 관습법에서 상계와 반

소를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루아젤(Loisel)이 정리한 1608년의 관습법에서 반소와 상

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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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이를 심리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38) 또

한 봉건제 사법에서 다른 법원의 판결로 자신의 지역에 있는 재산권을 박탈

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도 상계를 금지하는 중요한 이유

가 되었다.39) 이러한 이유로 상계 대상이 되는 양 채무가 같은 관할에 속하

지 않는 경우에는 상계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16세기 후반에 이르면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1510년 반소는 세속법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서술되었으나 1580년에는 

“반소는 본소와 관련되지 않은 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본소의 항변으로 된

다. 여기서 피고는 항변에 의해 원고가 될 수 있다.”라고 기술하여 반소가 

일정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40) 여기서 양 채권의 견련성은 

관할을 창설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 조항의 견련성 정도에 관하여는 같은 소

송의 일부로 여겨질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었다.41) 16세기 후반에 파

리의 관습은 채무가 확실성 및 불가쟁성(incontestable) 요건을 갖추었을 때 

상계가 허용된다고 보았다.42) 

성문법(written law, droit écrit)에서 상계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상 당연상

계(ipso iure)를 실체법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상계요건이 갖추어지면 바로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고 법원은 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43) 

교회법은 상계를 절차법적인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에서만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견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 즉, 교회법은 로마법의 영향을 크

게 받으면서도 당연상계(ipso iure)의 해석에 있어서는 성문법과 달리 절차

법적인 것으로 보았다.44) 당시 교회법원의 관할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

38) Tigar, 237. 이 논문은 봉건영주가 외부인에 의해 지역 관할이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17·18세기에 로마법의 영향력이 다시 유럽에 미치기까지는 상계와 반소가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39) Bobé, Commentaire sur les coutumes générales de Meaux; avec des notes sur la 

coutume de Paris, 1683, 444(Fountoulakis, 40에서 재인용).
40) Coutumes de la prevosté et vicomté de Paris §106(1580), in 3 N.C.G. 29(Tigar, 

239에서 재인용).
41) Tigar, 239.
42) Fountoulakis, 41. 이 문헌에서는 불가쟁성의 요건은 후에 프랑스 민법에는 반영되지 않

았는데 프랑스 민법의 입안자들이 불가쟁성을 상계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로마법을 따른 

결과였다고 설명한다.
43) Tigar, 241. 12세기 볼로냐에서 시작된 로마법 연구의 도움을 받았고 로마법이 일반법

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44) Tigar, 243. 교회법원에서는 로마법상 상계를 “상호제소(mutual petitions)”라고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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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편적이었으므로 같은 판사가 같은 사건에서 반대채권을 심리하였다.45)

요컨대 관습법은 실체법적인 상계(compensatio)와 절차법적인 반소

(counterclaim)를 구분하여 취급하였고 성문법은 상계를 실체법적인 것으로 

취급하였고 교회법은 상계를 절차법적인 것으로 취급하였다.46)

(2) 프랑스 민법(Code Civil) 제정 이후

프랑스 사법의 통일 과정에서 프랑스 민법의 입안자들은 상계의 개념을 국

가적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로마법상 상계를 주로 반영하는 것이

었다. 그러나 이는 로마법대전(Corpus Iuris Civilis)에서 사용된 ‘당연상계

(ipso iure compensatur)’ 문언에 대하여 당시 로마법학자들이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특히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민법은 “상계는 채무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률의 효력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 양 채무는 그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점에서 그 대등액을 한도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

여(제1290조), 로마법상 당연상계를 반영하면서 이에 대한 소송상 주장을 

요하지 않는다는 그 당시의 해석을 채택한 입법을 하였다. 그러나 법 시행 

후 실무에 있어서는 당연상계가 문언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았고 현재 프랑

스 법원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탈 현상은 

점차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처음에는 채무자의 이행을 상계포기로 해석하였다. 

예컨대 채무자가 변제를 한 경우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상계항

변을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47) 그 후에는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서 상계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였다.48) 

그리하여 당연상계의 문언은 당사자가 소송상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계적상을 무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르게 되었다. 그 경우에 피고는 별

소로 반대채권에 관한 청구를 하여야 하였다. 

였다. 이는 재판시에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실체법적으로 상계적상

시에 양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해석하는 당연상계와는 차이가 있었다. 
45) Decretal. Gregor. IX bk. 2, tit. 4, ch. 1, in 2 Corpus Juris Canonici at cols. 

256-57(Friedberg ed. 1879)(Tigar, 243 주 122에서 재인용).
46) Fountoulakis, 44.
47)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07.

48)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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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법계(the Germanic Legal Systems)에서의 상계

독일법계에서 초기 상계의 모습은 고대 로마와 중세 프랑스 법에서의 모습

과 유사하였다. 게르만 소송 절차는 형식적으로 엄격한 편이었고 양 채권을 

동시에 다루지는 않았다. 작센슈피겔(Sachsenspiegel)에 의하면 한 사람이 

청구를 제기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다시 청구를 한 경우에 먼

저 청구를 제기한 사람은 자신의 청구가 결정되기 전에는 나중에 제기된 청

구를 처리할 필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49) 16세기에 이르러 로마법의 영향

이 증대되고 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로마법상 상계 개념이 도입되었다. 16세

기 말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로마법대전의 상계를 폭넓게 채택하였고 이

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였다.50)

당연상계주의(ipso iure)의 의미에 관하여 19세기 초기의 해석은 상계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발생하여 양 채무는 함께 존재하는 시점에 바로 소멸한

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해석이 그 당시 제정되었던 법률에 반영되었는데 프

랑스 민법, 1811년의 오스트리아 민법(제1438조),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

트법51)이 이러한 입장을 따라 제정되었다. 그 후 상계는 그 의사표시에 의

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52) 

4. 소결

오늘날 상계에 관한 법은 프랑스법계, 독일법계, 영미법계로 구분되어 있

지만 모두 로마법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각국의 관습법도 상계 법리

를 형성하는데 약간의 영향을 미쳤으나 로마법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로 마주 보는 당사자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서로 소멸시키는 상계를 수용하게 된 것은 로마법의 중요한 기여라

고 생각한다. 예컨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단지 피고가 반대채권이 있다는 

이유로-특히 그것이 청구채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청구 기각을 

주장하는 것을 당연히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로마법에서 상계에 관한 

49) Landrecht, Third Book, art 12 n. 1 Sachsenspiegel:'Swer uffe den anderen claget 

vn ein wider uf in, d alrest claget, d en hat ieme nicht czu antwertene, he ne si 

von im alrest ledic.'(Fountoulakis, 63 주 227에서 재인용).
50) Dullinger, 150.
51) Allgemeines Landrecht für die Preußischen Staaten, Teil 1, Titel 16, 제300조 이하.
52) Dernburg,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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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된 법리가 있었기 때문에 중세 이후 각국에서 상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오늘날 법과 시대상황의 변경을 반영하여 세부적으로 

좀 더 정치한 상계 법리를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3장 상계의 요건

제1절 서

제492조 제1항 본문에서 채권의 상호대립성, 목적의 동종성, 이행기 도래

와 같은 상계의 적극적 요건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계적상의 요

건에 불과하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상계적상

은 반드시 양 당사자에게 모두 해당할 필요는 없다.53) 예컨대 양 채권 중 

한 채권에만 항변권이 부착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

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할 

수 있다. 이는 상계의 소극적 요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상계의 소극적 

요건 중 상당수가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 일방에 대한 것이다.

상계의 소극적 요건으로는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제

492조 제1항 단서), 상계배제약정(제492조 제2항 본문), 고의의 불법행위채

권, 압류금지채권,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제496조 내지 제

498조) 등을 민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그 외 다른 법령에서 다수의 상

계 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계의 요건은 다양한 국가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크게 영미법계, 프랑스법계, 독일법계로 대별하여 볼 수 있는데 상계의 요건

에 관하여 비교적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2절 비교법적 검토

53) 이를 지적하는 문헌으로 ZK-Aepli, Art. 120 OR, N 15 참조. 동 문헌에서는 이를 이유

로 상계적상을 인적 관련 문제라고 칭하고 양 채무가 상계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양 채

무에 대하여 누구에게 상계권이 존재하는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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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프랑스 민법에서 법정 상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약정 상계와 재판상 

상계는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54)

(1) 법정 상계(compensation légale)

프랑스 민법은 법정 상계의 적극적 요건으로 채권의 확실성(liquidité), 상

호대립성(réciprocité), 동종성(fongibilité), 청구가능성(exigibilité)을, 소극적 

요건으로 상계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견련성(connexité)

은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소극적 요건 부분에서 설명하면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의 요건이 일부 결여된 상황에서도 상계를 허

용하고 있다. 

①확실성 요건은 채무가 소송에서 어려움 없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5) 

②상호대립성 요건을 보면 프랑스 민법 제1289조에서 2인이 서로가 서로

에 대하여 채무자인 경우 상계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두 당사자

가 동시에 직접 서로 채권자이자 채무자인 것을 의미한다.56) 후견인은 자신

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피후견인이 그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

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57) 당사자가 상호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삼각관계인 

경우에는 그 중 두 당사자가 같은 그룹의 법인 사이인 경우라 하더라도 상

계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58)

③프랑스 민법은 채무의 목적이 일정액의 금전이거나 일정량의 동종의 대

체물일 것을 요구한다(제1291조 제1항). 채무의 동종성이 부정되는 경우에

도 다툼의 여지가 없고 시장시세표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곡물 또는 소비

재의 급여는 금전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 경우 상계를 허용

하는 이유는 비금전채무의 가치를 빨리 정할 수 있고 채무가 쉽게 확정된다

는 점에 있다. 

54)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391.
55) 확실성과 견련성에 관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논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제3장 제3절 4, 

제4장 제6절).
56)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394.
57)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394.
58)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394, fn 5 재판례 참조.



- 16 -

④채무의 이행기 도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291조 제1항). 그러나 

채무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59) 청구

할 수 없는 채무의 예로 자연채무(naturales obligationes)가 있다. 청구가능

성 요건은 일반적으로 주채무에는 요구되지 않고 반대채권에만 요구되나 프

랑스 민법에서는 양 채무 모두 청구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연상

계주의(ipso iure)의 논리적 귀결이다. 양 채무가 상계적상에 도달하면 자동

적으로 대등액에서 소멸하기 때문에 주채무와 반대채권을 구별하는 것이 불

가능하고 양 채권 모두 상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상계가 법률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프랑스 민

법 제1293조 내지 제1298조). 이러한 금지는 일방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60) 

법정 상계의 효과는 양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점에 대등액을 한도로 

소멸하는 것이다(프랑스 민법 제1290조). 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그에 부속

된 권리인 담보나 보증도 소멸하고 이자채무는 상계적상 시부터 더 이상 발

생하지 않는다. 상계적상 이후의 채무자의 파산은 채무의 소멸에 영향을 주

지 않는다. 

(2) 약정 상계(compensation conventionelle)

당사자는 사적 자치의 범위에서 상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를 약정 상계61)라고 한다.62) 민법상 상계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도 약정 상

계에 의하여 상계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다만, 약정 상계의 내용이 신

의칙이나 공서양속에 반하여 사적 자치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무효이

다.

59) Baudry-Lacantinerie et Barde, n° 1838.
60) Kannengießer, 53.
61) 이를 약정상계로 번역하는 국내 문헌으로 민법주해[XI]/윤용섭, 344.
62) 약정 상계와 임의 상계(compensation facultative)를 합하여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

(compensation volontaire)라고 칭하기도 한다. 임의 상계는 법정 상계의 요건이 결여되

었을 때 그 결여된 요건의 혜택을 입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를 하는 경

우에 상계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압류금지채권의 상계금지 사례에서 그 압류금

지채권의 채권자가 상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정 상계의 성질상 상계금지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는 이를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의 상계는 법정 상계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Kannengießer,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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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상호대립성의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도 양 채권의 관계자 3인의 

합의로 상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고 확실성이나 청구가능성이 없는 채권

도 상계 합의에 의해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약정 상계의 효력은 계약 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소급효는 없다고 본다.63)

(3) 재판상 상계(compensation judiciaire)

민법의 법정 상계와 별도로 프랑스 법원은 재판상 상계를 발전시켰다. 재

판상 상계는 민법이 제정되기 전 소송절차의 도구로서 작용했던 프랑스 관

습법상의 상계 개념을 연상시킨다. 근대 이전 관습법에서는 상계와 반소 사

이에 차이가 있었지만64) 이는 재판상 상계로 통합되었다.65) 재판상 상계는 

민법상 상계의 요건 중 확실성이나 청구가능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에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66) 전통적으로 재판상 상계를 위해서는 견련

관계가 요구되었는데 이제 파기원은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원이 재판상 상계 항변을 인정할 것인지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고 판시하였

고,67) 신민사소송법도 견련성을 상계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제70조 제2

문).

재판상 상계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상계적상시설, 상계항변제기시

설, 재판시설이 있다. 다수설과 판례는 재판시설이다.68) 

(4) 개정 논의(Avant-Projet Catala)

2005년에 프랑스 채권법 개정 예비 초안이 출간되었다.69) 이 개정안은 상

63) Carbonnier, n° 339.
64) Fountoulakis, 40.
65) Fountoulakis, 56. 이는 현행 프랑스법에서 반소 제도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 

상계와 별도로 법리를 구축하고 있었던 반소가 재판상 상계로 통합되었다는 것으로 보인

다. 즉 상계의 기능을 갖지만 별도의 요건을 가졌던 중세 프랑스 관습법상 반소가 재판상 

상계로 흡수된 것으로 해석된다.
66)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10(상호대립성, 동종성 등은 요구된다.).
67) Cass. Civ. 1re, 30 Juin 1993, Bull. civ. I, n° 235(재판상 상계는 반소를 이용하여 이

루어질 수 있는데 반소의 채권은 법정 상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고 또한 주채

무와 같은 원인에서 발생하거나 충분한 관련을 가지고 결합될 필요조차 없다고 판시).
68)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10(또한 재판시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한 

채권에 관하여는 재판상 상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한다. p. 1393 fn 1); 

Baudry-Lacantinerie et Barde, n 1895.
69) Avant-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Articles 1101 à 1386 du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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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규정에 관하여, 첫째, 당연상계주의를 포기하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것

을 요구한다.70) 둘째, 상계는 소급효를 가지고 양 채무의 상계적상 시에 효

력을 발생한다.71) 셋째, 양 채무가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채권이 청구

가능하지 않거나 확실성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도 상계가 허용되어야 한

다.72) 넷째, 약정 상계와 재판상 상계는 민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약정 상계는 합의시를 기준으로 장래효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다.73) 

재판상 상계는 일반 상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상계의 재판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고 그 효과는 상계항변의 제기 시에 발생한다.74)

2. 이탈리아

이탈리아 민법은 상계의 종류로 법정 상계(compensazione legale), 재판

상 상계(compensazione giudiziale),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compensazione 

volontaria)를 구분하여 각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정 상계는 상호대립성(reciprocità), 동종성(omogeneità), 확실성

(liquidità), 청구가능성(esigibilità)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동종성에 관하여 민법 제1243조 제1항은 “상계는 금전 또는 동종의 대체

가능한 물건을 목적으로 하고”라고 규정하여 대체가능성(fungibilità)을 추가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체가능성 요건은 1865년 민법에는 없었으나 프

랑스 민법75)의 영향을 받아 민법전에 들어오게 되었다.76) 

civil) et du droit de la prescription(Articles 2234 à 2281 du Code civil), Rapport à 

Monsieur Pascal Clément, Garde des Sceaux, Ministe de la Justice, 22 septembre 

2005. <http://www.lexisnexis.fr/pdf/DO/RAPPORTCATALA.pdf>에서 다운로드 가능.
70) avant-projet Article 1243(1) Le moyen de la compensation légale doit être invoqué 

par le débiteur poursuivi.
71) avant-projet Article 1243(2) En ce cas, les dettes se trouvent éteintes à 

concurrence de leurs quotités respectives, à l'instant où elles ont coexisté avec les 

qualités requises.
72) avant-projet Article 1248 Lorsque deux dettes sont connexes, le juge ne peut 

écarter la demande en compensation au motif que l'une d'entre elles ne reunite pas 

les conditions de liquidité et d'exigibilité.
73) avant-projet Article 1247 Les parties peuvent convenir d'éteindre leurs dettes 

réciproques. Cette compensation n'opère qu'à la date de leur accord.
74) avant-projet Article 1246 La compensation peut être opposée en justice par la 

partie dont la créance n'est pas encore liquide et exigible, à la condition, dans ce 

dernier cas, que le juge puisse prononcer la déchéance du terme. La compensation 

produit ses effets à la date de l'introduction de la demande reconvention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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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 요건은 다툼 없는 채무 또는 다툼 있는 채권이라도 재판에 의해 확

정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77)

청구가능성 요건은 상계의 시점에 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관철할 수 있을 

것을 의미한다.78) 그 기준 시점은 양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때, 즉 상계적

상 시이다(제1242조 제1항).

재판상 상계는 법정 상계에서 확실성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관한 것이

다.79) 따라서 재판상 상계는 상호대립성, 동종성, 청구가능성 등 상계의 다

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80) 확실성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반대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소송절차에서 신속하고 쉽게 확정될 수 있다면 재판

상 상계를 통하여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상 상계

의 취지이다. 법정 상계는 처음부터 확실성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상계적

상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재판상 상계는 재판에 의하여 확실성

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은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되고 재판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효는 갖지 못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

이다.81)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에 관하여는 1942년 민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신설

되기 전까지 이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학설에 의해서는 그 전부터 약정 

상계(compensazione convenzionale)가 인정되어 왔다.82) 민법 제1252조는 

2가지 종류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반대채권이 성립

한 단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상계를 하는 것과 아직 반대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상계합의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는 상계의 일부 

요건이 결여된 상황에서도 당사자의 합의로 상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75) Art. 1291 Code Napoléon.
76) Kannengießer, 10.
77) 상세한 내용은 제3절 4. 참조.
78) Kannengießer,17.
79) 재판상 상계를 재판에서 처음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대부

분의 법정 상계가 이에 해당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Kannengießer, 

41).
80) 동종성 요건에 관하여는 재판 과정에서 쉽게 금전채권으로 환산될 수 있다면 비금전채

권이라 하더라도 금전채권과 동종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di Prisco, S. 336 

f(Kannengießer, 42에서 재인용)].
81) Kannengießer, 44 주 334, 335.
82) Kannengießer, 44 주 338.



- 20 -

는 의미를 가진다. 

3. 독일

독일 민법은 제정 당시 다수설에 따라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제388조 제1항). 상계의 의사표시는 소송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

니었고 소송 외에서도 할 수 있다. 법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적 집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상계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

는데 채무자가 반대채권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묵시적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상호대립성, 동종성, 반대채권의 청구가능성, 주채무의 이행가능성, 상계금

지가 없을 것 등이 상계적상의 요건이다. 이러한 요건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때 갖추어져야 한다. 확실성과 견련성 요건은 절차법적으로 이를 요구하

는 경우가 있을 뿐이고 실체법적 요건은 아니다. 

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법 제1438조는 “실재하고, 동종이고, 그 대상이 한 사람에게

는 채권자로서 귀속되어야 하고 동시에 그가 채무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지

불하여야 하는 성격을 가지는 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 채권

이 서로 일치하는 범위에서 채무는 이미 서로 변제가 이루어져 상호 소멸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상계의 요건을 도출할 수 있는데, ①상

호대립성, ②처분성(Verfügungsbefugnis), ③동종성, ④실재성(Richtigkeit), 

⑤이행기 도래, ⑥상계의 의사표시 등이 그것이다.83) 처분성 요건(②)은 수

동채권이 압류, 강제집행 등의 이유로 수동채권의 채권자에게 이에 대한 처

분권이 제한된 경우에 이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

고 있다. 실재성 요건(④)은 반대채권에 한하여 요구되는 요건으로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소제기가 가능하고, 조건이 없을 것을 의미한다. 

5. 스위스

스위스 채무법 제120조 내지 제126조에서 상계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다. 

83) Dullinger, 5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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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20조는 “①두 사람이 서로 금전액 또는 급부목적이 동종인 다른 급

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각자는 양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하면 자신의 채무를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②채무자는 자신의 반대채권에 대한 다툼

이 있어도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③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다른 채권으로 

상계가 될 수 있었을 때 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면 이를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계의 요건으로 채권의 존재, 이행기 

도래, 상호대립성, 동종성의 요건을 도출하고 있다.84) 상계의 대상은 채권이

어야 하고 단순한 기대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85) 

또한 상계의 효과에 관하여 제124조에서 “①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계권을 사용할 것을 통지하여야 발생한다. ②이러한 경우에 채권과 반대채

권은 대등액에서 상계적상 시에 소멸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상인 간 상호계

산거래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위스 채무법은 원칙적으로 독일과 같은 맥락의 규정을 두고 있다. 상계의 

행사방법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규정하고, 그 효과로서 상계적상 시로 소급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도박채무와 같은 자연채무는 반대채권이 될 수 

없다.86)  반대채권의 확실성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반대채권에 관한 다툼이 

있어도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확실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스위스 채무법은 파산시 상계(제123조), 상호계산과 상계(제124조 제3항) 

등의 문제에 관하여 직접 민법(스위스 채무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의 민법 내용과는 상이한 부분이다. 또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

어서의 상계에 관한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제122조).87) 

6. 영국

(1) 법률상 상계88)

84) BSK OR I-Wolfgang Peter, 2007, Art. 120 N 2 ff.
85) BGE 105 III 4(일정가격에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를 10년 동안 

등기부에 기재하였다. 그 후 양도인은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고 양수인은 매매가격에서 양

도인에 대한 채권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 사안이다.).
86) BSK OR I-Wolfgang Peter, 2007, Art. 120 N 3.
87) “제122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

로 이 채무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88) 법률상 상계를 법정 상계(legal set-off), 법원 상계(court set-off), 독립적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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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전까지는 최소한 파산 절차 외에서는 일반적인 상계권이 없었

다.89) 그리하여 채무자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채무액에서 반대채권액

을 공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형평법원(Court of Equity)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다.90) 그러나 1729년에 “채무자 관계인의 구금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방법에 관한 법률(An Act for the Relief of Debtors with 

respect to the Imprisonment of their Persons)"이 5년 기한으로 제정되

고 1735년에 이 법률을 영구적으로 함으로써 상계권의 근거가 법률에 자리 

잡게 되었다.91) 이 두 법률에 의해 법률상 상계가 발생하였다. 이 두 법률은 

1879년 “민사소송법 상소법(Civil Procedure Acts Repeal Act)”으로 폐기

되었으나 법률상 상계에 관한 규정은 존속하였다.92)

법률상 상계의 요건은 ①상호성(mutuality), ②금전채무, ③채무의 확실성, 

④이행기도래, ⑤상계금지 사유의 미존재이다. 형평상 상계와는 달리 양 채

무의 견련성은 요구되지 않는다.93) 주채무와 반대채권이 ‘동일 당사자 사이

에 같은 권리에 있어서(between the same parties and in the same 

right)’ 존재하여야 한다.94) 법률상 상계는 코먼로상(at-law) 항변이기 때문

에 채무자와 채권자 각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법적 권한을 가질 경우에

만 상호성이 충족된다. 만약 양자 중 하나가 형평상 권한(an equitable title)

만 가지는 채권을 가질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상 상호성이 있는 것

이 아니다.95) 예컨대 채권이 형평상 양도된 경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다.96) 그러나 19세기부터는 채권 중 하나가 형평상 권한만을 가지는 경우에

(independant set-off), 또는 절차상 상계(procedural set-off)라고도 한다.
89) 1705년 파산사건에 관해 상계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파산에 의한 사기 방지법

(An Act to Prevent Frauds frequently committed by Bankrupts 1705) 4 Anne, c. 17, 

§11(1705)(Tigar, 248 주 166에서 재인용). 
90) Collins v Collins(1759) 2 Burr 820.
91) Tigar, 248; Loyd, “The Development of Set-Off,” 552.
92) Fountoulakis, 102.
93) Fountoulakis, 103 ff; Aectra Refining and Manufacturing Inc v Exmar NV[1994] 1 

WLR 1634, 1650, per Hoffmann LJ(법률상 상계를 통해 피고는 ‘관련되지 않은

(unrelated)’ 반대채권의 내용을 같은 소송절차에서 다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94) Jones v Mossop[1844] 67 ER 568(원고의 채권자가 사망하여 이를 상속한 자가 약속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이를 원고가 보증하였다. 이후 상속인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

어 원고가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사망한 원고의 채권자의 관리인으로서 원고

에게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어음금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95) Derham, n.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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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먼로 법원은 법률상 상계를 인정하고 있다.97)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의 입장과 달리 영국에서는 법률상 상계의 

요건으로 양 채무가 모두 금전채무(money debts)일 것을 요구한다. 이는 영

국의 권리구제방법체계(remedies system)에 기인하고 있는데 코먼로에서는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에 있어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금전배상만을 인정하였고 특정이행은 

형평법상으로만 인정되었다.98) 이로 인하여 법률상 상계에 있어서도 금전채

무에 관하여서만 상계를 허용하였다.99) 금전채무가 아닌 경우에 상계를 허

용하면 당사자로 하여금 사실상 특정이행(계약의 내용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금전지급의무는 통상 특정이행청구로 간주되지 않으므

로 상계로 금전채무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코먼로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채무의 확실성에 관하여는 양 채무가 모두 확실하거나 명확히 확정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이에 관하여 케네디 판사는 “‘서로 대립하는 채무(mutual 

debts)’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한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확실한 액수의 채무이거나 소제기 시 확실하게 확정될 수 있는 금전

채무”라고 하며,100) 확실성 요건을 양 채무 모두에게 요구한다. 손해배상채

권과 같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의 예가 많이 있다. 다만, 손해배상액

에 관하여 합의하고 손해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확실성 요건을 충족하였

다고 볼 수 있다.101) 

96) Derham, n. 11.19(채권양도의 경우에 형평법과 코먼로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형평법

상 채권양도는 당사자의 합의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코먼로상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채권양도 시부터 양도통지 도달 시까지 사

이에는 형평법과 코먼로가 채권양도에 관하여 달리 해석하게 된다. 즉 이 시기에 발생한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과 양도된 채권 사이에는 형평법상으로는 상호성이 존재

하지 않는 것이 된다.) 채권양도를 규율하는 규정인 1925년 재산법(Property Act) 제136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평법상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고(Chitty 

on Contracts, n. 19-004), 법률상 양도(statutory assignment)는 법률상 권리(legal 

right)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데 반하여 형평법상 양도(equitable assignment)는 오직 형

평법상 권리(equitable right)를 양도함에 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Chitty on Contracts, n. 

19-005).
97) Derham, n. 11.18.
98) Chitty on Contracts, n. 27-001.
99) Fountoulakis, 104.
100) Bennett v White[1910] 2 K.B. 643 at 648 per Kennedy L.J.
101) Wood, n.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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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도래 요건에 관하여 보면 최고법원법(Judicature Acts)이 제정되기 

전에는 주채무에 관한 소제기 시점에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을 요

구하였으나,102) 1875년 최고법원법 시행 이후부터는 상계항변제기 시에 이

행기가 도래하고 지급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03)

한편 시효에 관하여 보면 1980년 출소기한법(Limitation Act) 제35조104)

에 의하면 반대채권이 주채무의 소제기 시에 출소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청구채권의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반대채권의 시효진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105) 

(2) 감액항변(abatement)

법률상 상계는 양 채무의 확정성 또는 확실성(liquidity)을 요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물건의 매도인은 하자 있는 물건을 매도한 경우에도 매매대금 전액

을 청구할 수 있었고 매수인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손

해배상채권은 그 자체로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확실성이 있는 채권

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매수인이 손해배상청구를 별소로 하는 중에 

매도인이 파산이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문제

가 발생하였다.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코먼로 법원에 의해 18세기 말 또

는 19세기 초에 감액항변(plea of abatement)이 발생하였다.106)107)

이를 통해 피고는 제공된 동산 또는 용역이 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

우에 대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매매계약에 

관하여 1893년 동산매매법(Sale of Goods Act) 제53조에 이러한 규율이 

102) Richards v James(1848) 154 E.R. 577.
103) Derham, n. 2.09.
104) 1980년 출소기한법 제35조 [소송 중 새로운 청구]

(1) 이 법의 취지상 소송 중 새로운 청구는 별소로 간주되고 제소 시점은 

  가. 제3자 소송절차에 의하거나 절차 중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개시된 때

  나. 다른 경우에는 원래 소제기가 된 때이다.

(2) 이 조항에서 새로운 청구는 상계 또는 반소의 방법에 의한 청구와 다음을 포함하는 청구

를 의미한다.

  가. 새로운 소인의 추가 또는 대체, 또는

  나. 새로운 당사자의 추가 또는 대체. (이하 생략)
105) Wood, n. 13-28.
106) Mondel v Steel(1841) 151 E.R. 1288(원고의 선박대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완성된 

선박이 애초 예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대금공제를 주장한 사안). 

107) 감액항변의 발생과정에 관하여는 Wood, n. 4-32 이하 참조. 



- 25 -

반영하였고108) 현재는 같은 내용으로 1979년 동산매매법 제53조 제1항 제1

호에서 규정한다. 용역은 종전의 코먼로 규율을 계속 적용한다.109)

감액항변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동산 및 용역에 한정된다. 그러나 해상 

운송을 포함한 운송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10) 환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확실성이 없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제한된다.111) 

감액항변의 핵심 요건은 양 채무의 견련성이다.112) 채권자가 자신의 의무

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감액항변의 취

지이므로 반대채권이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래

108) 1893년 동산매매법 제53조 [보증의 위반(breach of warranty)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

     (1) 매도인이 보증의 위반을 한 경우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 측의 조건 위반을 보증의 

위반으로 다루도록 선택하거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 매수인은 그러한 보증의 위반만

으로는 물품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매수인은 

       (a) 매도인의 보증의 위반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감액 또는 소멸을 주장하거나

       (b) 보증의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매도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09) Gilbert-Ash (Northern) Ltd v Modern Engineering (Bristol) Ltd[1974] AC 689. 공사

계약의 수급인인 피고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였다. 피고는 도급인으로부터 해당 공사부분 대금으로 ￡14,532를 수령하였으나 

하수급인인 원고의 공사지연 및 부실공사를 이유로 ￡4,532를 감하여 ￡10,000만 지급하

였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본 판결에서 모리스경은 용역 계약에

서 부실하게 용역이 제공되었다면 대금 감액이 가능하고 물품판매 계약에서 부수적 조항 

위반이 있다면 역시 대금감액 또는 소멸이 가능하지만,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자

금공급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원칙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공사하자가 있는 경우 대금감

액을 할 수 있는지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110) Henriksens Rederi A/s v T.H.Z. Rolimpex the Brede(1974) Q.B. 233. 선박소유주인 

원고는 피고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송이 종료된 후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료를 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화물의 일부가 도착하지 않았고 일부는 손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운송료

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운송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손

해를 입은 부분은 보험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용선계약에 의해 이 문제

는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사건이 발생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중재 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운송료 채권은 6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피고의 채권은 별소로

는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상계나 반소의 경우에는 출소기한법 제28조의 의하여 수동채

권의 소제기시에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본 사안과 같이 반대채권이 같은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 판

결에서 해상운송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감액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허용

할 경우 손해배상액, 원인, 책임범위 등에 관한 다툼으로 운송료 지급을 지연할 수 있다

는 점을 이유로 제시한다.
111) James Lamont & Co v Hyland(1950) 1 K.B. 585. 직접당사자 사이에 약인의 일부 

불이행에 대하여 확정되고 확실한 반대채권으로 감액 항변을 할 수 있다는 판결로 Nova 

(Jersey) Knit Ltd v Kammgarn Spinnerei GmbH[1977] 2 All ER 463 참조.
112) Derham, n. 2.8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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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한 경우에 감액항변이 인정된다.

감액항변의 성격상 반대채권이 확실할 필요는 없다. 이행된 동산 또는 용

역의 내용이 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만 증명하면 족하다. 계약 내용

을 위반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반대채권액을 확정할 필요도 없다.

감액항변은 실체적 항변의 모든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재판 외에서도 행사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주채무에서 제공된 동산 또는 용역의 가치 감소에 상

응하는 상당 부분을 감액할 수 있다.113) 감액항변은 영구적 항변으로서 별

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980년 출소기한법(Limitation Ac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114) 

감액항변과 형평상 상계는 모두 형평 및 공평의 고려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형평상 상계의 확장에 따라 감액항변의 기능은 줄어들고 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은 피고가 원고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형평상 상계와 감액항변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115) 감액항변이 코먼로 법원에서 발달되었고 형평상 

상계가 형평 법원에서 발달된 것인데 1873년 및 1875년 법원법(Judicature 

Acts)에 의하여116) 형평법과 코먼로의 엄격한 분리가 사라짐에 따라 모든 

법원이 형평법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117)118)

(3) 형평상 상계

법률상 상계에 관한 법률이 1729년 최초로 제정되기 전에 챈서리법원

(Court of Chancery)은 종종 형평법 법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였다.119) 챈

113) Kidwell, n. 411.
114) Henriksens Rederi A/s v T.H.Z. Rolimpex the Brede [1974] Q.B. 233, at 249 per 

Lord Denning M.R. 
115) 법과 형평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형평이 우선한다고 한다. Wood, n. 1-21.
116) 현재는 1981년 최고법원법(Supreme Court Act)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17) Wood, n. 1-21.
118) 감액항변과 형평상 상계의 차이는 ①감액항변은 법상 항변인데 반하여 형평상 상계는 

형평법상 항변이라는 점(발생연원), ②감액항변은 일정한 권리인데 반하여 형평상 상계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에 의해 부여한다는 점, ③감액항변은 주채무의 발생원

인인 계약 위반을 이유로 발생하는 반대채권에 국한되는 반면 형평상 상계는 동일계약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반대채권까지 포함한다는 점, ④감액항변은 

대금지급과 관련된 보증의 위반(breach of warranty)에 한정되는 반면 형평상 상계는 동

일하거나 관련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른 종류의 반대채권을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점

에 있다. Wood, n. 4-45 ff.
119) Derham, n.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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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법원은 원고가 반대채권을 이행하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금지하는 금

지명령을 하여 피고를 보호하였다.120) 그러나 이러한 재판례는 개별적인 것

이었고 형평상 상계를 인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의 증거로는 될 수 없었다. 형

평상 상계는 이러한 재판례에 기원하기보다는 채무 간 결산이 되어 온 관행 

또는 이러한 효과를 의도하는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

다.121) 형평 법원의 이러한 관여는 형평법원이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당사

자 간의 재정 상황을 심리하고 반대채권을 고려하여 코먼로 법원보다 상계

의 인정에 보다 적극적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날 형평상 상계는 독

립된 권리로 인정되었다.122)

형평상 상계는 재판 외에서도 주장할 수 있고 채무자는 반대채권을 고려하

여 상당액을 감액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된다.123) 그러한 감액이 상당하고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다면 그러한 이행 제공은 유효한 것이 된다. 감액 부분이 다소 많은 경우에

도 이행 제공은 유효하고 채권자는 과다하게 감액된 부분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주채무의 감액을 주장하고 감액된 내용을 이행제공하는 경우에

도 반대채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반대채권은 재판을 통해 상계가 확정

되거나 상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계속 존재한다. 반대채권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금지명령(injuction)을 통해 재판 시까지 채권자의 청구를 금지하는 것이

다.124) 그리하여 채무자는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고 주채무에서 반대채권을 

감액할 수 있게 된다. 상계 자체는 재판을 통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형

120) Wallis v Bastard(1853) 4 De Gm & G 251 at 256 per Lord Cranworth LC: “상계는 

코먼로 법원에서 자리잡기 전에는 단지 합리적인 행위로 인식되었고 그 이상은 아니었다. 

코먼로 외에는 상계와 같은 것이 없었다.”; Collins v Collins(1759) 2 Burr 820(per Lord 

Mansfield): “이러한 두 개의 호혜적인 법률이 제정된 이후 [...] 양 채무의 상계는 현실 

지급과 동등한 것이 되었고 형평에 부합하게 결산(상계)이 이루어졌다. 이 법률이 제정되

기 전에 코먼로에 의하면 반대채권액이 주채무와 같거나 이보다 더 큰 경우에도 피고는 

결산(상계)을 할 수 없었다. 형평 법원에 가서 가장 명확히 공정하고 올바르게 되는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 Green v Law (1805) 2 Smith KB, 669(per Lord 

Ellenborough).
121) Derham, n. 2.01.
122) Wood, n. 4-38.
123) Fountoulakis, 113; Derham, n. 4.30.
124) Fountoulakis,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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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 상계는 순수한 의미의 실체법적 항변은 아니지만 실무에 있어서 채권

자의 전액 청구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가 금지처분이든 상계이

든 실제상 차이는 크지 않다. 

형평상 상계의 요건은 양 채무의 상호성,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양 채

무가 같은 거래에서 발생하였을 것, 형평에 부합할 것, 채권의 확실성 등이

다. 그러나 형평상 상계의 특징은 요건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사안별로 법원

이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형평상 상계의 요건이 무엇인가에 관

해 법원에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고 형평이나 채권의 확실성과 같이 

개별 사안에서 도출되는 요건도 그 자체가 명확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아

니고 법원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개별사안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상 상계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평과 정의에 반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상 상계가 발달되었기 때

문에 그 요건 자체가 일도양단식의 명확한 것이 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형평상 상계는 원칙적으로 양 채무의 상호성(mutuality)을 요건으로 한

다.125) 또한 법률상 상계와 마찬가지로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mature)

할 것을 요한다. 형평상 상계는 출소기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출소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126)

법률상 상계와 달리 형평상 상계는 양 채무가 같은 거래(the same 

transaction) 또는 밀접하게 연관된 거래에서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

여 형평상 상계에서 양 채무의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127)

법률상 상계와 마찬가지로 양 채무가 금전채무일 것을 요구한다.128) 형평

상 구제방법은 금전배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건은 필연적

125) Muscat v Smith [2003] 1 W.L.R. 2853, at [42]-[45] per Buxton LJ. 다만, 전통적

으로 형평상 상계는 상호대립성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았고, 형평상 구제방법의 유연성

에 비추어볼 때 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계

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

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챈서리법원의 실무규칙에 따라, 형평법 법원이 상계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납득할 만한 이유는 없다는 설명이 있다(Derham, n. 4.68). 오스트

리아와 캐나다 법원 또한 상호대립성은 형평상 상계의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판시하

고 있다(Derham, n. 4.69 주 327, 328). 
126) Henriksens Rederi A/s v T.H.Z. Rolimpex the Brede [1974] Q.B. 233, at 246 per 

Lord Denning M.R.
127)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4장 제6절 2. (1) 참조.
128) Derham, n. 3.02(주 4 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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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상계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129)

감액항변과는 달리 형평상 상계는 반대채권이 매매계약이나 용역계약으로

부터 발생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감액항변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운 운

임지급채무에 대하여는 형평상 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130)

형평상 상계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청구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형평상 근거

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131) 채무자의 주장이 채권자의 청구권

원을 기각할 정도의 형평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계를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양 채무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더라도 형평상 상

계는 부정될 수 있다. 

반대채권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명시적 요건은 없다. 그러나 재판례에서는 

①반대채권액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은 경우,132) ②반대채권이 장기간의 복

잡한 계산 결과에 좌우되는 경우,133) ③반대채권의 확정이 상당한 지연을 

초래하여 그 기간 동안 청구채권(주채무)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134)에는 형평상 상계를 부정한 바 있다.

법원에서 채권자가 청구금액 전부를 수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간주하거나 

반대채권이 확실성이 없다고 하여 형평상 상계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법원

에 형평상 상계를 인정할 지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셈이 된다. 구체

적인 개별 사안에서 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데 이러한 공정성 검사는 불확실성을 낳게 된다. 특정사안에서 상계가 금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개별사안의 제반사정에 따라 결정된다.135)

129) Kidwell, n. 430 fn 13.
130) Stimson v Hall[1857] 156 E.R. 1436(원고는 피고의 석탄을 운송하여 주기로 합의하

고 운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석탄이 완전히 잃게 되어 석탄 가격 

액수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이러한 주장은 반소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형평상 항변

의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Bank of Boston Connecticut v European 

Grain and Shipping Ltd. [1989] A.C. 1056(귀족원은 용선계약으로 운임채권이 바로 발

생하였으나 선주가 용선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사안에서도 이러한 제한은 적용되어 형평상 

상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Derham, n. 5.04(주 14 재판례)
131) Hanak v Green[1958] 2 QB 9, 18-19.
132) Abignano v Wenkart [1998] 9 BPR 16, 765, 774(Derham, n. 4.61.에서 재인용).
133) General Credits (Finance) Pty Ltd v Stoyakovich [1975] Qd R 352(Derham, n. 

4.61.에서 재인용).
134) Roadshow Entertainment Pty Ltd v (ACN 053 006 269) Pty Ltd [1997] 42 NSWLR 

462, 489(Derham, n. 4.61.에서 재인용).
135) Wood, n.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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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최고법원법(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s)에서 형평상 항변

을 코먼로 법원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 법률상 상계, 감액항변, 형

평상 상계 사이의 구별은 다소 의미가 상실되었다. 당사자가 잘못하여 법률

상 상계를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형평상 상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

단할 수 있다.136)

(4) 계약상 상계(Contractual Set-off)

당사자 일방의 지급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상거래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상

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상 상계의 목적은 법률상 상계 또는 형평상 

상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계권을 부여하려는 데 있다.137) 그러나 

상계 합의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상계는 금지된다.138) 

1977년 불공정계약법(the Unfair Contract Terms Act) 제13조 제1항 b

호13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상계는 효력이 없다.140) 영국의 재판례

에서는 묵시적 상계 합의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상계 요건 결여를 회피하여 

상계를 인정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영국의 법률상 상계에서 재판 시까

지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엄격함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용된다. 예컨대 채권

자의 제소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채무에서 반대채권을 공제한 채무자에 

대하여 묵시적 상계 합의를 이유로 채무자의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재판

례가 있다.141) 이 재판례에서는 모기지 대출 계약 이후 이자 지급 청구가 

없었다는 점을 묵시적 상계 합의의 근거로 제시하였다.142)

136) Wood, n. 1-21.
137) Goode, 650.
138) 다수 당사자간의 계약상 상계조항이 채권자간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공서양속

의 성격이 있는 1948년 회사법(Companies Act) 제302조에 우회하는 것으로 규정의 취

지에 반한다고 하여 무효라고 본 재판례로 British Eagle International Airlines Ltd v 

Compagnie Nationale Air France [1975] 1 WLR 758. 1948년 회사법(Companies Act) 

제30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우선지급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재산

은 청산(winding up)시에 같은 비율로 그 채무 만족을 위해 적용되고 그러한 적용에 의하

여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이익에 따라 사원

에게 분배된다.”
139) 책임에 관한 권리 또는 구제방법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러한 권리 또는 구제방법

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 법 제1절에서 금지하는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140) Stewart Gill Ltd v Horatio Myer & Co Ltd [1992] Q.B. 600.
141) Wallis v Bastard (1853) 4 De Gm & G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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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소(Counterclaim)

반소권은 1873년에 처음 도입되었고143) 현재는 1981년 상급법원법 제49

조 제2항 a호144)와 1998년 민사소송규칙 20.4145)에 그 근거규정이 있다. 

반소는 항변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계와 차이가 있다. 반소에 의해 법원이 독

립한 반대채권을 동일한 절차에서 심리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마련된

다.146) 상계의 경우 주채무에서 반대채권을 상계한 잔액부분에 관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반소의 경우에는 주채무와 반대채권 모두에 관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147) 상계는 그 절차에 관한 내용만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 Rules)에 의해 규율되는 반면 반소는 그 요건 및 절차적 요소 

모두가 민사소송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7. 일본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의 상계 금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의의 

불법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나 일본은 단순히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우리 

민법과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일본 민법의 입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민법 규정의 취지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구민법전은 1890년(明治 23년) 중에 2회에 걸쳐 공포되었는데 이 공포에 

앞서서 1889년(明治 22년)경부터 법전 반대의 움직임이 있었다.148) 그로 인

142) 위 재판례 at 257.
143) the 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1873, s. 24(3).
144) the Senior Courts Act 1981, s. 49. (법과 형평이 경합하는 경우 처리)

“(1)이 법과 다른 법의 조항에 의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민사문제에 관하여 관할을 행

사하는 모든 법원은 법과 형평을 처리함에 있어 같은 문제에 대하여 형평법과 코먼로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형평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2)이러한 모든 법원은 다음에 관하여 같은 효력을 갖는다.

  (a)모든 형평법상 부동산권, 권한, 권리, 구제방법, 항변, 반소, 그리고 모든 형평상 의무와 

책임  [(b)이하 생략]”
145) CPR r.20.4.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항변과 함께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

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언제나 할 수 있다.”
146) Derham, n. 1.04.
147) Hanak v Green[1958] 2 QB 9.
148) 前田, 史料民法典,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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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민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는 구민법에 대하여 전면적인 개정을 초

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독일 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상계에 관하여

도 구민법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 구민법에서는 변제, 경개, 면제, 상

계, 혼동 순으로 위치하였는데 민법에서는 상계의 법률상 효과가 변제와 가

장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계를 변제 바로 다음에 두었다.149) 또한 상계의 종

류에 관하여 구민법에서는 법률상 상계, 임의상 상계, 재판상 상계, 합의상 

상계를 규정하였으나 이는 그 실질에 있어 당사자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거나 상계청구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히 명문의 규정을 둘 필

요는 없다고 하여 법률상 상계에 관한 규정만 두고 나머지는 삭제하였

다.150) 구민법에서는 상계의 요건으로 상호대립성, 대체성, 확실성(명확성), 

청구가능성을 규정하고 당연상계주의를 채택하여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었다.151) 또한 시장시세 있는 일용품 공급 채무

에 대하여는 금전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522조). 구민법은 

상계에 관한 모든 규정을 한 곳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계에 관한 일반 규

정만 여기서 규정하고 보증인·연대채무자·연대채권자·불가분채무자의 상계 

문제는 해당하는 부분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152) 

한편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153)에 의하면 상계 규정에 관한 통설 및 

판례의 해석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에 대하여 목적의 

종류를 같이 하는 채권을 갖는 경우,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무

자는 쌍방의 채무의 상당액에 관하여 상계에 의해 그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채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또는 채

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한 제안 요지를 보면 “상계의 의의 및 상계적상의 요건에 관하여 

현행 일본 민법 505조 1항의 규율의 일부를 변경하고,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을 상계적상의 요건으로 하여 명백하게 함과 동시에 

수동채권에 관하여는 그 변제기 도래를 상계적상의 요건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계의 요건을 자동채권 

149) 法典調査会民法議事速記錄三, 565.
150) 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77.
151)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オンデマンド版), 477-480.
152) 法典調査会民法議事速記錄三, 566.
153)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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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보다 엄밀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것이라고 생

각된다. 

8.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공통참조기준초안154)155)은 “양 당사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

는 경우에는 한 쪽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권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상계를 할 때에 “(a) 피상계자의 채권

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상계자가 피상계자로 하여금 이행을 수령하도록 

할 수 있을 것, (b) 상계자의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c) 각 당사자

가 상계를 위해 자신의 채권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한

다.156) 또한 원칙적으로 확실성이 결여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

한다.157)

9. 소결

상계의 종류에 관하여는 기본 형식의 상계, 합의에 기한 상계, 파산 등 기

타 형태의 상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의 민

법에서는 기본 형식의 상계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논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상계의 연혁을 보아도 각기 교유한 

연원을 가진 상계가 독자적으로 발달되어 오다가 현대 민법 제정에 이르러 

점차 통합되어 온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상계의 요건 중 상호대립성, 동종성, 청구가능성은 모든 입법례에서 동일

하게 요구된다. 확실성과 견련성에 관하여는 입법례마다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각국의 태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54) 공통참조기준초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신동현, 44 ff 참조.
155) 공통참조기준초안의 상계부분은 유럽계약법원칙(PECL)의 상계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공통참조기준초안을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56) DCFR. 1115–1117(III.-6:102).
157) DCFR, 1120–1121(III.-6:103). 상세한 내용은 제3절 4. (1)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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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탈

리아
독일 스위스

오스

트리아

영국

법률상 

상계

영국

형평상 

상계

확실성 ○ ○ ○ △

상호대립성 ○ ○ ○ ○ ○ ○ ○

동종성 ○ ○ ○ ○ ○ 금전 금전

반대채권의 

청구가능성
○ ○ ○ ○ ○ ○ ○

주채무의 

청구가능성
○ ○ ○ ○

주채무의 

이행가능성
○ ○ ○

견련성 △ ○

프랑스
이탈

리아
독일 스위스

오스

트리아

영국

법률상 

상계

영국

형평상 

상계
당연

상계주의
○ ○

소송상

주장
○ ○ ○ ○

소송 외 

의사표시
○ ○ ○

소급효 ○ ○ ○

장래효 ○ ○

<상계의 적극적 요건>

<상계의 방식 및 효과>

제3절 우리나라의 논의 및 검토

1. 채권의 상호대립성

민법은 “쌍방이 …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상계할 수 있다고 하여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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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대립성을 상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92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채무의 존재와 상호대립성 요건을 도출할 수 있다. 채무의 존재는 유효한 채

무가 존재할 것을 의미한다. 상호대립성은 상계자가 피상계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과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 서로 대립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유효한 채권의 존재

양 채권의 하나라도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상계는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상계 계약에 관한 사안에

서 상계계약의 일방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상계의 효력이 없게 된 

경우 타방의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158) 그 기준시점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시점이다. 상계적상이 발생한 적이 있어도 그 후에 일방의 채권이 변

제, 대물변제, 경개, 상계 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159)160)

채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

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161) 유효하게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상계의 자동채권이 해제 등의 사유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상계도 그 효력을 상실하고 수동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162)

 

1) 자동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경우

유효하게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이를 가지고 상

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영역이론에 기반하여 

158) 大判 2005. 4. 28., 2005다3113, 공보 2005, 803. 상계의 원인되는 자동채권이 존재

하지 않아 상계의 효력이 없다면 수동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것은 수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大判 1992. 5. 12., 91다28979, 공보 1992, 1835). 또한 이자제한법상 제한을 초과

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

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大判 1963. 11. 21., 63다429, 집11-2민, 252).
159) 곽윤직, 채권총론, 287; 김대정, 채권총론, 438; 김형배, 채권총론, 764; 김상용, 채권

총론, 495; 송덕수, 채권법총론, 467.
160) 中田, 債権総論, 373-374; 淡路, 債権総論, 589.
161) 곽윤직, 채권총론, 20 이하.
162) 大判 1980. 8. 26., 79다1257, 1258, 공보 1980, 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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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긍정하고 있다. 상계적상 발생 이후에 상계자의 영역에서 발생하지 아

니한 사유에 연유하여 상계요건이 결여되게 된 경우에 처음 발생한 상계권

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상계적상 발생 이후에 

독일 마르크 화폐시행에 따른 화폐개혁이 발생하여 상계요건 중 동종성 요

건이 없어지게 된 사안에서 이러한 이론을 전개하였는데,163) 이 이론을 변

제로 소멸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은행송금에 의한 변제의 경우, 그 변제라는 채권소멸원인은 변제수령자의 영

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164) 변제 이후에 지체 없이 변제수령자가 상계

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러한 상계기대는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계가 

우선하게 되고 변제를 한 피상계자는 자신이 변제한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165) 상계자의 입장에서는 상계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계적상시 

이후의 지연이자를 면제받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변제를 받는 것보다 상

계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독일 민법 제352조, 

제543조 제2항 3문, 제581조 제2항, 제396조 제1항166) 등에서 채무불이행

으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상계를 하여 그 소급효로 채무불이행

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제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변제에 유추 적용하여 변제가 있더라도 지체 없

163) BGH NJW 1951, 599 = BGHZ 2, 300. 상계의 주채무는 독일 제국이 사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었고 반대채권은 동일 사인이 제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었다. 

양 채권을 담당하는 계정(Kasse)은 서로 달랐다. 독일 제국이 1945. 5. 8. 붕괴하여 반대

채권에 관한 계정이 없어지고 이를 대체하는 다른 계정이 만들어지거나 지정되지 않았다. 

독일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독일 제국의 내국인 금전채무자는 화폐개혁 이전에 상계

를 할 수 있었다면 화폐개혁 이후에도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상계의 요건은 

상계 의사표시를 할 때 존재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상계법을 규율함에 있어 법률은 엄격한 통일된 사상에 입각하지 않고 당연상계주의 원

칙과 상계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비로소 유효하게 발생한다는 반대 원칙의 절충을 

추구한다. 그리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법형성적 행위이지만 그 의사표시의 효

력은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고 동시에 형평의 원칙에서 상계권의 요건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관하여 일련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원칙적인 규율의 불일치

와 형평 요소의 고려는 예외의 구성요건의 영역이 절대적으로 규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법적용을 위한 새로운 예외 영역이 등장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164) 변제수령을 위하여 변제수령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령자에게도 변제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영역이론에 따르더라도 변제수령자가 변제 후 지체 없이 상계를 하는 것

이 제한된다고 설명한다(Dietrich, “Die Aufrechnungslage,” 544).
165) Dietrich, “Die Aufrechnungslage,” 543-546.
166) 제396조 제1항은 상계충당에 관한 규정이다. 상계자의 지정충당에 대하여 피상계자가 

지체 없이 이의권을 행사하면 법정충당순서에 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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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계를 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상계와 변제는 동등한 채권소멸원인이고 이로써 채권 변동이 발

생하므로 물권 변동에 관한 우선주의원칙이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 소멸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당사자 

사이에 상계에 관한 특별한 기대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수동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경우

피상계자가 아니라 상계자가 직접 변제를 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상계자가 

그 후에 상계를 하고 이미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변제 당시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비채변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독일 민법 

제813조 제1항 제1문은 “채무이행의 목적으로 급부된 것은 청구권에 대하

여 그 행사를 영구히 배제하는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통설은 상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으로는 항변사유가 되지 않고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적 지위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규정의 유추적용을 부정한다.167) 영역이론에 의하는 경우

에도 상계자가 한 변제는 상계자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이므로 다시 상계

를 할 수 없게 된다. 

우리 대법원도 “쌍방의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이른바 상계적상에 있었는

데 채무자가 수동채권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것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

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변제로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는 상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168)169)170) 이에 대하여는 채권의 존재가 상계의 요

167) Staudinger/Gursky, §389 Rn. 4 f(원인을 부여받아 이행된 것은 급부이득반환청구권

(Leistungskondiktion)을 이유로 반환될 수 없다는 원칙이 이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하고 

선택된 급부양태 외에 다른 소멸가능성에 대한 처분권이 있었는데 이를 간과하였다고 하

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종류채무에서 중간품질의 물품을 제공하면 

되는데 중간물품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여전히 급부목적에 부합하는 중상급 물품을 공

급하였을 때 이를 이유로 공급한 물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청구권의 행사를 영구히 배제하는 항변권이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상계한 경우

에는 민법 제813조 제1항 1문이 바로 적용되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MünchKomm/Schlüter, § 389 Rn. 1; Gernhuber, 288 f.
168) 大判 1979.8.28., 79다1077, 공보 1979, 12192.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대여금채무를 

부담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소외인에게 매각하였고 차용금으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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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므로 채무자가 변제한 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될 수 없어 상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찬동하는 견해가 있다.171) 상계의 소

급효를 고려한다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것

이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의 소급효는 상계의 의사표

시 당시에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는 때에 수동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계의 요

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되고 상계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게 된다.

3) 수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논의를 보면, 우선 독일 민법은 

제812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제813조 제1항에서 급부의 대상이 된 청구권에 대하여 그 행사를 영구히 배

제하는 항변권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172) 소멸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의 만족을 위하여 급부 등이 된 것은 시효완성을 알지 못하고 

대금에 갈음하였다. 그 후 원고는 소외인에게 별도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소멸

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고

의 토지는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요하는 것이었는데 원고는 이를 

위와 같이 소외인에게 매각하여 소외인은 피고에게 다시 이를 매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농지매매증명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점유는 권원 없는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상계 주장도 타당성이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일반적으로

는 이미 소멸한 수동채권에 대하여 다시 다른 채권으로 상계를 하여 자동채권이 부활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으나 자동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본 사안에서 상계가 인정된다면 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매매대금채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169) 한편 일본의 통설의 입장도 채무자가 변제를 한 후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我妻, 債権総論, 350; 奥田, 債権総論, 574; 中田, 債

権総論, 373-374; 於保, 債権総論, 377; 林/石田/高木, 債権総論, 308). 
170)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상계적상 시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고 보는 

입법례에서는 변제를 하는 경우 상계의 포기로 보아 변제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본다(프랑

스 민법 제1299조 참조). 
171)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432.
172) 우리 민법도 한정승인의 경우 책임은 없으나 채무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채변제에는 

해당하지 않고 일종의 영구적 항변권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한

정승인한 경우에 해당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변제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긍정한다면, 이는 독일 민법 제813조 제1항의 영구적 항변권 법리를 도

입하여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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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진 경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제214조 제2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완성의 항변권을 이와 같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어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면, 채권자는 과거 청구

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급부를 할 때에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거

나,173)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면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추구하

는 법적 안정성과 법적 평화가 위태롭게 된다고 설명한다.174) 상계에 관하

여는 자동채권이 항변권의 대항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이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으나(제390조), 수동채권의 경우에는 상계로 수동채권이 소멸하는 것이므

로 이에 대항하는 항변권은 배제되지 않지만, 채무자는 그러한 항변권을 행

사하지 않고 변제를 할 수 있고, 상계 또한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175) 부당

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위 논의는 상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176)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에 대하여 이미 상계를 한 경우에는 상계를 할 때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상계로 인하여 피상계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부

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한다.177)

일본에서도 자동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 이전에 상계적상이 있는 경

우에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제508조), 수동채권의 경우에

는 상계자가 수동채권에 관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제146

조) 자신의 자동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178).

생각건대, 자동채권에 관하여 항변권이 부착된 경우에 이를 가지고 상계할 

수는 없지만 수동채권에 대한 항변권은 그 채무자인 상계자가 이를 행사하

지 아니하고 상계하는 것은 변제와 마찬가지로 가능하고 소멸시효 완성사유

도 항변권의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에 대하여 상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상계가 시효

이익의 포기로 평가되어 상계로 소멸하지 아니한 수동채권의 잔존부분에 대

하여 수동채권의 채권자가 다시 청구를 할 수 있게 될 여지도 있게 된다.

173) MünchKomm/Grothe, §214 Rn. 9.
174) Looschelders, Rn. 1035.
175) Staudinger/Gursky, §390 Rn. 30.
176) Staudinger/Gursky, §390 Rn. 31.
177) Staudinger/Gursky, Vor §§387 ff Rn. 23; Gernhuber, 255.
178) 朝見, 債権総論, 361; 於保, 債権総論,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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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것을 모르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자

동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상계의 효력을 박탈하고 상계로 소멸한 자동채권을 되살아

나게 할 수 있는가. 독일 민법 제813조 제1항 2문과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에서 이 문제는 온전히 해석에 맡겨져 있는데, 우리 학설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무에 대한 변제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

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이에 대하여 상대적 소멸설은 취하면 소멸시효 완

성만으로는 채무가 소멸하지 않아 유효한 채무에 대한 변제가 되어 이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 채무가 소멸한 것이 

되어 비채변제에 해당하지만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가 되어 마

찬가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179) 그러나 절대적 소멸설

에 의하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왜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원용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한 것을 유

효한 채무의 변제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전히 의문이 있다. 비록 우

리 민법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하여 독일과 같이 영구적 항변권을 부

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완성 원용권에 관해 영

구적 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사안의 논리적 설명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한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면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추구하는 법적 

안정성과 법적 평화가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부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상계는 의사표시만으

로 이루어지고 변제와 같이 실제로 재화의 이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상계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면 역

시 법적 안정성의 위태화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변제와 마찬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제척기간이 도과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179)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449; 이영준, 민법총칙, 768; 이은영, 민법총칙, 777; 주석민

법[채권각칙(5)]/김문석, 448. 그러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경우에도 비록 법률

상 채무는 아니고 도덕상의 의무에 불과하지만 자연채무에는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도의

상채무설),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은 자연채무에도 해당하지 않

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도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견해로 김대정, 민법총

칙, 1285 참조.



- 41 -

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채무는 소멸한 것이므로 비채변제의 법리가 적용되어 

제척기간 도과를 모르고 변제한 경우에는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계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4)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

자는 상계할 수 있다(제495조). 원래 자동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는 채무자(피상계자)가 소멸시효완성의 원용을 포기하지 않은 한 이를 

가지고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180) 이는 소멸시효완성의 효력에 

관해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귀결이고 상대적 소멸설의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원용하면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그런데 

위 규정으로 인해 이러한 내용에 예외가 인정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양 채

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당연히 정산 결제되리라고 믿은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법정책적 고려에 있다.181)182)183) 

180) 수동채권에 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를 포기하

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계가 허용됨에 의문이 없다.
181) 我妻、債権総論, 325. 
182) 이는 일본 구민법에는 없던 규정으로 현행 민법에서 신설되었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통상인 사이에 있어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 극히 드물고 도리어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

는 것이 현재 보통…시효에 관계되어 전부 소멸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상계의 권리를 상실

하게 하는 것은 매우 가혹하고…쌍방의 채무가 상계에 적합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자신

의 채무는 필히 감소하는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인의 관념인바 우리나라 현재의 관습

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이고 의무가 아니므로 상계를 주

장하지 않아도 이로 인하여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런데도 상대방은 시효

와 같은 법률상 특전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미 취득한 상계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률보호의 점에서 공평한 것이 아니고 단기시효의 경

우에는 상계를 주장하여야 하는 기간은 한층 짧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시효를 위하여 채권

자로 하여금 모두 그 권리를 잃게 하는 것은 반드시 타당한 처치로 말할 수 없다…” 廣

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83-484.
183) 한편 유럽계약법원칙에서는 시효가 완성한 채권도 상계할 수 있지만 그 채권의 채무자

가 그 전 또는 상계 후 2월내에 시효완성을 원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

다(PECL, 205, Article 14:503). 그 이유는 채권에 관한 사항을 흐릿하게 만드는 시간의 

효과는 채권의 행사를 소로써 하거나 상계로써 하거나 마찬가지라는 데 있다. 특히 유럽

계약법원칙은 상계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어

(Article 13:106)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만 주목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시효원용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받은 때로부

터 상당 기간 안에 시효원용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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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당연상계주의의 논리적 귀결로써 이를 인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통설과 판례가 상계의 소급효로부터 이와 같은 결

과를 도출하고 있고,184) 이는 민법 제정당시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한

다.185) 독일, 스위스, 일본도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186)187)188) 독일의 경우 그 입법취지에 관하여는 이것이 상계의 소급효 원

칙에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189) 오늘날 독일에서 이 규정의 이론

적 근거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순수하게 공평의 척도에 그 근거

를 찾는 견해, 소급효 원칙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 상계 적상의 지위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 등이 있다.190)191) 데른부르크는 항변권은 통상 시효로 소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에서도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상계의 의사표시 후 1개월 이내에 시효를 주장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3.1.3.27]) 비슷한 내용을 두고 있다. 그 제안이유

에 관하여는 상계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강대한 효력을 갖는 것이 되는 귀결을 피할 수 있

다는 점을 들고 있다. 생각건대 채권자(피상계자) 측에서는 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유리하

다는 점에서 통상 시효 원용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제안은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에 편중된 감이 있다고 여겨진다. 중간시안은 “채권자는 시효기

간이 만료한 채권에 있어서,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기까지는, 당해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시효기간이 만료한 채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채무자의 시효 원용 시까지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184) Dullinger, 165. 그러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상계의 소급효 및 사효완성 채권에 대한 상

계의 허용을 모두 부정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Dullinger, 172 ff).
185) Ofner, 245.
186) 독일 민법 제215조, 스위스 채무법 제120조 제3항, 일본 민법 제508조.
187) 다만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인 경우에는 시효 완성 후 상계적상이 도달한 경우에

도 상계를 할 수 있다는 독일의 재판례가 있다(BGH NJW 1974, 1138).
188) 이는 당연상계주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그 장점 내지 관행은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참고로 독일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의 법률효과 부분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상계 부분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상계의 

세부 규율 문제는 해당 부분에서 규정을 두는 것이 우리 민법의 일반적인 모습이므로 향

후에는 독일처럼 소멸시효 부분에서 이를 규정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구 

민법 당시에는 프랑스 민법을 모체로 하여 이와 같은 규정이 없었으나 민법 개정을 하면

서 당시 독일 민법 초안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이 삽입되었다(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83-485). 
189) Motive II, 728 = Mugdan 560(상계의 의사표시가 소급효를 가진다는 규정이,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에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고 법적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채권을 가지고 상

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190) Dullinger, 166.
191) 최근에는 상계에 장래효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화되고 있다. 공통참조기준초안

(DCFR)도 이러한 입장에 서 있다(DCFR, III. 6:107). 상계의 소급효를 반대하면서 시효완

성된 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반대하는 견해로 Peter Bydlinski, “Die Aufrechnung mit 

verjährten Forderungen,”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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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계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근

거를 설명한다.192) 그러나 상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그 자

체로는 어떠한 항변권도 구성할 수 없다. 상계권은 채권자의 만족을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변제와 다른 방법으로 채

권자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193) 한편 영국에서는 주채

무에 대한 소제기의 효과로서 반대채권의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된다는 규정

을 두고 있다.194) 따라서 소제기 시점에 시효완성 여부가 중요하고 소멸시

효가 완성한 이후에 소제기를 한 경우에는 설사 상계적상 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

은 가능한가. 을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병의 갑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갑

에 대한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상계기대

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195)

반대로 상대방 측에서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동채권을 양도한 경우

는 어떠한가. 이는 상계적상의 시점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고 피상계자는 수동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관

한 것이다. 소멸시효완성과 채권양도의 두 가지 법적 쟁점이 중첩된 사안이

다. 양자 모두 채무자(상계자)의 상계기대를 보호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

는 것이므로 상계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양도 통지시를 기준으로 채권양도인에게 대

항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상계

192) Dernburg, Kompensation, 2. Aufl., S. 473 f(Dullinger, 166에서 재인용).
193) Dullinger, 166.
194) 출소기한법 제35조(section 35 of Limitation Act(1980)).
195) 일본의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日大判 1940(昭 15).9.28. 大民集 19, 1744(양수한 

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양수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상계의 효력은 양

수를 채무자에 대항할 수 있는 시점까지만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판결이다. 수동채권은 당

좌차월계약 해제에 따른 채무가 1931.6.1. 이행기 도래하였고 자동채권은 1931.12.1.발생

하여 1936.12.1. 소멸시효가 완성한 제3자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원고가 

1938.11.11. 양수한 것이다. 채권양수가 있은 시점에 이미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으므

로 이를 가지고 상계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日最判 1961(昭 

36).4.14. 民集 15-4, 765(소멸시효과 완성한 어음을 취득하여 이를 가지고 하는 상계를 

배척한 판결); 我妻, 債権総論,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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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양수인에게 상

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의 연대보증채권과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그 후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채권자는 연

대보증채권으로 연대보증인에 대한 수동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는가. 

일본의 재판례는 이를 긍정하여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과 연대

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른 이상 그 후에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완성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상계

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96) 이에 관하여 찬동하는 견해도 있지만197) 

다음의 이유로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198)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

우에 보증채무는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보증

인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가사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으로 청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보

증인의 예상에 반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판례는 보이지 않고 학설상으로는 위 규정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199)와 부정하는 견해200)가 대립하고 있다. 이를 긍정하는 견

해는 채권자가 연대보증인과의 사이에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아

직 상계하지 않더라도 채권관계가 소멸하였다고 생각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게을리 하기 쉬운 것이 거래의 실태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부

정하는 견해는 일본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보증채무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통

196) 日大判 1933(昭 8).1.31. 大民集 12, 83.
197) 於保, 債権総論, 377(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당사자는 대부분 이미 

채권관계가 결재된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신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한다.).
198) 我妻, 債権総論, 325.
199) 곽윤직, 채권총론, 287(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후에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상계

할 수 있다고 하여 연대보증의 경우에 위 규정의 (유추)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김상용, 

채권총론, 496(연대보증채무는 보충성에 기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을 근거로 제시한다).
200) 김형배, 채권총론, 765(일본의 비판론을 소개하며 연대보증의 경우에 위 규정의 유추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김대정, 채권총론, 438; 김주수, 채권총론, 440(보증인의 통상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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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입법취지가 상계적상에 있는 양 채무는 결재되었으리라는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는 것에 있으므로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연

대보증이 아니라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 측에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

므로 시효 완성 전에도 상계 적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효완성 후

에는 상계를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자동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제척기간이 지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예컨대 을이 갑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

에 갑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을은 1년 또는 6월의 제척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

는데(제573조, 제582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상계를 할 수 있는가.

소멸시효의 경우 비교적 장기간 동안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데, 제

척기간은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취지

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고 소멸시효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독일의 재판례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

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인정하는 민법 제390

조 2문(현재는 제215조)을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

나201) 이후 판례를 변경하여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돌아섰

다.202) 상계를 부정하는 판결의 이유는 ①민법상 근거가 없고 ②제척기간이 

도과한 채권은 소멸한 채권이지만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은 항변권이 부착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채권이고203) ③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

201) BGHZ 26, 304=BGH NJW 1958, 543(이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항변 사유

에 불과하고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제척기간의 도과는 권리 박탈 사유

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

하고 양 제도는 법적으로 유사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다. 그리하여 임금협약상 종료기간에 의하여 배제된 근로자의 채권에 관하여도 기간종료 

전에 상계가 가능하였다면 이로써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202) BGH NJW 1968, 813(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에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고 민법 제390조 제2항의 유추적용은 

가능하지 않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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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④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적시

에 행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준 바도 없으므로 피고가 그 당시 존재했던 

상계적상의 지위를 신뢰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점에 있다. 독일의 통설은 

판례 변경 이전부터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204)205)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206) 

일본의 재판례는 견본매매에서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에 대해 매수인은 견

본보다 못한 물건을 인도하여 물건에 숨어 있는 하자가 존재하는 것에 해당

한다고 하여 이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이의신

청을 한 사안에서 1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하여 상계를 부정하

였다.207) 그러나 그 후 도급인이 일본 민법 제637조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급계약의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

급인의 도급의 보수청구권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민법 제508조

를 유추 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도급인은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

으로 하여 도급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명시적으로 

위 종전 판결을 변경하였다.208) 그 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도급대금지급의무와 수급인의 목적물인도의무는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고 목적물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이 가지는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사실적, 경제적으로 도급대금을 감액하고 도

급계약의 당사자가 상호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그 기간에 대가관계를 초

래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므로 하자 있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취득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도급대

금채권이 동법 제637조 제1항의 소정의 기간 경과 전에 상계적상에 있은 경

우에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이를 

203) 독일 민법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으로 채무자에게 급부를 거절할 권리를 부여한다(제

214조). 우리는 소멸시효 완성 시 채무는 소멸하여 제척기간 도과의 경우와 같게 된다.
204) MünchKomm/Grothe, § 215 Rn. 5; Gernhuber, 290 f; Staudinger/Peters und 

Jacoby, §215 Rn. 14.
205) 한편 독일 민법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우리 민법과 달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제438조 제1항). 개정 전 민법에서는 이 경우 

시효 완성전에 하자의 통지 등의 절차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 시효완성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제479조) 현재는 폐지된 상태이다.
206) Dullinger, 166.
207) 日大判 1928(昭 3).12.12. 大民集  7, 1071.
208) 日最判 1976(昭 51).3.4. 民集  30-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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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도급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고 공평의 견지에서 관련된 도

급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것은 위 기간이 시효기간

인지 제척기간인지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학설은, 민법에서 이러한 청구권에 제척기간을 정한 이유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유추적용을 부정하는 입장209)과 제척기간은 시효

기간과 달리 권리관계의 확정의 요청이 있지만 공평의 요청 및 상계의 신뢰

보호의 요청은 시효기간이든 제척기간이든 다르지 않다고 하여 유추적용을 

긍정하는 입장210)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척기간에도 이를 유추적용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견

해211)와 불허하는 견해212)가 있고 하급심 판결에서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유추적용을 긍정한 것이 있

다.213)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2조 내지 제164조) 또는 “시효로 인하

여 소멸한다”(제766조, 제1117조)라고 명시적으로 소멸시효를 지칭하고 있

다.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내 행사하여야 한다”(제573조, 제582조)라고 표

현하고 있다. 이는 민법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 제495조에서 명시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특별

히 상계가 가능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척기간에 유추하

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추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강한 근거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이 규정의 유추적용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대 논거

가 있다. 제척기간을 두는 취지가 법률관계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함에 있는

데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상계를 허용할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못하고 상계 의사표시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214) 

209) 我妻, 債権総論, 326; 平野, 債権総論, 137.
210) 淡路, 債権総論, 594.
211) 곽윤직, 채권총론, 288; 이은영, 채권총론, 752 주 1; 송덕수, 채권법총론, 467.
212) 양창수, “상계적상,” 72.
213) 부산고등법원 1988.12.7., 88나2298, 하집 1988, 55.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도 민법 제495조가 유

추적용되어 비록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경과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기간 도과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매수인

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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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척기간 일반에 대하여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매도인 및 수급인의 담보책임215)216), 점

유보호청구권(제204조, 제205조)217)의 경우에는 신속한 법률관계의 해결을 

위해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데 해당기간 안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현행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유지하

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상계를 기대하여 권리 행사를 하지 않

았다고 볼 상황은 아니다. 즉 소멸시효에 걸린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가 존재

하고 통상적으로 당연히 권리 행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여지가 있지만 제

척기간이 적용되는 권리의 경우에는 과연 제척기간 안에 권리행사를 할 것

인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고 기간 안에 권리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권리행사의 기회가 소멸하고 권리행사가 없는 상태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뢰 

및 법의 보호가 부여된다고 할 것이다.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218)의 경우

에는 상속재산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제척기간이 장기

로 되어 있는 것이고 출소기간으로 해석되는 이 권리를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로서 기존의 상속관계가 고착된다고 할 것이고 상계를 통하여 

이를 번복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여지는 없

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제406조)219), 해제권, 취소권 등은 형성권이

므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목적물 지하에 매립되어 있

던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동산 인도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제소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220) 즉 민법 제582조의 

214) 우리 민법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엄격히 분리하여 규율하고 있지 못하고 제척기간

도 장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독일 민법의 사정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제척기간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우리의 경우에도 이를 권리행사

기간으로 해석하여 유추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215) 大判 2003.06.27., 2003다20190, 공보 2003, 1621. 
216) 大判 2000.06.09., 2000다15371, 공보 2000, 1639. 
217) 大判 2002.04.26., 2001다8097,8103, 공보 2002,  1251.
218) 大判 1993. 02. 26., 92다3083, 공보 1993, 1080. 
219) 大判 1996. 5. 14., 95다50875, 공보 1996, 1850. 
220) 大判 2011. 10. 13., 2011다10266, 공보 2011, 2339. 원고는 1998년경 이사건 부동

산을 매수하였고 이어서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최종 매수인이 부동산 지하에 폐기

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것은 2006년이었다. 원고는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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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제척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보았다.221) 이에 

관하여는 우리 민법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222)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223) 상계와 

관련하여서는 상계적상 시에 권리행사가 가능하였다면 상계의 의사표시 시

점에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더라도,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에 맞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척기간까지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의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유추적용을 할 수 없어 상계는 좌절된다고 보아야 한다. 

6) 채권양도 후 양도된 채권이 소멸한 경우(수동채권)

채권양도 후 양도된 채권이 채무자의 변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

우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다시 상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상계적상의 채권이 있었는데 병이 그 중 한 채권을 

갑으로부터 양수받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고 자신의 을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 그 후 을이 양도된 채권

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 뒤의 상

계를 부정한다면 결국 채무자는 채권양도로 불이익을 입는 것이 된다.

일본의 재판례는 이 경우 뒤의 상계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224) 전부

이 도과하기 전에 매도인에게 폐기물을 처리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하였다. 

최종 매수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09년에 확정되었고 이 시점에 원고는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사건 부동

산을 인도받은 시점인 1998년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소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21) 이 외에도 대법원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이 병행하는 취지로 판단한 재판례가 있

다. 즉,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

하였고(大判 2008.12.11., 2008다12439, 공보 2009, 24. 민법 제671조의 담보책임기간

과 별도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취지)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민법 제671조 제1항의 제척기간은 인도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설시하였다(大判 2009.06.11., 2008다92466). 
222) 독일 민법은 제651조의g에서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 대하여 여행종료시기 후 1월 내

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는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여 제척기간과 소

멸시효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223) 김재형, “2011년 민법 판례 동향,” 25-26.
224) 日大判 1915(大 4).4.1. 民 418(갑은 창고료채권, 을은 임금채권을 가지고 양자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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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관하여도 같은 결론을 취하였다.225) 압류 또는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에서 무제한설을 취하더라도 이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찬동하

는 견해가 있다.226) 반면 다음의 근거로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227) 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무자의 상계권이 박탈당하는 것은 채권양도가 있더라

도 채권양도의 통지만을 받은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

할 수 있다는 채권양도와 상계의 관계에 관한 일반 법리에 배치된다. ②이 

경우 병이 자유롭게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계충당에 관한 법리에 

배치된다. 즉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채권양

도인은 상계충당의 법리에 의하여 상계를 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는데 

채권양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양수인은 이러한 상계충당법리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문제이다. 

생각건대 채무자가 양도통지 도달 당시 이행기가 도래한 반대채권을 가지

고 있었고 채권양수인의 상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의하고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상계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①채권양도에 있어 채무자의 상계권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

고(완화된 상계적상설),228) ②채권양수인의 상계권 행사에 대해 채무자가 지

체 없이 이의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에 만연히 상계를 하여 채권양수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채권양수인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고 

공평에 맞지 않고, ③상계충당은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을 제외하고는 원칙

계적상에 있었는데 병이 을에 대하여 어음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차에 병이 갑의 위 창

고료채권을 양수하여 을의 어음금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하였다. 그 후 을이 갑에 대하여 

애초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창고료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 사안이다. 법원은 그러한 상계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25) 日最判 1979(昭 54).7.10. 民集 33-5, 533(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

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채권이 압류 후에 취득한 것이 아닌 한 

이 채권과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의 선후에 관계 없이 양자가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면 제3

채무자는 압류 후에도 이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제3채무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기까지는 전부채권자가 전

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전부채권자의 상계권이 보다 늦게 

발생하였지만 상계권 행사는 먼저 한 사안이다. 원심은 상계항변을 기각하였으나 최고재

판소는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상계를 인정하였다.). 
226) 潮見, 債権総論, 359.
227) 我妻, 債権総論, 351.
228) 제5장 제3절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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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상계자에게 1차적인 지정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양수인의 

위 상계권 행사로 상계충당법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

운 것이기 때문이다.

7) 계약 해제의 경우(수동채권)

채무불이행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불이행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를 인정한다면 상계의 소급효에 

의해 채무불이행이 소급적으로 제거되어 계약 해제의 효력도 차단될 수 있

을 것이다.229) 독일에서는 민법 제352조에서 불이행 후의 상계라는 표제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는, 채무자가 해제 전에 상계에 의하여 그 채

무를 면할 수 있었는데 그가 해제 후 지체 없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에는, 효력이 없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상계의 의

사표시를 하여 해제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독일 민법은 사용임대차, 용익임대차에서 차임지체로 인한 해제는 지체 없

이 상계를 하여 이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3조 제2항 3문, 제

581조 제2항). 이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때 상계적상의 다른 요건은 

충족되고 있어야 한다.230) 이를 소비대차 등에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31)

오스트리아는 민법 제918조232) 제1항에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이행과 

지연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추완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제에 수반되는 추완 기간 중에 

변제 등을 통해 해제를 저지할 수 있고 여기의 변제 등에 상계가 포함되는 

229) 물론 채무불이행 이후에 상계적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의 효력 발생에도 불구하고 

해제의 효과는 계속된다고 할 것이다.
230) Gernhuber, 290.
231) Gernhuber, 311.
232) 오스트리아 민법 제918조

  ①유상계약이 한 당사자에 의해 적절한 시각에, 적절한 장소에서 행하여지지 않거나 정해

진 조건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는 이행과 지연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추

완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②이행이 양 당사자에게 가분적인 경우에는 일부 이행의 지연을 이유로 이행된 부분에 

관하여 해제를 하거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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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는 의문이 없다. 이 규정을 다른 형성권 행사에 유추 적용하여 반대채권

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해제, 해지, 상계 등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형성권 행사를 저지하고 

상계의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다.233) 

이러한 규정이 없는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와 거의 같은 

상계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은 임료지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

히 해제된 후에 그 해제 이전에 상계적상이 있었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

여 지체임료와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임대차계약은 부활하지 않는다

고 보는 재판례가 있다.234) 학설은 상계가 소급효를 가지지만 상계의 의사

표시 이전에 발생한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하여 판례에 찬동한다.235) 

그러나 일부 학설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확실한 반대채권이 있는 줄 

명백히 알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

체 없이 상계를 주장한 경우 등에는 신의칙에 의하여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

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236) 

국내에서도 반대채권이 있어 차임의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하여 특

별한 조치를 하지 않던 임차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있을 수 있어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237) 그러나 국내의 다수설은 계약이 

233) 찬성하는 견해로 Dullinger, 164, 반대하는 견해로 Rummel/Rummel, §1438 Rn. 15.
234) 日大判 1921(大 10).1.18. 民錄 27, 79; 日最判 1957(昭 32).3.8. 民集 11-3, 513(동 

판결에서 이러한 결론은 해제 당시 임차인이 자신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지 못하여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유익비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경우에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는 것과(日

大判 1940(昭 15).2.3. 新聞 4529, 13), 18년간 주택임차를 하고 태풍으로 인한 수선비 

29000엔도 부담한 임차인이 3000엔의 임료를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을 해제하는 것은, 상계 등 조치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합당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임

대차계약의 기초에 있는 신뢰관계가 아직 파괴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日最判 1964(昭 39).7.28. 民集新 18-6, 1220).
235) 潮見, 債権総論, 360; 林, “判例批評,” 373(채권소멸원인이 있은 후에 다시 상계를 하

는 것은 소멸시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지만, 해제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개입되어 있어 변제와 차이가 있고 상계적상에 있는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의 위법성을 조각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결론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

에서 발생하는 양 채무가 서로 관련이 깊은 만큼 불명확성을 초래하지 않는 반면 상계는 

채권이 대립하고 있어도 당사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별도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법률관계의 불명확성을 피하기 위하여는 판례의 입

장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236) 我妻, 債権総論,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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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채권이 이미 소멸되어 상계적상이 소멸되므로 

그 이후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본다.238) 생각건대 이 문제는 상계의 대

상 채무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반대채권이 

주채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에 대한 기대가 강하고 이를 보

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면 바로 상계권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컨

대 오토바이를 할부로 판매하였는데 오토바이에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채권

을 취득한 구매자가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판매자의 해제권 행

사에 대하여 구매자는 즉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하여 해제의 효과를 

저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단지 반

대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수동채권의 불이행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이므로 해제권 행사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할 수는 없다고 생각

된다. 또한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물의 하자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여 임

차인이 차임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해제권 행사에 대하여 임차인

은 즉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하여 해제의 효과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

다. 다만, 손해배상채권이 불확실하고 금액이 미소한 경우에는 이러한 상계

는 권리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을 것이다.

(2) 상호대립성

양 채권에 관해 서로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자는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다. 추심권자, 대리권자는 채권자가 

아니다. 회사의 사원, 주주나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은 각각 회사나 조합과 

별개의 실체이므로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나 조합의 채권을 가지고 상

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회사의 고용인이나 국가기관은 여기서의 회

사나 국가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제539조)에서 상호대립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 채권자

가 아닌 자에게 채무 이행을 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채권자를 요약자, 채무자를 낙약자, 제3자를 수익자로 칭한다. 민법에서는 

수익자에게 이행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237) 민법주해[XI]/윤용섭, 373.
238)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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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 이행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낙약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반대채권

이 있다면 낙약자는 이를 가지고 수익자의 이행청구권에 대하여 상계를 하

는 것이 가능하다.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행청구권을 부여하

지 않은 경우에는 낙약자의 상계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낙약자가 요약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있는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수익자에게 이행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낙약자의 상계를 인정한다면 수익자의 이행 청구권이 일방적으로 박탈된다.

오스트리아의 다수설은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계를 부정하고, 다만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한하여 낙약자의 요약자

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인정하고 있다.239)

사견으로는 우리 민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장을 따르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 제541조는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

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제542조는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

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의 이행청구

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낙약자는 계약상의 사유로 제3자의 청구권을 저지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상계의 경우에 유추하여 판단하

면, 원칙적으로 낙약자는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로써 제3자의 이행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반대채권이 주채무와 같은 법

률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상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반대채권으로도 상

계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낙약자는 자신의 채무는 온전히 이행하면서도 이와 

견련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권은 이행을 확보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결과

에 이르게 되어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2. 채무 목적의 동종성

(1) 일반론

상계의 요건으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할 것을 요한다

239) Dullinger,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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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2조 제1항 본문). 상계의 기본적인 취지가 급부의 불필요한 반복을 방

지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에서 급부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상계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급부대상을 채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계가 가능하다.240) 이에 대하여 다수설은 종류채

권에 한정된다고 본다.241)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대체물인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2000년형 중고 아반테 100대와 같이 부대체물도 그 개

성이 아니라 공통성 및 수량에 초점을 둔다면 종류채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242) 일본 구민법에서는 채무의 동종성 대신에 채무가 대체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나(제520조), 현행 민법에서는 동종성 요건으

로 이를 확대하였고 채무의 성질상 상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새로 규정하

여 다시 제한을 두었다고 한다.243) 

단순히 가치환산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동종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곡

물이나 자원(금, 은, 구리 등)과 같이 확립된 시장시세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

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급부와 금전채무를 같은 종류라고 볼 수 없다.244) 

상계가 이루어지는 사안의 대부분은 금전채권에 관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소비대차의 예약을 한 자가 상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가 있다. 소

비대차예약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

고 소비대차예약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 대심원은 수동채권이 단순히 금전 지급 의무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서 자동채권과의 동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판결하였다.245)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데246) 이에 대하여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

240)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의 동종성을 요구하지 않고 폭넓게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7조, 제426조 참조).
241) 곽윤직, 채권총론, 286; 김형배, 채권총론, 763; 김상용, 채권총론, 494; 송덕수, 채권

법총론, 459.
242) 곽윤직, 채권총론, 28.
243) 法典調査会民法議事速記錄三, 567.
244) 프랑스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상계를 허용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제1291조 제

2항). 
245) 日大判 1913(大 2).6.19. 民錄 19,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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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가. 일본 대심원은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

였다.247) 이에 대하여는 양 채무가 외견상 동일하므로 긍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견해가 있다.248) 그러나 대변제 청구권과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채권은 상계의 동종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변제 청구권에 있어 

제3자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하는 ‘하는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정물채무와 종류채무 사이에서도 동종성이 인정될 수 있다. 특정물 채권

도 상계의 취지에 부합하게 급부 내용의 동종성 요건을 만족하면 상계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특정물채무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종류채무에 대하여 같은 종류표지를 가지는 

특정된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물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249) 다만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특정물 자체에 초점이 있

는 경우에는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외화채무

1970년대까지 영국에서 외화채무는 영국통화로 환전되어야 영국법원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1976년 귀족원 판결로 이러한 

입장은 변경되었다.250) 귀족원은 영국법원이 외화로 표시된 금액의 지급 판

결을 할 수 있고 집행력을 부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파운드화 계산이 된다

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을 확장하여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채무 사이에서

도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재판례가 있다.251) 이는 법률상 상계에 관한 것

이었는데 형평법상 상계에 관하여는 명확하지 아니하다.252) 

독일에서 외화채무는 진정 외화채무(echte Fremdwährungsschuld)와 부

진정 외화채무(unechte Fremdwährungsschuld)를 구별하여253) 진정 외화채

246) 우리 민법도 제688조 제2항에서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47) 日大判 1925(大 14).9.8. 民458夏.
248) 我妻, 債権総論, 326.
249) Gernhuber, 236.
250) Miliangos v George Frank(Textiles) Ltd[1976] AC 443.
251) The Despina R [1978] 1 QB 396, at 414-415(피해자가 외화지출로 손해를 입은 경

우에는 외화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시).
252) Derham, n. 5.90(이 경우 상계를 긍정하여야 하고 환전비율은 재판 시 기준 주장).
253) MünchKomm/Grundmann, §245 Rn. 93.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를 진정 외화채무(echte Valutaschuld)로 표현하고 있다. 외국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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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원칙적으로 동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

이다.254) 이에 따르면 외화채무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상계가 가능하다. 

반면 부진정 외화채무는 외화로 표시되기는 하였지만 민법 제244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국내통화로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

나 이러한 입장은 금전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환전이 

자유로운 통화가 많다는 점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해결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55)256) 이에 따

르면 외화채권을 가지고 마르크화 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것은 그 외화

가 자유롭게 전환가능하고 당사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다면 허용되어야 한

다고 한다. 금전은 언제든지 문제 없이 교환될 수 있다면 외화로 표상되는 

경우에도 거래관념에 의한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외화지급조

항이 지급 시까지의 ‘가치’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상계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257)

이 경우 환율을 정하는 시점이 중요한데, 상계적상 시보다는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환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민법 제244조 제2항에서 “환산은 지급시의 지급장소에서의 환금시세

에 의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유추 적용하여 이행기가 아니라 

실제 지급 시에 해당하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것이다.258)

채권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통화(Euro)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민법 제244조 제1

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254) MünchKomm/Schlüter, §387 Rn. 32; Staudinger/Gursky, §387 Rn. 79, 80; 

Gernhuber, 238.
255) Gernhuber, 239.
256) 독일 도산법 제95조 제2항도 다른 통화의 자동채권을 가지고 하는 상계도 수동채권의 

이행지에서 자유롭게 환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시점과 

환율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시점 및 장소라고 규정한다. 다만 이 규정이 일반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Staudinger/Gursky, §387 Rn. 79).
257) Gernhuber, 239.
258) Gernhuber, 240. 또한 이와 같은 취지의 독일제국법원의 재판례 RGZ 106, 99 참조

(원고는 면화를 송부하고 3728 스웨덴 크로네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독일제국 마르크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이다. 1심은 상계를 기각하였지만 항소심과 제국법원은 

상계를 인정하였다. 피고가 스웨덴 통화로 표시된 채권을 독일제국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면 더 나아가 또한 마르크통화로 변환된 원고의 채권을 마르크통화로 발생한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른 통화 사이에는 상계의 동종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상계는 변제와 같이 채권소멸의 효력을 



- 58 -

외화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259) 외화채무의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의해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지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유로로써 지급

할 수 있지만 이는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으로 채권자가 국내 통화

로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바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채권자가 외화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국내통화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본다면 외화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액이 국내통화로 지정

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스위스 재판례는 당사자간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이는 단지 가치척도에 

불과하고 수동채권이 외화채무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채권이 외화채무인 

경우에도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60) 다만, 환전시세가 정해져 있

어야 하고 현실이행합의가 없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환율을 결정하는 

시점에 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는데 상계적상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는 

지연손해로 처리하자는 견해와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

다는 견해가 있다.261)

프랑스는 외화채무의 상계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도 있지만 환전이 가능

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262) 

일본의 구민법에서는 채무의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상계를 할 수 있

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제525조). 현행 일본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외

화채무의 상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종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한

하여 상계를 제한하는 취지로 이 규정을 삭제하였다.263) 

공통참조기준초안은 당사자의 합의로 상계자가 특정 통화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가 아닌 한 외화채권을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으로는 상계 모두를 원

가지고 민법 제244조 제2항이 유추 적용되어 지급 시, 지급장소의 환율에 따라 변환되어

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259) Staudinger/Gursky, §387 Rn. 80.
260) BGE 63 II 393f. 외화채무에 대하여 국내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는 스위스 채무법 제

84조 제2항의 규정은 변제에만 적용될 뿐이고 상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계의 경우에는 

변제보다 더 자유롭게 외화채권을 가지고도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환율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에는 판사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61) BSK OR I-Wolfgang Peter, 2007, Art.120 N 11.
262)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395.
263) 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8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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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적으로 허용한다.264) 환율은 수동채권 통화의 매입가가 기준이다.265)

생각건대 제378조는 채무자가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국내 통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화채무에 대하

여 국내통화채무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규정은 자

유로이 환전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상계의 경우에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외화채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378조의 문언은 채무자에게 국내통화로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내 다수설은 채권자도 국내 통화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266) 외화유통이 보편화된 거래의 실정에도 부합하고 

국내에서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고 외화채무의 지불기능을 원활하게 한다는 위 규정의 규범적 취지에도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국내통화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

한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외화채무의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환율에 관해 다툼이 제기될 

소지가 크고 서로 다른 통화로 된 채권에 대하여 상계된다는 당사자의 기대

도 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화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제

378조가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외화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제378조는 채무자에게 편

의를 부여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른 통화를 급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외화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환산 기준시는 언제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 제378조에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그 환산시기에 관

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

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전 판결267)을 

264) DCFR, 1124. 규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III.-6:104:외화상계

   당사자가 외화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권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

으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서 상계자가 오로지 특정 통화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5) DCFR, 1125.
266) 민법주해[VIII]/이공현, 183; 김형배, 채권총론, 73; 안법영, “외화채권과 환차손의 배

상,” 230; 이공현, “외화채권의 변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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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여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

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

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

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

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268) 이를 확장하여 상계의 경우에도 상계의 의사표시

를 하는 시점을 환율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계 적상시를 기준으

로 한다면 오히려 채무자가 환율의 유불리를 고려하여 지급시점의 환율이 

유리하면 외화채무를 직접 변제하고 상계적상시점의 환율이 더 유리하면 상

계의 의사표시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위험 부담 없이 외화 채무의 채

무자에게 투기적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3)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라도 그 급부의 대상이 같은 종류로 인정된다면 동

종채무이다. 즉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상

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

494조). 실제에 있어서 이행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계하는 당사자가 상대

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상계를 하지 

않았다면 물건 수송 또는 자금 송부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것이 상계에 의하여 좌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한 채무는 대

구에서 이행하는 것이고 다른 채무는 서울에서 이행하는 것이라면 다른 채

무의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고 대구에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상계에 의하여 이를 좌절당한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울에서 대구로의 수송비에 해당하는 손해는 

상계자가 피상계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정기행위채무와 같이 특정한 

이행지에게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상계배제의 특약으

267) 大判 1987.06.23., 86다카2107, 공보 1987, 1216.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변제를 다

른 나라의 통화로 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는 이행기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한화로 변제하면 족하다.”
268) 大判(全) 1991.03.12., 90다2147 공보 1991,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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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여행자가 여비를 정기행위로 특정지역에서 받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지급의무자는 상계할 수 없고 이를 특정지역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3. 이행기 도래

민법 규정은 쌍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할 것을 요구한다(제492조 제1

항 본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사이에 상계를 인정하면 당사자로 하

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수동채권의 경우에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계자가 이를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지

만(제153조 제2항)269) 자동채권의 경우에는 상계자가 채권자에 해당하기 때

문에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270) 상

계자는 상계를 통해 수동채권의 이행과 동시에 자동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

인데 자동채권이 아직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이를 가지고 상

계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 발생 시부터 이행을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채무 발생 시가 이행기라고 할 것이다.271) 대법원도 하자보수보

증금채권에 관하여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272) 일본 대심원도 대금채권273) 및 

269) 大判 1979. 6. 12., 79다662, 공보 1979, 12010. 본 판결은 압류와 상계의 경합에 관

한 재판례로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압류명령의 송달시에 수동채권과 자

동채권이 상계적상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만 수동채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자동채권만 이행기가 도래하여 있다면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계적상이 발생한 것과 같이 보아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 판

결이다. 본 판결의 상계와 압류의 우열에 관한 판시는 후에 변경되나, 수동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에 상계할 수 있다는 부분은 변경되지 않았다.
270) 곽윤직, 채권총론, 287; 김대정, 채권총론, 432; 송덕수, 채권법총론, 459.
271) 기한이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제387조 제2항). 
272) 大判 1981.12.22., 81다카10, 공보 1982, 214.
273) 日大判 1942(昭 17).11.19. 大民集  21, 1075.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금채권은 채권

자가 언제든지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있고 차주

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는 대주의 최고가 필요하지만 상계에 관하여는 

상계의 자동채권인 위 대금채권은 그 성립시에 즉 그 대부의 시에 이미 변제기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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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274)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불확정기한부채무는 

그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기에 있는 것이 된다.275)

의사표시로 상계를 행사하도록 하는 국가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요건을 

구별하여 자동채권은 청구가능성을 요하고 수동채권은 이행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독일 민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제387조) 스

위스 채무법은 규정상으로는 양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

지만(제120조 제1항) 통설은 반대채권에 관하여만 이행기 도래가 요구되고 

주채무의 경우에는 이행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276)

상계는 수동채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행 또는 이행제공에 준하는 것이지만 

자동채권(반대채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원래 채권의 

강제는 법원의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계에 있어

서만 상계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행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법

률이 상계자에게 부여한 하나의 특혜라고 볼 수 있다. 결재의 편의를 위해서 

상계의 경우에 집행권원 없이도 사적인 채권 만족의 강제를 허용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계의 반대채권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 즉 재판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어야 하고 이행기가 

도래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민법의 경우에도 상계

를 의사표시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자동채권에 관하여는 청구가

능성을, 수동채권에 관하여는 이행가능성을 상계의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277)278) 

해제조건부 채권의 경우 청구가능성이 있는가.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에서 

으로서 상계적상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274) 日大判 1933(昭 8).9.8. 大民集 12, 2124(수동채권인 예금채권에 관해 압류 및 전부명

령이 송달되어 은행 측이 고객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를 한 판례).
275) 大判ﾠ1989.6.27.,ﾠ88다카10579, 공보 1989, 1147.
276) ZK-Aepli, Art. 120 OR N 81; BSK OR I-Wolfgang Peter, Art. 120 N 4.
277) 국내에서도 자연채무와 같이 강제할 수 없는 채무는 이 규정에서 말하는 채무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본다. 민법주해[XI]/윤용섭, 369;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430.
278) 일본 구민법에서도 청구가능한 채무일 것을 요건으로 하였는데 현행 일본 민법에서는 

이를 유지하면서 그 자구만 수정하여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79). 이는 우리 민법의 해석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비록 우리 민법의 문구가 변제기 도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입법취지는 

요구할 수 있는 채무 즉 청구가능한 채무일 것을 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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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견해는 청구가능성 요건은 충족시키지만 다툼이 있는 채권이라 하여 

상계의 반대채권으로 할 수 없다고 보지만,279) 다수 견해는 해제조건부 채

권의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가능성 요

건을 충족하고 상계의 반대채권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280) 다만 이탈리아 

법원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어서 필요한 안정성

을 결여하였다고 보아 청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281)282) 독일에서

는 해제조건부 채권도 조건이 미성취 시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고283) 

채무의 특정을 위하여 채무자의 협력이 있어야 확정되는 채권은 그러한 확

정을 위한 채무자의 행위가 있어야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다.284)

4. 확실성 요건(?)

확실성(Liquidität)은 반대채권이 쉽게 증명될 수 있을 것을 의미한다.285) 

상계로 주장하는 반대채권이 주채무와 관련이 없고 그 존재 여부가 불확실

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거

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 요건은 로마

법에서부터 등장한다. 엄정소송에서는 확실성 있는 반대채권이 있으면 청구

금액을 감액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성의소송에서는 심판인은 절차 지연을 초

래하는 반대채권을 심리하지 않을 수 있었고, 유스티니아누스법에서는 확실

279) Kannengießer, 17 주 130.
280) Kannengießer, 17.
281) Cass.civ.sez.III(10.3.1970,n.620)Rep.1971,4006. 그러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있어서 

판결 내용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해제조건부 채권의 해제조건이 충족될 가능성 

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행담보금을 지급하여야 가집행판결을 집행할 수 있고 

상계를 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 판결과 달리 볼 이

유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채권의 확실성 및 채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

이 해제조건부 판결 보다 덜하지 않다는 것이다(Kannengießer, 18). 
282) 이 판결을 청구가능성 요건이 아니라 확실성 요건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Kannengießer, 18 주 138 참조.
283) Gernhuber, 248.
284) Gernhuber, 248.
285) 확실성 외에 생각할 수 있는 번역으로 확정성, 명확성이 있다. 확정성은 채권의 목적

의 요건에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의 염려가 있다. 확실성과 명확성은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래 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으므로(최병조, “로

마법상의 상계,” 243)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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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상계의 요건으로 명시하였다.286) 그 후 중세를 거쳐 현대 각국의 민법

전에 반영되었다. 우리 민법은 상계의 요건으로 확실성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개별사안에서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요건을 활용할 필요가 있

다.

(1) 비교법적 검토

1) 프랑스

프랑스 민법 제1291조 제1항은 양 채무가 모두 확실할 것을 요구한다. 확

실성은 반드시 채무의 성립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

니고 소송절차에서 어려움 없이 증명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287)288) 이는 

피고가 다툼이 있는 반대채권으로 주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289) 반대채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것이 상계를 탄핵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장된 것이라면 충분하지 않다. 

다툼은 진지한 것이어야 하고 이는 필요한 경우 긴급심리 판사(le juge des 

référés)가 확인할 수 있다.29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사고가 일어난 때에 발생하지만 그 손해

배상액의 확정은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재판에서 정해진 때에 이루어지기 때

문에 확실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291) 이러한 채권

이 아닌 경우에는 확실성 요건은 채무가 심각하게 다투어지지 않을 것을 요

구한다.292) 단순히 반대채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이 명확하나 어떠한 경우 심각하게 다투어지는 것인지에 관한 기준은 

분명하지 않다.293) 정지조건부 채권은 그 존재가 불확실하여 확실성 요건을 

286) 상세한 내용은 제2장 제2절 1. 참조.
287) Baudry-Lacantinerie et Barde, n° 1830. 
288) 프랑스 민사집행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Code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art. L 111-6 “La créance est liquide lorsqu'elle est évaluée en argent 

ou lorsque le titre contient tous les éléments permettant son évaluation.”(채무가 확

실하게 된 경우는 그것이 금전으로 정하여 졌거나 그 권한이 금액을 정하기 위한 모든 요

소를 포함하고 있는 때이다.) 
289) Baudry-Lacantinerie et Barde, n° 1830. 
290) Civ 1re, 22 November 1989, Bull. civ. I, n° 356;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396.
291) Carbonnier, n° 337.
292) Baudry-Lacantinerie et Barde, n° 1833.
293) Carbonnier, n°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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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다.294) 

확실성 요건은 프랑스 민법 제129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실체법 요건이 되

었지만,295) 민법 제정 이전의 프랑스 법에서는 확실성 요건이 절차적 장치

로 이용되었다.296) 민법 제정 이전의 프랑스 관습법은 로마 유스티니아누스 

법의 영향으로 상계의 요건으로 확실성 요건을 제시하고 있었다.297) 민법전

의 제정 이전에 성문법(droit écrit)과 관습법(droit coutumier) 모두 확실성 

요건을 절차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확실성 요건은 과도하게 길고 복잡한 

소송절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연상계이론에 의하면 상계는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상계권을 행

사하는데 재판상 행위가 관여할 필요가 없었다. 그 결과 확실성 요건을 포함

한 상계의 모든 요건은 실체법적인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확실성 요건을 실

체법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채권의 확정시 기준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하

는 문제가 생긴다. 확실성 요건의 취지가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면 그 판단 시점도 재판 시가 되어야 하고 재판 시에 확실성 요건이 충족되

면 충분한 것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 민법 제1291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상계적상이 발생하므로 프랑스 민법 규정에 의하면 재판

시 이전, 즉 양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때 확실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상

계적상이 되고 상계의 요건이 충족된다.298) 재판례는 이행기 도래 시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에서 상계가 주장되는 시점에 확실성 요건이 충족될 것을 

요구한다.299)

294) Baudry-Lacantinerie et Barde, n° 1832.
295) 확실성 요건이 절차적 요건에서 실체적 요건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프랑스 법의 과학

화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로마법, 관습법, 교회법 등을 연구하는 과정에

서 법에 논리적 구조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실체적 요건은 어떤 것을 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권한에 관한 것이고 절차적 요건, 즉 소송은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Thireau, “La doctrine civiliste avant le code civil” in Poirmeur, La doctrine 

juridique, 1993, 26(Fountoulakis, 50에서 재인용).
296) 프랑스 민법의 확실성 요건은 프랑스 관습법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문헌으로 

Kegel, 162 참조.
297) Baudry-Lacantinerie et Barde, n° 1830.
298) Fountoulakis, 50.
299) Req. 7. 2. 1883, D. 83. 1. 473, S. 85, 1, 300; Req. 4. 3. 1867, D. 67. 1. 425, 

S. 67. 1. 254(Kegel, 16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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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탈리아

민법 제1243조 제1항에서 명문으로 확실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의

미에 관하여는 다툼 없는 채무를 반대채권으로 하는 경우에 확실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채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확실성 요건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1975년 파기원 판결이 “다툼이 있는 

채권이라도 재판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는 요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확실

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후300) 이 판결은 1982년에도 되풀

이 되었다.301) 다툼의 존재가 법원에게 일견 핑계 또는 구실로만 보이는 경

우에는 이를 가지고 확실성 요건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302)

3) 독일

독일 민법에서 채권이 확실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판덱텐 

학자들은 로마법에서 채권의 확실성은 절차법 요건으로 분류되었다고 판단

하고, 민법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채권의 확실성을 상계의 실체적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303) 민사소송법에서는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할 단계

에 이른 경우에는 상계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도 상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

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2조 제1항).304)305)306) 이 

300) Cass.civ.sez.III(21.4.1975,n.1532) Rep.1976,4734(Kannengießer, 15 주 117에서 재

인용).
301) Cass.civ.sez.III(15.7.1982,n.4161)Foro It.1983,I,96(Kannengießer, 15 주 119에서 재

인용).
302) Kannengießer, 15.
303) Fountoulakis, 75. 
304) 독일 민사소송법 제302조(§302 ZPO)

①피고가 반대채권의 상계를 주장하였다면 청구채권이 판결을 할 단계에 이른 경우에 한하

여 상계에 관한 판결을 유보하고 판결을 할 수 있다.

②판결이 유보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321조에 의한 판결의 보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③상계를 유보한 판결은 상소나 강제집행에 관하여 종국판결로 간주된다.

④상계에 관한 판결이 유보되었다면 그 상계는 소송계속인 상태로 남아있다. 다른 절차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게 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비용지급을 결정한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판결의 집행에 의해 발생하거나 집행을 막기 위하여 이

행을 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계속 중인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

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가 주장된다면 그 지급 또는 이행의 시점까지 소송이 계

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305) 2000. 3. 30. 개정(2000. 5. 1. 시행) 이전의 규정에서는 반대채권이 주채무와 법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보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고 법적 관련성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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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요건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은 판결을 하는 시점에 상계항변이 이유 

있음이 명확하거나 반대로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였거나 반대채권이 효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계항변을 각하 또는 기각할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유

보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307)308) 상계항변에 관한 이러한 판

단을 하는 범위에서는 법원이 반대채권 등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데 그 

심리의 정도에 관하여는 상계의 허용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견해309), 

상계의 허용성이란 개념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계항변에 관하여 재판하

기에 성숙하였음을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유보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

해310), 법률문제와 같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유보판

매우 넓게 해석하여 내적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양 채권이 같은 계약에서 발생하는 등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경

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유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었다(Zöller/Vollkommer, §302 ZPO 

Rn. 3). 다만 유보판결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사의 기준으로서는 법적 관련성이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Zöller/Vollkommer, §302 ZPO Rn. 6).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은 여전히 

법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유보판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391조 제

3항).
306) 유보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는 상계를 판단할 수 없다. 반대채권이 견련관계가 있거

나 1심에서 제기한 것과 다른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Zöller/Vollkommer, §302 ZPO Rn. 8). 한편 유보의 대상이 된 상

계의 반대채권은 1심에 계속된다. 즉 유보된 상계로 인해 소송은 1심에 계속 머물러 있고 

법원은 별도의 민사소송등록을 요하지 않고 직권으로 후속절차(Nachverfahren)를 진행한

다(Zöller/Vollkommer, §302 ZPO Rn. 10-11). 후속절차에서 청구채권을 반박하는 새로

운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Zöller/Vollkommer, §302 ZPO Rn. 11). 후속절차는 종국판결

로 종결되는데, 상계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유보판결에서 유보 부분을 제

거하는 판결을 하고 상계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유보판결을 취소하고 청구기각 판

결을 한다(Zöller/Vollkommer, §302 ZPO Rn. 12). 후자의 경우에 후속절차의 판결[이를 

일부 판결이 있은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결이라는 의미에서 잔부판결(Schlußurteil)이

라고 한다. Zöller/Vollkommer, §302 ZPO Rn. 12; §301 ZPO Rn. 1]의 효력에 의해 유

보판결의 가집행 효력은 상실된다. 
307) Luchterhand Reihe Alternativkommentare, Kommentar zur 

Zivilprozeßordnung(1987), §302 Rn. 11.
308) 상계를 유보한 이러한 일부판결 또는 유보판결은 강제집행에 있어 종국판결과 같은 효

력을 가지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302조 제3항) 상계에 관한 계속된 소송절차가 끝나기 

전에 주채무에 관한 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반대채권의 성립 및 상계의 요건이 충족

된다고 판단하여 상계를 긍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시도에 대하여 집

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이미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Dullinger, 202). 민사소송법 제302조 제4항 4문에서는 반대채권 및 상계에 관한 소송절

차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309) BGHZ 35, 248=BGH NJW 1961, 1721.
310) Bötticher JZ 1962,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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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할 수 없으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유보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311)가 있다. 판례는 상당한 범위(in gewissem Umfang)

에서 심리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 있다.312) 또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러한 심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

한다.313) 반대채권에 관하여 규명할 사실 문제가 남아 있다면 반대채권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나, 법원은 확실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314)

4) 오스트리아

반대채권이 쉽게 입증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확실성 요건이 상계의 요건에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 대립이 있다.315)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3항에

서 “피고가 항변으로 청구채권과 법적 관련이 없는 반대채권을 주장한 경우

에는 청구채권에 관한 심리가 판결을 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부분판결로 청구채권을 인정할 수 있다. 반대채권에 관한 심리는 정

지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316) 반대채권이 확실성의 요건을 

311) MünchKomm/Musielak, §302 ZPO Rn. 4.
312) BGHZ 25, 360, 366. 원고는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특허 등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를 주장하였다. 원심은 유보판결을 하였는데 연

방대법원은 양 채권이 양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한 약관이 적용되는 시기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양 채권은 견련관계에 있고 유보판결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13) Luchterhand Alternativkommentare, §302 ZPO Rn. 11.
314) Saenger/Saenger, §302 ZPO Rn. 7; 최근에 독일연방대법원은 유보판결결정을 위한 

지침을 설시하였다(BGH NJW 2006, 698). 원고의 도급보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목적물

하자제거비용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1심과 항소심은 상계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수급인의 보수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이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 제한 없이 유보판

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대채권의 종류, 법률의 취지, 부당한 법적분쟁에 의한 지

연으로부터 수급인 보호 등을 통해 재량의 한계가 주어지고 법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도급인이 계약에 의해 창출된 급부와 반대 급부간 등가관계의 형성에 기여하

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유보판결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며 목적물의 하자

제거비용, 완성을 위한 증액비용 등의 채권은 이러한 반대채권에 포함된다고 설시하였다. 

다만 당사자 진술 또는 가령 확실한 사적감정이나 자명한 입증절차의 결과를 평가하여 반

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거나 도급보수채권에 비하여 반대채권의 가치가 작

고 추가적인 규명이 매우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되어 보수채권의 집행지연이 수급인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이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보판결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315) Dullinger, 91.
316) 이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는 ①재판절차에서 처음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재판 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②반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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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한 경우에도 상계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송절

차에서 적용되는 것인데 과연 실체법적 영역에서 확실성의 요건이 필요 없

는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다수설은 확실성 요건은 상계의 요건이 아

니라고 하고,317) 오스트리아 재판례도 확실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318)

5) 스위스

반대채권의 확실성에 관하여는 스위스 채무법 제120조 제2항에서 명문으

로 반대채권에 관한 다툼이 있어도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확실성 요건

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특기할 만하다. 상계는 절차법이 아니

라 실체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반대채권에 관해 다툼이 있어도 단지 이를 가

지고는 상계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하거나,319) 스위스 일부 

주(Kanton)에서 승인된 반대채권으로만 상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 규정을 두었다고 설명한다.320)

6) 영국

법률상 상계의 요건으로 채무의 확실성을 요구한다. 이는 확정된 액수로 

이행을 하여야 하는 채무이거나 제소 시 어려움 없이 확정될 수 있는 금전

채무를 의미한다.321) 양 채무 모두에게 확실성 요건을 요구한다.322)

이 주채무와 견련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③확실성 요건은 요구되지 않으며 

관할 법원에서 재량으로 반대채권을 분리하여 판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Fountoulakis, 

94-95. 
317) Dullinger, 91; Schwimann/Heidinger, §1439 Rn. 7(확실성 요건을 요구한다면 상계의 

적용범위가 현저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확실성 요

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확실성을 제외

한 나머지 요건이 갖추어진 때라고 보고, 반대채권이 확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

은 아니라고 한다.
318) SZ 50/35.
319) BSK OR I-Wolfgang Peter, Art. 120 N 21
320) BK-Silur, Art. 120 N 34.
321) Bennett v White[1910] 2 Q.B. 643, at 648 per Kennedy L.J. “‘채무의 상호성

(mutual debts)’은 실제적으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확정된 액수로 이행을 하여

야 하는 채무이거나 제소 시에 확실하게 확정될 수 있는 금전채무를 의미한다.”; Stooke 

v Taylor (1879-80) L.R. 5 Q.B.D. 569, at 575 per Cockburn C.J. “법률상 상계에 있

어 이 항변은 오직 양 당사자의 채권이 확실한 채무에 관한 것이거나 금전채무 중 즉시 

어려움 없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인 때에만 가능하다.”  
322) Wood, n.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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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의 예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다만, 손해배상

액에 관하여 합의하고 손해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확실성 요건을 충족하

였다고 볼 수 있다.323) 확실성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법

으로 정해지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사안의 특성에 따

라 달라진다. 대여금, 매매대금, 보험료, 차임, 예금 등의 단순한 채권는 확

실성 요건을 충족한다.324)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불확실

한 채권이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확실한 채권이 될 수 있

다.325)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성격에 좌우된다. 즉 주채무가 확실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확실한 것이 된다.326) 반대채권의 금액이 소송이나 중재에 의해

서만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확실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지

만 피고가 반대채권의 정확한 가치를 말할 수 없다는 것으로는 확실성 요건

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327)

7) 일본

구민법의 확실성 요건이 현행 민법으로 넘어오면서 삭제되었다.328) 

“명확(확실)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법원에서 능히 이를 확정할 수 있는데 

단지 기성법전과 같이 당사자의 부지에도 법률상 상계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는 주의를 택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명확(확실)한 것이 필요한 이유

가 없지 않지만 본안 제505조의 규정과 같이 상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의 명확(확

실)한 것을 요하지 않고 명확(확실)하지 않은 채무의 상계를 허용하여도 실

제상 반드시 그 폐해가 있다 할 수 없어 본안은 이 점에 있어 기성법전을 

수정함에 따라 마찬가지로 제523조의 규정도 삭제한다.”329)

즉 당연상계주의를 취하는 구민법에서는 양 채무가 확실할 것을 요구할 필

323) Wood, n. 2-82.
324) Wood, n. 2-76, 77.
325) Wood, n. 2-80, 82.
326) Wood, n. 2-112.
327) Derham, n. 2.16.
328) 구민법 제520조에서 확실성을 상계의 요건으로 하면서 제523조에서는 “채무의 성립, 

그 목적물의 성질 및 분량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채무는 선의로 다투는 경우에도 명확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329) 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7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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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었지만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를 규정한 개정민법에서는 그 필요성이 

작고 확실한 채권에 관하여만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8)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확실성에 관하여 “채무자는 그 존재와 액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가지고 상

계할 수 없다. 다만, 상계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양 당사자의 채권이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

였다면 채권자의 이익은 침해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330) 원칙적으로 

확실성이 결여된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없지만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바 없다면 상계할 수 있고 양 채무가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다면 채권

자의 이익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규정은 상계의 확실성 요

건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독일 등 일부 입법례에서는 확실

성이 결여된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대하여 법원이 상계판단을 유보하고 

잠정적인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뒤에 상계가 유효

한 것으로 확정되면 채권자는 자신이 수령한 이행 부분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공통참조기준초안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

면서 원칙적으로 확실성이 결여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채

택하였다.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수동채권에 관하

여 판단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채권에 관하여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확실성 요건이 결여되더라도 상계를 인정함에 문제가 없게 된

다.331) 상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동채권인 주채무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결을 하고 그 후에 반대채권이 확실하게 된 경우에도 상계는 할 

수 없게 된다.332)

(2) 우리 법에의 시사점

확실성 요건을 상계의 요건으로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

을 것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확실성 없는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계를 허용하면 주채무의 정당한 이

330) DCFR, 1120–1121(III.-6:103).
331) DCFR, 1121.
332) DCFR,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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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부당하게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49조). 상계항변의 경우 그 제기가 늦게 이루어졌거나 악의적으로 소송지

연을 목적으로 상계항변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 상계항변을 각하할 필요가 있다. 종래 이 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즉 변론 경과에 

비추어 그 제출시기 전에 이를 제출하는 것이 기대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

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333) 그러나 상계항변의 경우 

이른 시기에 제출된 경우에도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각하할 필요가 있다. 확실하지 않고 수동채권과 관련이 

없는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이는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

유를 가지고 수동채권의 만족을 지연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상계권 남용으

로 기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길을 터놓게 되면 불확실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하는 상계항변에 관하여는 판단을 보류할 수 있는 여지

가 생기게 되어 무분별한 상계 주장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파기 환송 후 항소심에서 제기한 상계항변을 실기한 방어방법이

라고 하여 각하한 바 있다.334) 환송 전 원심 소송절차에서 상계항변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

기환송된 후에야 비로소 상계항변을 한 것은 상계항변과 관련하여 자동채권 

등에 관하여 새롭게 조사할 경우 현저하게 소송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이

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다른 국가의 입법례335)로 상계항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청구채권

에 관하여 일부 종국판결을 하고 상계항변으로 제기된 반대채권에 관하여 

계속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제기하여 소송 지연을 도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책이다. 입법론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33) 주석민사소송법(2)/안정호, 461.
334) 大判 2005. 10. 7., 2003다44387,44394, 법고을.
335) 예컨대 독일 민사소송법 제302조 제1항,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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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계의 의사표시

(1) 규정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493조 제1항 전문). 상계는 단독

행위로서 상계를 하는지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하여 반드시 상계을 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336) 대법

원은 상계권 행사는 채권자의 권리이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37) 

(2) 연혁 및 비교법적 검토

상계의 의사표시를 상계의 방식 또는 상계의 방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

다.338) 이는 상계의 역사와 비교법적 내용에 기인한다. 

로마법에서는 상계를 재판절차에서 주장하는 것만이 허용되었고 현재에도 

프랑스의 법정 상계,339) 영국의 법률상 상계에서 있어서는 상계의 주장을 

재판상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독일 민법, 스위스 채무법, 공통참조기

준초안(DCFR)340)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의사표시로 상계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민법은 재판 외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논의341)가 

있기 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입법자의 취지는 당연상계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342) 그 당시 보통법 이론에 의하면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재판 

336) 大判 1987. 5. 12., 86다카1340, 공보 1987, 960. 동 판결은 또한 “채권자가 주채무

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

증채무자가 신용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

책되는 것도 아니다”는 점을 설시하고 있다. 채권자에게 상계권이 있는 경우 보증인이 보

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도 있다(독일 민법 제770조 제2항). 
337) 大判 2002. 2. 26., 2001다74353, 공보 2002, 808. 
338) 곽윤직, 채권총론, 290; 김대정, 채권총론, 438; 김형배, 채권총론, 773; 김상용, 채권

총론, 502; 김주수, 채권총론, 443; 송덕수, 채권법총론, 467.
339) Req. (11.5.1880), D. P. 80, 1, 470; Req. (21.3.1934), D. P. 1934, 1, 129; Civ. 

(24.6.1976), Bull. civ. V, n° 396(Kannengießer, 54 주 414에서 재인용). 채무자가 상계

를 주장하지 않고 해당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상계를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프랑스 민법 제1299조 참조).
340) DCFR, 1127.
341) Richter, Studien zur Geschichte der Gestaltungsrechte des deutschen bürgerlichen 

Rechts, 1939, 19 ff.
342) Ofner, 244 §567(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시점부터 스스로 법에 의하여 변제를 야기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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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다.343) 그러나 오늘날 다수설은 상계

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는 재판 외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당

연상계주의는 ①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맞지 않고 ②상계가 된 이후에 변제를 하면 이를 부당이득반

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아야 하므로 법률관계가 오히려 복잡해지고 ③민법의 

상계 규정의 법문이나 기타 자료에서도 이를 당연상계주의로 보아야 하는 

근거는 없다고 한다.344) 판례도 동종의 채권 대립은 단지 상계관계만 발생

시키고 상계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채무 소멸이 이루어진다고 보고,345) 최

근의 관련 입법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입장이다.346) 

이탈리아 민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제

1242조 제1항 제2문). 법정 상계와 재판상 상계는 소송절차에서 상계의 주

장을 하여야 한다.347) 그러나 다수설은 상계의 방식으로 소송 외 상계의 의

사표시를 인정할 실익이 있기 때문에348)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에 의

심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 외 상계의 의사표시를 허용한다.349) 

일본 민법은 우리와 같은 규정이다. 구민법은 당연상계주의를 택하고 있었

343)  Windscheid/Kipp, 470-471. 그리하여 채무자의 상계에 의한 만족을 받아들이지 않

는 채권자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344) Dullinger, 97 ff.
345) SZ 43/60.
346) 근로자책임법(DHG, Dienstnehmerhaftpflichtgesetz) 제7조

   ①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중에 이 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가 허용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받은 지 14일 내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않은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확정판결에 기한 상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관책임법(OrgHG, Organhaftpflichtgesetz) 제6조

   ① 이 법에 따른 법인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법인의 기관의 자격에서 배상의무자

에게 귀속되는 법인에 대한 금전급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서면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로부터 2주 내에 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 한

하여 허용된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이의권의 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확정판결에 기한 상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47) Kannengießer, 46. 약정 상계는 이미 당사자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추가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
348) 소송절차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허용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상계를 적

용할 수 없다는 민법 제1242조 제1항 2문의 제한을 상계의 주장을 소송에서 처음 제기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송절차 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

에서 직권으로 상계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상계의 의사표시 이후에 상계의 요건

이 결여되는 경우에도 상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Kannengießer, 28, 29).
349) Kannengießer, 29.



- 75 -

는데 당연상계주의와 같은 관행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고 당연상계주의의 경우에는 소제기가 없으면 상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채택하기에 주저된다는 이유로 이를 택하지 않았다.350)

(3) 수동채권이 있음을 조건으로 하는 상계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제493조 제1항 후

단). 상계에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상계는 

소급효를 가지기 때문에 기한을 붙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한다.351) 청

구채권이 이유 있음을 조건으로 하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허용되는가 문제된

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소송절차에서 이러한 예비적 상계가 허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소송절차 외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352) 

오스트리아 민법은 조건부, 기한부 상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다. 예비적 

상계를 금지하는 이유는 상계자의 편의에 따른 조건부 또는 기한부 의사표

시에 채권자가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있고 채권자는 조건부 또는 기한

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상계의 경우에도 조건부 또는 기한부 

의사표시에 구속될 필요가 없지만,353) 변제의 경우에도 채무가 유효하고 취

소될 수 없는 것이라는 조건을 유보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계의 경우

에도 주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조건을 붙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스위스에서도 예비적 상계는 상계에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계의 

법률상 요건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354) 국내에서도 

“채무가 있으면 상계한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조건이 아니므로 허용

된다고 설명한다.355) 생각건대 채무의 존재는 상계의 요건 중 하나므로 이

러한 상계의 요건이 존재함을 전제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상대방

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바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350) 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79-480. 
351) 곽윤직, 채권총론, 290; 김형배, 채권총론, 775; 김대정, 채권총론, 439; 김상용, 채권

총론, 503; 송덕수, 채권법총론, 467.
352) Dullinger, 99.
353) Motive II, 108 = Mugdan, 59.
354) von Tuhr/Escher, 206.
355) 김형배, 채권총론, 775; 민법주해[XI]/윤용섭, 394;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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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계적상의 현존

상계적상의 기준 시점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이다. 상계의 의사표시

를 할 때 상계적상이 존재하여야 한다. 상계적상이 발생하였다가 그 후에 어

떠한 사유로 상계적상이 소멸한 경우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상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4절 상호대립성이 없는 경우의 상계

1. 서

상계의 당사자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상계를 할 수 있다(제

492조 제1항 본문). 이것이 상계의 상호대립성 요건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

라서는 상호대립성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도 상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356) 

①자동채권이 상계자에게 속하지 않거나(제3자의 자동채권), ②자동채권의 

채무자가 피상계자가 아니거나(제3자에 대한 자동채권), ③타인의 채무에 대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제3자 상계)가 있다. 제3자가 상계의 당사자와 특별

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어 법률 규정으로 이

를 인정한다(①, ②의 경우).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것은 제3자 

변제의 법리를 상계에 대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2. 유형별 고찰

(1) 자동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1) 연대채무(제418조 제2항)

민법은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

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356) Gernhuber는 상호 채권채무관계가 없는데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계를 하여 양채무를 

소멸하는 것을 제3자 상계(Drittaufrechnung)라고 표현하고 있다(Gernhuber, 315). 그리

하여 자신의 채무를 타인의 채권으로 소멸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으로 타인의 채무를 소

멸하는 경우, 자신의 타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를 모두 제3자 상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넓은 의미의 제3자 상계를 상호대립성이 없는 경우의 

상계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제3자 상계라고 한다면 자신의 채권으로 타인의 

채무를 소멸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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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동채권이 상계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계를 허용한다.

독일 민법(제422조 제2항)과 프랑스 민법(제1294조 제3항)은 다른 연대채

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영국에서도 다른 공동채무자의 채

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57) 그러나 이탈리아 민법은 연대채

무자는 다른 채무자에게 속하는 채권으로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302조 제1항). 이와 같이 규정하는 이유는 구상관계

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 또는 다른 채무자가 도산한 경우에 위

험부담을 분담하기 위해서이다.358)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채

권자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이를 변제한 채무자가 다른 연대채

무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때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하고 변제한 채무자는 다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

구를 하여야 하는데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다른 채무자의 채

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복잡한 구상관계를 차단할 수 있

다. 또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변제한 경우에 다른 채무자가 도산한 경우에

는 그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상계를 통해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도산에 따른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

2) 보증채무(제434조)

가. 규정

①독일 민법은 채권자가 이행기가 도래한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도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

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770조 제2항).359) 즉 채권자가 상계를 할 수 있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②한편 스위스 채무법은 주채무자가 상계

357) Levy v. Sale[1877] 37 L.T. 709; White v. Tyndall[1888] 4 A.C. 504 (각각 

Kannengießer, 64에서 재인용). 이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공동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이 채

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공동채무자가 공

동으로 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채권자의 청구채권의 채무자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가능하다고 한다.
358) Kannengießer, 78.
359) 독일 민법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사유를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규

정한다(제768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상계권의 행사 여부는 주채무자가 판단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자가 아직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보증인이 상계항변을 할 수는 없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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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있으면 보증인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21조).360) 

③반면 프랑스민법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1294조) 일본(제457조 제2항)361) 및 우리 민

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민법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상계가 아니라고 볼 여

지가 있다.362) 상계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모두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당사

자가 되는 것이고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소멸에 따른 부종성에 의

하여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규정의 문언도 연대채무의 경우 “상

계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반면 본 조항에서는 “대항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이론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나 이를 구별할 실

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나. 채권자의 통지의무

위 민법 규정과 같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과연 채권자에게 상계의 자동채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통지 의무가 없

다면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주채무자가 상계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위 규정의 상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상계의 자동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363) 

360) “제121조 (보증에 관하여)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상계권을 가지고 있는 한 채권자의 채권만족을 거절할 수 있다.”
361) 이에 대하여 연대채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을 

처분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변제를 거절하는 항변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견해가 있다(我妻, 債権総論, 482; 奥田, 債権総論, 398).
362) 이를 지적하는 일본의 설명으로 中田, 債権総論, 373.
363) 大判 2002. 2. 26., 2001다74353, 공보 2002, 808. 주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할 수 있

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고 현실 변제를 받고 자신의 주채무는 

변제하지 않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을 일부 대위취득하고 

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담보권실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인에게 변제를 하여 손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보증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비록 피고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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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부정한다면 채권자는 주채무자 및 보증인

에게 별도로 채권관계가 있는 것인데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일방에게 유리

한 결과가 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채권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로서 보증인의 이익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채권자는 신의칙 등 일반조항이 적용되는 사

례를 제외하고는 보증인에 대한 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

다.364) 이 문헌에서 설명하는 사안은 이행기 도래 당시 주채무자에게 충분

한 자력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하여 그 후에 주채무자가 무자

력이 되고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채권자에게 보증인에 대한 배려의무가 일반

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채권자의 이러한 통지 의무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이로부터 바로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이고 신의칙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는 보증관계에서 

보증채권을 가지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해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입법론으로는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채권자가 당사자이

므로 채권자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보증인은 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 보증인

의 주채무자 상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통

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가치는 있다고 하겠다.

①보증인이 주채무자 상계를 하기 위하여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에게 상계

의 반대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할 경우 채권자 또는 주채무

자는 이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가. 또는 ②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

한 반대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행사하고 반대채권이 없

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보증채무 이행을 위해 공탁을 하는 것이 가

능한가. ①의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답한다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반대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은 그 효용이 많이 감소하게 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

다 하더라도 그 점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64) 양창수,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배려의무에 관한 서설,” 385 이하.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보증인에 대한 일정한 의무

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국가도 있다고 한다(같은 문헌 39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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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이

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먼저 보증인에게 이

러한 통보를 해 줄 의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증인 측에서 먼저 

확인 요청을 하였을 때 이에 응할 의무는 신의칙에서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은 주채무자의 협

조 하에서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반쪽짜리 권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②에 대해서는 반대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유효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계의 효력은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물상보증인의 상계권 인정 여부

물상보증인이 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고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결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인정하여야 하지만, 

직접적인 명문의 법률상 근거가 없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

서 물상보증인에게는 이행거절권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

다.365) 이 견해는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경우에도 불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행거절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366) 이

러한 주장은 입법론으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법

의 해석으로는 이를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물적 담보는 인적 담보보

다 강력한 것이서 주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신속

하게 채권만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취지이고 타당한 

법해석이라고 보여지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보증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물상보증인에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여겨진다.

(2) 제3자에 대한 자동채권

1) 연대채무(제426조 제1항)·보증채무(제445조 제1항)

연대채무·보증채무의 경우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변제 등 채무소멸행

위를 하였다면 다른 연대채무자·주채무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는데 통지 없

이 그러한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는 연대채무자·주채무자는 채권자에 

365) 이상태, “물상보증인의 상계원용권,” 40. 
366) 이상태, “물상보증인의 상계원용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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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동채권으로 구상채무에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다.367)

2) 채권양도(제451조 제2항)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통지 

시까지 양도인에게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대항

사유에 상계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368) 따라서 채무자는 양도

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 대한 채무에 상계를 할 수 있게 되어 피상계

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한 예가 된다.

(3) 수동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채권자 대위권·채권자 취소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 대

한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수동채권이 피

상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이다. 일본에서는 부정설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인정한다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로부터 청구를 받는 경우에 비하

여 제3채무자가 유리하게 되고 수동채권의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대물

변제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게

도 손해를 준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한다.369) 이러한 논의는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가이다.

이러한 두 경우에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에게는 뜻밖의 이익을 가져다

주고 채무자의 채권자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는 타당하

지 않다고 생각한다.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취지가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경우 제3채무자 또는 수익자 등의 채

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권을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원래 상호대립성이 없는 관계에 있었다가 채권자 

대위권·취소권 행사로 상호대립성이 인정되고 상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논

367)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자신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

우에는 보증인이 구상을 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었다면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

증인에게 이전한다(제444조 제3항).
368) 주석민법[채권총칙(2)]/서민, 582.  
369) 中田, 債権総論, 373; 日最判 1979(昭 54).3.16. 民集 33-2,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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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에는 채무자

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하는 상계도 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

에370)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더더욱 인정되기 어렵다.

3. 제3자 상계(타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상계)

(1) 서

민법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고 있다(제469조). 채권자로서는 채권에 관

하여 만족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급부를 하는가는 문제되지 않

는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371) 제3자의 변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이

해관계 없는 제3자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경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금지하지 않는 한 채

권자나 채무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변제를 할 수 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변제할 수 없다.

상계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채권자의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계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만족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물상보증인이나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 담

보권자 등 채무 소멸에 중요한 이해를 갖는 자의 경우에는 제3자 상계를 허

용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상계의 경우 현실적인 

재화의 이전이 없다는 점, 반대채권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 채권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제3자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상계에 의한 채권만

족을 강요하고 제3자는 채권자의 채권을 대위하게 된다. 제3자 상계의 결과 

상계의 수동채권은 상계를 한 제3자에게 이전된다. 

(2)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독일 민법은 변제권이 있는 자는 모두 자신의 채권으로 제3자 상계를 할 

370) 사해행위에 따른 결과를 원상회복하는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

다(대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大判 2001. 6. 1., 99다63183, 공보 2001, 1498). 반면 채권

자대위권의 경우 제3채무자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상계권을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박탈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계는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371) 주석민법[채권총칙(3)]/유현,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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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다고 규정한다(제268조 제2항, 제1142조, 제1150조, 제1192조 제

1항, 제1200조, 제1224조, 제1249조, 제1273조). 이 경우 자동채권만이 소

멸하고 수동채권은 법정양도(cessio legis)로 변제권자에게 이전한다(제268

조 제3항, 제1143조 제1항, 제1225조). 이는 수동채권의 소멸보다는 법정양

도에 의한 수동채권의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372) 상계의 의사표시를 

통해 비로소 양 채권이 관련을 가지게 되므로 상계의 소급효는 발생할 여지

가 없고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에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373)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법 제1422조 및 제1423조는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제1358

조)374) 채권자에게 변제 시 또는 그 전에 권리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러한 경우에 변제는 채권의 매입(Einlösung)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매입이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를 수령하여

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권의 자력과 존재에 관하여 기망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375) 채무자의 동의가 없다면 채권자는 

통상(제462조)376) 제3자에 의한 변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이에 의하면 제3자 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예외

적으로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동의 없이도 제3자 변제를 할 수 있

다. 

상계의 경우에 제3자 상계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종래 다

수설은 이를 긍정하였다.377) 그러나 이 경우 상계의 상호대립성 요건이 결

372) Staudinger/Gursky, §387 Rn. 8.
373) Gernhuber, 318f.
374) 오스트리아 민법 제1358조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그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고 

채무자에게 변제한 채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족을 얻은 채권자는 이를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법적 구제수단과 담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75) 제3자 변제에 의해 채권자의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에 

관해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376) 오스트리아 민법 제462조

   등기된 담보권자(Pfandgläubiger)는 재화의 경매가 있기 전에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의 

매입을 할 수 있다.
377) Dullinger,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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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되어 있기 때문에 상계를 할 수 없다고 하거나,378) 제3자 상계는 채권자

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경우 등 당사자 간에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제3자의 

부담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의해 제3자 상계에 관하여 채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고 하거나,379) 채권자의 법적 지위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상계와 대립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반대채권

의 존재와 이행기도래에 관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특히 그러하다고 

지적하면서 반대채권에 관하여 승인이나 기판력이 있고 채무자가 상계를 동

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상계가 인정된다는380) 등의 견해가 대두된다.

일반적인 제3자 상계를 부정하는 입장에 의하더라도,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오스트리아 민법은 담

보권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매입권(Einlösungsrecht)을 허용하고 있다(제462

조). 독일 민법은 물상보증인이나 담보권자 등 강제집행에 의하여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제3자 변제와 제3자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제268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독일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의하여 목적물에 대한 권리나 점유를 상실할 위험이 있

는 경우 이를 만족시킬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오스트리아 민법 제462

조는 등기된 담보권자는 재화의 경매가 있기 전이면 권리 상실 여부에 관계

없이 매입권을 인정하고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고, 오스트리아 민법의 경우 

제3자 상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담보권자의 경우에 제3

자 상계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381) 이 견해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

더라도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 상계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반대채권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채권자에

게 분쟁에 휘말리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3) 스위스

378) Rummel/Rummel,  §1441 Rn. 4.
379) Dullinger, 30.
380) Schwimann/Heidinger, §1441 Rn. 2.
381) Dullinger,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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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채무법 제68조는 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개성(Persönlichkeit)이 중

요한 경우에만 채무자가 직접 이행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무자의 위임 없이도 제3자는 변제를 할 수 있고 채권자는 이를 

거절하면 수령지체에 빠진다고 해석하고 있다.382) 채무자가 반대의사를 표

시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제3자 변제를 수령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는 제3자 변제를 반대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

령지체에 빠지지 않는다.383) 그러나 제3자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384)

그러나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는 제3자 상계가 가능하다. 민법(ZGB) 제827

조385)에서 부동산인 저당물의 소유자는 저당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상계권행사도 가능하다고 보는 견

해가 다수설이다.386) 이 견해는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채권자에 대하

여 자신의 고유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다. 그 근거로 스위스 채무법 제110조387)를 제시한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소멸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과 같은 요건으로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채무소멸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계 

요건 중 채권대립 요건을 완화하여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수동채권)의 채무자

가 아닌 경우에도 상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반면에 물상보증인의 상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하

382) von Tuhr/Escher, 26.
383) von Tuhr/Escher, 26.
384) von Tuhr/Escher, 193.
385) 스위스 민법(Zivilgesetzbuch) 제827조

① 부동산의 소유자가 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

는 것과 동일한 요건으로 담보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②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채권은 그에게 이전한다.
386) von Tuhr/Escher, 193 f(부동산저당의 경우 민법 827조에서 저당물의 소유자는 채무

자와 같은 요건으로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계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고 설명하며, 이는 동산저당에도 상응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SK OR 

I-Wolfgang Peter, Art. 120 N 9.
387) 스위스 채무법 제110조

A. 제3자의 개입

다음의 경우에 제3자가 채권자를 만족시킨다면 채권자의 권리는 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

전한다.

1.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소유권 또는 제한물권을 가지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담보

를 소멸할 수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자가 채권자를 대신하여야 한다고 통지하는 경우



- 86 -

는 견해가 있다.388) 첫째, 민법 제827조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와 ‘같은 요

건’으로 피담보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상

계를 하기 위해서는 상계의 상호대립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변형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채권자(피상계자)에 대한 개입은 분명한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 규정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상보증인의 상계

를 인정하면 피상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기 위해

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피상계자가 물상보증

인에 대하여 다른 채권 및 채무를 가지고 있어 상계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그 채권이 상계적상시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으나 그 후에 소멸시

효가 완성한 채권이라면 피상계자는 스위스 채무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물상보증인이 피

담보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함으로써 피상계자의 이러한 상계 기

대를 좌절하게 만들고 결국 시효완성된 채무라도 시효완성 전에 상계를 할 

수 있었으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한 위 조항의 취

지를 좌절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389)

4) 일본

대심원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자는 저당권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으로

써 저당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90) 그 이유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의 변제를 하는데 정당한 이익을 가져 변제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그렇다고 저당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스스로 저당채무를 부담하게 

388) ZK-Aepli, Art. 120 OR, N 130 ff.
389) 물상보증인의 상계권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주채무자에게 상계권이 있는 경우 보증인

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스위스 채무법 제121조의 유추적용은 긍정한다. 

즉, 물상보증인이 담보된 채권의 채권자에 의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채무자에게 상계권이 

있다면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경매 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다

고 설명한다(ZK-Aepli, Art. 120 OR, N 133).
390) 日大判 1933(昭 8).12.5. 大民集 12, 2818.(소외인은 본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고 소외 은행과 당좌차월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소외인은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

도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 은행에게 정기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이 정기예

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며 피고 은행에 대하

여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하였다. 일본 대심원은 상계는 당사자가 서로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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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 후 대심원은 당사자의 화해를 알선한 

제3자가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91) 일반적으로 제3

자 상계를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392)

학설은 ①판례의 입장에 찬성하여 제3자 상계를 부정하는 견해,393) ②제3

자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대립하는 양 채권의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고려하

는 취지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보아 부정하지만 물상보증인, 저당목적물의 제

3취득자 등은 책임을 부담하는 자이므로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394) ③실질적으로 제3자 변제와 같이 볼 수 있고 자동채권이 어차피 

채권자에 대한 것이므로 채권자는 신의칙상 이러한 대물변제를 승낙하지 않

을 수 없다고 하여 물상보증인 등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제3

자 상계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견해가 있다.395)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396)은 “상계는 제3자가 하는 변제의 예에 의해 채

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안요지를 보면 제3자 변제와 동일한 요건 하에서 제3자

도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하면서 물상보증인이 상

계를 하는 경우를 예로 제시하고 있다.

391) 日大判 1942(昭 17).2.24. 法学 11-1181. 원고(피상고인)의 화해금 청구에 대하여 피

고(상고인)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약품대금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이다. 채무자가 

상계로 사용하는 반대채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일 것을 요하고 제3

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또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은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있지 않은 한 

상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392) 我妻, 債権総論, 323도 그와 같이 해석한다.
393) 於保, 債権総論, 375.
394) 我妻, 債権総論, 323(수동채권의 채권자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그에 대한 채권

자 사이의 공평을 해한다고 설명); 朝見, 債権総論, 355; 平井, 債権総論, 222; 前田, 債権
総論, 501; 加藤, 債権総論, 413(담보의 범위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물상보

증인 등의 상계를 허용하여도 피상계자의 일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다고 설명); 淡路, 債

権総論, 591(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면 원래 상계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자까지 

사실상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상계제도의 취지를 일탈하게 된다고 지적).
395) 奥田, 債権総論, 494(다만 채권자가 파산절차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계자가 다른 채권

자와 비교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平野, 債権総論, 130(다만, 채권자가 파산절차 중인 때에는 제3자 상계를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물상보증인 등 책임을 부담하는 자인 경우에는 담보의 범위에서는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中田, 債権総論, 372; 林/石田/高木, 債権総論, 306. 
396)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321, [3.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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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1) 학설의 논의

제3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할 수 있으나 채무자를 위하여 상계는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397) 최근에는 ①제3자 상계는 집행권원을 얻지 않고 

전부명령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법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②상대방의 만족과 동시에 자신의 만족을 달성하는 상계의 취지가 

이러한 경우에는 결여되어 있고 ③채권자가 무자력인 상태에 국한하여 제3

자 상계를 제한하는 것도 실제 분쟁에서 불명확성을 가중할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제3자 상계를 부정하는 이유를 밝히는 견해가 있

다.398)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성을 참작하여 상계

를 제한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물변제의 의미를 

가지는 제3자 상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399)

한편, 물상보증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같이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제

492조 제1항에서 쌍방이 서로 일정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상계를 허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계를 허용해야 할 주된 경우를 거시한 취지이고 

상계를 반드시 그러한 경우만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거

나,400)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자는 아니지만, 책임을 부담하는 자이

기 때문에 상계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401)

2)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최근 유치물의 제3취득자의 상계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

397) 곽윤직, 채권총론, 286; 김대정, 채권총론, 329·432; 송덕수, 채권법총론, 459; 김상용, 

채권총론, 417(제3자 변제 부분. 상계부분에서는 예외적으로 제3자 상계를 허용한다고 설

명하고 있다.).
398) 김형석, “제3자의 변제·구상·부당이득,” 345.
399) 김형배, 채권총칙, 665.
400) 주석채권총칙(하)/박준서, 651.
401) 김형배, 채권총칙, 763; 김주수, 채권총론, 438; 김상용, 채권총론, 494(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상계는 허용된다고 설명하면서도 이어서 제3자 상계는 채권자에게 특정채무

자의 행위를 확보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430; 민법주해[XI]/윤용섭,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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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2)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상계를 주장하는 아파트 소유자의 입장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

는 유익비상환채권를 소멸시켜 유치권을 소멸시킬 때 비로소 아파트를 사용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대법원은 이러

한 상계는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것으로 

“상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대방이 제3자로부

터 채무의 본지에 따른 현실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자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검토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상계

를 허용할 것인가. 제3자 변제, 제3취득자의 변제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으나(제469조 제1항, 제364조) 제3자 상계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물상보증인이라 하더라도 피담보채무 중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제3자 상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비교적 명백하다. 예컨대 100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5

억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한 50억원의 반대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담보물의 가치 범위 내에 있는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는 어떠한가. 입

법론으로는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상보증인은 담보물 

가치의 한도에는 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의 채

무불이행에 대하여 자신의 자력으로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물상보증

인은 담보물을 매각하여 이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므로 자신의 출혈로 채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물상보증인의 경우 재산

이라는 비교적 확정된 가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증인 보다 강

402) 大判 2011. 4. 28., 2010다101394, 공보 2011, 1038. 이 판결의 원심에는 이러한 상

계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0. 11. 5., 2009나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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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채무 이행의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보증인의 경우 도

산 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축소하여 이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담보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전액 이행을 보장하여야 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의 상계에 의하여 담보권이 있는, 변제가 확실시되는 수

동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줄 수 있다. 명

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이를 정하여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

를 설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그와 같이 할 만큼 제3자 상계가 절실한 것

인지 명확하지 않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의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

하여 담보를 설정하게 한 것인데 오히려 상계항변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물상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상계는 충

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행법의 해석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3자 상계를 제3자 변제와 같이 

폭넓게 허용할 수는 없다. 

첫째, 채권자는 제3자에게 상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3자만이 채권자

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둘째, 상계는 채

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고 변제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셋

째, 제3자 상계를 긍정하는 견해는 어차피 채권자가 제3자 상계 승낙할 신

의칙상 의무가 있고 이를 부정한다면 제3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고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채권자

의 승낙이 있으면 대물변제로 처리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채

권자가 승낙하지 않거나 채권자 측에 사정이 있어 채권자가 승낙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는 통상 채권자 측에 자력 악화 등 문제가 있

거나 아니면 상계의 반대채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하는 상황인데 제3자 

상계를 통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

리게 될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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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상계의 제한 

제1절 서

상계의 제한은 상계의 소극적 요건이다. 상계의 적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계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상계가 금지된다. 상계는 

금지사유가 많고 이에 관한 법리가 발달되어 있다. 

상계를 제한하는 이유는 ①현실지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②제3자의 

권리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압류 

또는 채권양도와 상계가 경합하는 경우는 ②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

지 상계 제한의 경우는 ①에 해당한다. 

상계의 제한을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독일 연방대법원은 

은행 약관에 의한 상계 금지 사유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

단하였다.403) 상계의 제한은 당사자가 일일이 알기 어렵고 강행규정의 성격

을 갖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상계제한이 있더라도 계약에 의한 상계가 가능한가. 이탈리아에서는 상호

대립성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상계계약은 할 수 있

고,404) 상계 제한 사유가 있어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강행규정에 반

하지 않는다면 상계 합의로 상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405) 

생각건대 상계 제한이 상계의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

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

403) BGH NJW 2002, 2779(원고의 대여금 상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차량인도지

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한 사안이다. 피고의 반대채권은 다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판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약관상 상계금지의 예외사

유에 해당하는 바가 없었다. 은행의 약관에서 고객의 상계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급능력이

나 의사가 없는 자가 은행의 채권에 대하여 허위이거나 근거 없는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여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부터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고 설시하였

다. 또한 계약상 합의된 상계금지는 상계를 법적 분쟁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원은 직권으로 상계금지를 고려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404) Kannengießer, 45 주 350(두 법적 주체가 서로 대립하면서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어

야 한다는 요건은 당사자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
405) Kannengießer, 45 주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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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계약을 통해 이러한 제한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406) 그러나 상계 제

한의 취지가 제3자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계는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제2절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민법은 명시적으로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계

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92조 제1항 단서). 이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입법에서는 볼 수 없는 규정으로 일본 민법에 최초로 도입되어 

우리 민법에도 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407) 이는 상계를 하는 것이 채무

를 성립한 본지에 반하는 경우, 즉 양 채권 각각을 개별적으로 현실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권을 성립시킨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408) 

1. 항변권부 채권(자동채권)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상계할 수 없

다. 이에 대하여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은 그 성질상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409) 대법원도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

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

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

라고 판시하였다.410) 우리 민법은 채무의 이행기 도래에 관하여 언급하고 

406) 상계계약은 상호 채권면제로 법적 구성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종류가 아니거나 이행

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도 상호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407) 프랑스 민법은 임치물 또는 사용대차물에 대한 반환청구에 대하여 상계하는 것을 금지

한다(제1293조 제2호). 이탈리아 민법은 임치 또는 소비대차된 물건의 반환청구권에 대하

여 상계를 금지한다(제1246조 제2호). 로마법에서도 임치에 관하여는 임치한 물건의 반환

과 관련하여 수치인에게 특별한 신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반환되어야 하고 상

계는 허용되지 않았다(최병조, “로마법상의 상계,” 239). 이 규정의 신설로 인해 일본 구

민법의, 소비를 허용하지 않는 기탁물 반환채무에 대한 상계금지 조항은 이 규정에 포함

된다고 여겨져 삭제되었다(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85).
408) 注釋民法(12)/中井, 396.
409) 곽윤직, 채권총론, 287; 김대정, 채권총론, 433; 송덕수, 채권법총론, 460; 민법주해

[XI]/윤용섭, 376.
410) 大判 1975. 10. 21., 75다48, 공보 1975, 8700. 그러나 최근의 판시 내용은 성질상 

허용할 수 없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허용할 수 없다고만 설시하고 있다. 大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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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제492조 제1항 본문) 자동채권에 항변권 부착 여부에 관하여는 명

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 민법의 입법과정을 보면 구민

법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채무일 것을 상계의 요건으로 하였는데 민법에서

는 이를 유지하면서 그 자구만 수정하였다고 한다.411) 따라서 이 규정을 그

대로 두고 있는 우리 민법도 반대채권의 청구가능성 요건에서 반대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지 않은 것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편의상 본고에서는 종

전의 논의에 따라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부분에서 이를 다루기로 한다. 

(1)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42조 

제1항).412) 이러한 경우에 주채무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제443조 후단). 대법원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는 면책청구권이란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다고 보

고 따라서 이러한 사전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서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413) 다만 제443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

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414)

사전구상권이 발생하고 이어서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

2001. 11. 13., 2001다55222,55239, 공보 2002, 49; 大判 2004. 5. 28., 2001다81245, 

공보 2004, 1050 등 참조.
411)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オンデマンド版), 2004, 479.
412)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은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제687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

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주석민법[채권총칙(2)]/김오섭, 321]. 즉 수탁보증인은 수임

인에 해당하고 보증채무 이행비용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

용선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본 규정에서 특칙을 두어 이를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

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한다.
413) 大判 2001. 11. 13., 2001다55222,55239, 공보 2002, 49. 원고의 어음할인차용금청

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주채무자가 (다른 법률관계에서) 수탁보증인으로서 원

고에 대하여 가지는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사전구상

채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면책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그 성질상 상계

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결을 지지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문영화, “서울보증보험의 사채보증보험계약상의 사전구상권을 자동

채권으로 한 상계권 행사,” 95-108 참조.
414) 大判 1989. 1. 31., 87다카594, 공보 1989,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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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압류를 하고 그 후에 수탁보증인이 주채무를 변제

하여 주채무자에게 사후구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

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그 발

생원인을 달리하고 그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독립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 

종국적 목적과 사회적 효용을 같이하므로415) 사전구상권이 성립된 시기에 

자동채권인 구상채권이 성립되었다고 의제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 이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지만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 하급심 판례도 

보증인은 상계에 의한 구상권의 확보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압류당시에 

사전구상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지위는 강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고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416)

(2) 공사도급계약에서의 하자보수보증금채권

대법원417)은 공사대금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인 국가가 하자보수보증금채권

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수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증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418)는 이유로 

415) 大判 1992. 9. 25., 91다37553, 공보 1992, 2984. 
416) 京都地裁 1977(昭 52).6.15. 金法870, 59. 원고는 교토마업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교토

신용금고이다. 원고는 소외회사가 피고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

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소외회사는 그 전에 소외 전국신용금고연합회로부터 금전

을 대여받고 피고은행은 소외회사의 부탁을 받아 이를 보증하였다. 피고은행은 구상금지

급채권으로 예탁금반환채무에 상계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상계를 

긍정하였다. “민법 제511조는 압류 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

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의하여 그러한 한도에서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이익조화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이 채권이 압류 후에 

취득한 것이 아닌 한 압류 당시에 자동채권으로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그 

후 상계적상이 발생한 때에는 압류 후에 있어서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생각건대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하여

도 항변권이 소멸되었다면 당사자는 상계에 의하여 자동채권의 만족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자신의 채권자를 

위하여 보증한 자는 상계에 의한 구상권의 확보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압류당시에 사

전구상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지위는 강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본 예탁금채권의 압류전부명령을 얻기 전에 피고는 소외회

사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고 위 압류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항변권이 없게 되고 

상계적상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위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본건 예탁

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417) 大判 2004. 12. 9., 2003다59051.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진성철,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185 이하 참조.
4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5항, 제37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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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으로 해석하였다. 

(3) 지체노임 공제 공사대금채권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사이에 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지급을 지체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에서 노

임 상당액을 공제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안에

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때까지는 기성공사대금 

중 수급인이 지체한 노임 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이는 지급을 거

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

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419)

(4) 어음·수표의 반환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그 약속어음의 

반환을 받지 않는 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420) 자동채권이 어음금

채권이거나 자동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채무

자는 어음 등을 교부받는 것과 상환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있어 양자는 동

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어음 등을 반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채권을 자동채

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재판 외 상계의 경우에는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어음의 교부가 필요하지만 재판상의 상계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때에 어차피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음을 서증으로써 법정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제시되게 함으로써 충분하다.421) 

2. 특정한 목적이 있는 채권

(1) 일반론

419) 大判 2002. 8. 23., 2002다25242, 공보 2002, 2214.
420) 大判 1970. 10. 23., 70다2042, 집 18-3, 226. 어음법 제39조, 제77조, 수표법 제34

조에서 어음·수표의 상환증권성, 즉 어음금 등을 지급할 때 어음 등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다.
421) 민법주해[XI]/윤용섭, 384; 大判 1991. 4. 9., 91다2892, 공보 1991, 1361. 강제집행

에 의한 경우에도 그 상환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이중변제의 위험이 없다

는 판결로 大判 1991. 12. 24., 90다카28405, 공보 1992, 7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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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정해진 채권 즉, 법률이나 당사자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채

권의 대상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현실 이행이 요구되는 경

우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령 채권 

추심을 위임하였는데 수임인이 채권 추심 후 이를 위임인에게 전달하지 않

고 위임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면 이는 위임의 취지에 부합

하지 않는 것이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

정으로도 상계금지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상계를 하는 것이 일방 당사

자의 이익 또는 의사에 부합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는 근거가 될 수 없

고 채권의 성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

(2)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목적이 정해진 재산에 관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설명하

고 있다. 국가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금에 대하여 국가 등이 상계를 하는 

것은 공탁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422) 리스관계에서 리스목적물의 

손상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을 해당 목적물의 수리비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

라는 리스 이용자의 청구에 대하여 리스회사가 리스사용료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423) 보험금의 지급은 이전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리스사용료 채권의 확보를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은행에

422) BGH NJW 1985, 2820(주정부가 보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소득세채권으로 상계의 의

사표시를 한 사안이다. 1심부터 연방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상계 주장을 기각하였다.).
423) BGH NJW 1985, 1537(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자동차 등을 리스임차하고 리스목적물

의 손상 등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부담하고 이러한 손해에 관한 보험금채권도 피고가 

갖기로 하였다. 그 후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등이 손상되었고 소외 회사의 위임에 의하

여 원고가 수리를 하여 이를 다시 소외 회사에게 인도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수리

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보험자로부터 사고에 따른 수리비 등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수리비지급청구에 대하여 리스사용료 채권

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다. 본 판결은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의 수리비청구에 대하여 리스이용료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보험금은 리스회사의 리스사용료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가 없었

더라면 리스회사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채권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리스사용료채권의 확

보를 위한 수단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보험목적물 전체의 손해가 발생

한 것이 아니라 본 사안과 같이 부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면 족하다고 보았다. 본 판결은 보험목적물 전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이 보험목적물 보존에 관한 리스이용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리스회사의 리스이

용자에 대한 채권 확보에도 있다는 Sieg(VersR 1953, 221)의 견해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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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긴급보조기금(Soforthilfefond)의 형식으로 부흥보조대여금

(Aufbauhilfedarlehen)을 지급받은 자는 이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하여 견련관

계 없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424) 부흥보조대여금은 국가기금을 재

원으로 하여 은행에 지급하면 은행이 이를 해당인원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지급이 이루어진다. 상계를 허용한다면 국가의 경제부흥을 위한 재정지원계

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상계배제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았으나 연방대법원은 대여금 법률관계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계가능성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지 않은 다

른 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것은 임차보증금의 설정 취지에 어긋나므로 허용

되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보증

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유롭게 상계할 수 있다. 반면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종료 후에도 여전히 보증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만 상계

로서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항할 수 있다. 월세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 또는 상

계하는 것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가능하다.425). 

사무처리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받은 것의 반환, 취득한 것의 인도)에 대하

여 위임인 등에 대한 사무처리와 관계 없이 발생한 별도의 채권으로 상계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426)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법 제1440조 제2문에서는 “권한 없이 또는 사술로 가져가거

나, 대여하거나 위탁 또는 임차한 물건은 유치권 또는 상계의 대상이 아니

424) BGH NJW 1957, 1759.
425) BGHZ 101, 244, 250.
426) BGHZ 14, 342=BGH NJW 54, 1722(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점령당국에 대한 인쇄사

업의 재산에 관한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관한 행위권한을 부여하였다. 그 후 압류

된 재산이 반환되었고 피고는 수탁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일부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피고의 상계항변을 기각하였다. 신탁관계에서 

발생하지 않은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신탁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BGH 

NJW 1973, 1368(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에 대

한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러한 상계금지는 

신의성실원칙에서 도출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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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여한 물건은 소비대차(제971조 이하)에 국

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대차(제974조), 주거의 임차를 포함한다.427) 위탁된 

물건은 위탁계약(제956조 이하)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에 의해 부수적 의무

로 물건의 위탁이 포함된 경우를 포함한다.428) 보증금이 지급되었으나 그 

근거가 된 계약 조항이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위탁된 물건을 권한 없이 가져가는 것에 포함된다고 본

다.429) 또한 과거 재판례는 위임에 의하여 수임인이 취득한 물건은 제1012

조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라면 본 규

정의 위탁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430) 최근 재판례는 이

러한 경우에도 위탁된 물건으로 보아 상계가 제한된다고 본다.431) 임차계약

에 관하여는 이미 제1109조 후문에서 유치권과 상계의 모두 금지를 규정하

고 있는데 본 규정이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논의

1) 수탁 금전 등의 상계충당

대법원은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로 위탁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432) 또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

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위임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상계

충당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433) 이에 대하여 용도를 특정

하여 위탁 받은 금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채권의 성질에서 상계금

지를 도출할 수 있고,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경우와 용

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았으나 도중에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서 상계금지를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434) 

이러한 논의는 민법의 해석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용도를 

427) Schwimann/Heidinger, §1440 Rn. 8.
428) Schwimann/Heidinger, §1440 Rn. 9.
429) SZ 60/63.
430) SZ 34/13.
431) SZ 36/151; SZ 55/147.
432) 大判 1997. 9. 26., 97도1520, 공보 1997, 3346. 
433) 大判 2007. 2. 22., 2006도8939 판결. 
434) 이주원, “횡령죄에 있어서의 상계충당과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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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위탁 받은 금전의 반환 채무는 목적이 정해진 채권으로서 채무의 성

질에 의해,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경우 발생한 금전 반

환 채무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각각 상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2) 채권자 취소의 가액배상채권(수동채권)

대법원은 수익자가 채권자 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

익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가 문제된 사안에서 책임재산 보전이라는 채권자 취소 제도의 취지상 

그러한 상계는 제한된다고 판시하였다.435) 채권자 취소의 취지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원상회복 시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수익자의 상계를 허용한다

면 결국 채무자의 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수익자가 상계의 효력 범위에서 

독점적인 채권만족을 얻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 확보

는 그만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 판례의 입장에 찬동한다.

3) 채권자 대위권 행사 시 채권자가 직접 변제 수령한 경우(수동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제404조 

제1항 본문), 다수설은 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

다고 본다.436)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채권을 행사하는 권한

에는 변제수령의 권한도 포함된다고 한다. 대법원도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

여 채권자가 이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437), 불법점유자에 대한 부동산인도청

구권을 매수인 등이 대위행사하는 경우438)에 채권자의 직접 수령을 인정한

다.

채권자가 이를 직접 수령한 경우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

권으로 변제수령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435) 大判 2001. 6. 1., 99다63183, 공보 2001, 1498; 大判 2001. 2. 27., 2000다44348, 

공보 2001, 774.
436) 곽윤직, 채권총론, 141; 김형배, 채권총론, 366; 김대정, 채권총론, 213; 송덕수, 채권

법총론, 223.
437) 大判 1962. 1. 11., 4294민상195, 집 10-1, 6.
438) 大判 1980. 7. 8., 79다1928, 공보 1980, 1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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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은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상계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로 되는 수가 있게 된다고 하거나,439) 상계를 인정할 경우 채권자대위

제도를 총채권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제도로서 이해하는 통설에서는 우선변제

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모순으로 되지만, 이 제도를 일종의 포괄적 담보권으

로 이해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모순이 극복된다고 설명한다.440)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금전채무의 변제

를 직접 수령한 채권자가 이의 반환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안분하여 청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441) 상계를 통해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되고 이를 우려한 다른 채권자는 압류, 가압류 등 정식강제집행절차로 권리 

행사를 도모할 것이므로 결국 간이채권추심제도로서의 채권자대위권 제도는 

기능을 발휘하게 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442)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

계 이후에 다른 채권자에게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443) 그 근거로는 구 

민사소송법 제733조(현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에서 채권, 그 밖의 재산

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

출된 때에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도 채권자가 

집행권원 없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포괄적 담보권을 실행한 것으

로 볼 수 있고 직접 인도 받은 것은 추심이 완료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든다. 채권자는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

우 수령한 금원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공탁 후 배

당이 이루어져야 하지만(같은 법 제252조 제2호),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에는 

①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고 

②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③정식의 집행

절차로 이전될 것이라면 권리관계가 복잡한 간이채권추심제도를 취할 이유

가 없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탁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보다는 정산의무

를 부담시키는 것이 낫다고 설명한다.

439) 곽윤직, 채권총론, 143; 김대정, 채권총론, 216; 김상용, 채권총론, 231; 송덕수, 채권

법총론, 227.
440) 김형배, 채권총론, 366.
441) 김제완, “채권자 대위권,” 261.
442) 김제완, “채권자 대위권,” 239.
443) 김제완, “채권자 대위권,” 25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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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채권자대위권 제도

의 간이채권추심제도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하는 이

러한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측면이 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원만하게 채권만족을 달성한 것

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의 개입이 있다면 정식강제집행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

리가 존재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가능하

다.444)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등을 얻어 채무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또한 가능하지 않게 

된다. 즉 채권자대위권은 다른 채권자의 개입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채

권자의 채권만족을 도모하는 것이고 다른 채권자의 개입이 있으면 정식강제

집행절차로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른 채권자의 개입 필요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채권만족을 얻은 채권자에게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안분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은 채권자대위권의 취지에 맞지 않고 그와 같

이 한다고 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의 조치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을지

는 의문이다. 압류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채권자라면 안분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주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안분 의무의 이행에 관하

여 추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안분 청산 의무

를 인정한다면 다시 다른 채권자에게 권리 구제의 길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

문에 법적 상태를 장기간 불안한 상태로 두는 것이 되어 오히려 채권자대위

권의 간이채권추심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

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급부를 수령하고 이를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로써 법률관계가 종결되고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처리하는 것이 간명하고 

제도의 취지에도 맞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3채무

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고 다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독점적으로 채권만족을 받는 결과가 될 것이고 채권자대

위권에 의해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

되어 있지 않은 것뿐이고 본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44) 大判 1982.08.24., 82다283, 공보 1982,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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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

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가액배상금을 분배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

다.445)

제3절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1. 서

상계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제492조 제2항 본문). 그러나 동시에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동항 단서). 

이 규정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상계금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

를 하여도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446)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 자체만 보면 상계금지뿐만 

아니라 상계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더 나아가서 상계예약 및 상계계약까지 

포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상계권이 발생한 이후에 상계권을 포기하

는 것도 이 규정에 포섭하여 설명할 여지가 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상계

의 요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2. 외국에서의 논의

(1) 독일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상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은 없

지만 일반적으로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상계가능성을 배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되었다.447) 상계가능성의 제한은 기간을 설정

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특정 형식, 예컨대 서면으로 상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할 수도 있고, 특정한 반대채권 또는 채권양수인과의 관계에

서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 간접적으로 이에 대한 예외를 인

정하고 있다. 독일 민법 제391조 제2항에서는 “급부가 일정한 시기에 일정

445) 大判 2008. 6. 12., 2007다37837, 공보 2008, 965. 
446) 민법주해[XI]/윤용섭, 378;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440.
447) Gernhuber,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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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다른 

급부지를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상계 금지에 

관한 약정을 예시하고 있다.448) 독일 민법 제556조b 제2항은 임차인은 차임

채무에 대하여 1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비용상환채권 등449)으로 상계를 할 수 있고 이는 당사

자 간의 합의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 민법 제309조 제3호에서 다툼 없는 채권 또는 기판력 있게 확정된 채

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권능을 약관사용자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배제하

는 조항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다툼 

없는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상계 금지 합의를 한 경우에 재

판으로 확정된 채권은 다툼 없는 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상계를 허용

하였다.450) 1993년 4월 5일 유럽공동체 지침(EG Richtlinie 93/13)451)에서

도 약관에서 소비자의 상계권을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고 하였다.

현금지급 즉 현실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계가 배제된다.452) 비상사 거

래에서 현금지급조항이 반드시 상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계될 

수 있는 반대채권을 인식하고도 즉각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진술은 상계를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53). 상사거래에서 현금지급조항은 항상 상계금

지로 해석된다.454)

상계금지약정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관철할 

수 없거나 관철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심히 어려운 경우에는 상계를 허용하

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상계

448) 급부가 특정시간, 특정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그러한 장소 지정이 본질적인 것이라

면 급부의 동종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Enneccerus/Lehmann, 

§70 IV 2).
449) 하자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기타 비용 상환청구권, 차임의 

과잉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이에 해당한다(독일 민법 제536조의a, 제539조, 

제556조의b 제2항).
450) BGHZ 107, 185; NJW-RR 1993, 519.
451) AB┃EG Nr. L 95(21.4.1993), S. 29 ff.
452) BGHZ 31, 210=BGH NJW 1960, 572(이혼한 아내에 대한 월 330마르크의 부양료지

급채무는 계약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법률상 보호되고 상계가 금지된다는 취지로 판시).
453) BGHZ 23, 131=BGH NJW 1957, 827.
454) Gernhuber,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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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정을 체결하거나 상계금지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여

전히 상계가 금지된다.455)

연방대법원은 약관에서 상계금지약정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채권자가 파산

한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

다.456) 채무자의 채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파산을 예상하고도 상

계금지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계금지약정이 적용된다.457) 양

도인이 자금조달 지원(Finanzierungshilfe)을 요청하고 자신의 채권을 은행

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후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양도된 채권을 수동채

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약정은 계속 적용된다.458) 그렇지 않다면 파산으로 

인한 손실이 채권양수인에게 확장될 것이고 이는 채권거래를 제한하는 요소

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459)

(2) 오스트리아

판례는 계약상 상계금지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460) 반면 상계를 일방

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거나, 소비자 계약에서 기업이 변

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소비자가 자신이 보유한 견련성 있는 채권, 재판으

로 확정된 채권, 상대방이 승인한 채권 등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

을 금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461) 

한편 재판례는 당좌계약(Girovertrag)의 취지상 계좌의 소유주에게 완전한 

455) BGH WM 1988, 1592(Gernhuber, 279).
456) BGH NJW 1975, 442(항소심 종결 후 피상계자가 파산한 사안); BGH NJW 1984, 

357. 또한 연방대법원은 상계금지약정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BGH NJW 1957, 591 = BGHZ 23, 17). 제국법원은 상계

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피상계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유효하지만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파산의 경우에는 상계포기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신의칙상으로도 상계포기약정

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RGZ 60, 356).
457) RGZ 60, 356.
458) BGHZ 23, 131 = BGH NJW 1957, 827.
459) 즉 채권자가 채무자와 상계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파산

에 빠진 경우에 상계를 허용한다면 채무자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것이고(독일 민법 제406조) 채권양수인은 상계금지약정을 신뢰하고 채권을 양수하

였지만 채권양도인이 파산되고 채권이 상계로 소멸함에 따라 채권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이끌어낼 수 없게 된다. 결국 채권양수대금만큼 손실을 입게 될 것이고 채권자의 파산 가

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상계금지가 보장되지 않는 채권은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렵게 된다.
460) OGH SZ 43/7; JBl 1966, 203.
461) Dullinger,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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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은행이 고객에 대한 다른 채권을 가지고는 당좌

계약상 예금액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하고,462) 당좌계약이 아닌 저축

예금(Spareinlagen)에 관하여도 은행은 고객에 대한 대출 등 다른 채권을 

가지고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463)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의 취지상 그와 같은 상계금지 내

용이 도출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464)

(3) 영국

영국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상계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1977년 불공정계약법(the Unfair Contract Terms Act) 제13조 제1항 b

호465)가 금지하는 약관상 상계 포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

정의 적용을 엄격하게 할 것인가 다소 완화하여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법원

의 입장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466) 

(4) 일본

일본은 우리와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제505조 제2항). 상계 제한 특

약은 1890년 일본 구민법에 등장하고 상계 제한 특약시 선의의 제3자 보호

462) OGH SZ 47/9 = JBl 1975, 655.
463) OGH SZ 50/127.
464) Dullinger, 144 f.
465) 불공정계약법 제13조

① 본 법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도에서, (b) 그 책임과 관련한 권리

나 구제방법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러한 권리나 구제방법을 행사함에 따라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금지한다.
466) 다소 엄격하게 본 재판례로 Stewart Gill Ltd v. Horatio Myer & Co. Ltd.[1992] Q.B. 

600(원고는 피고에게 오버헤드 컨베이어를 설치해 주기로 하고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

기로 하였다. 원고의 매매일반조건 12.4항에 의하면 피고는 상계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

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

는 그 금액보다 큰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제기하면서 상계를 금지하는 매매일반조건 12.4

항은 1977년 불공정계약법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문제의 조항이 

불공정계약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법 제13조 제1항 b호에 해당하여 금지

되고 상계는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소 완화하여 본 재판례로 Coca-Cola Financial 

Corporation v. Finsat International Ltd.[1998] Q.B. 43(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

하면서 피고 2부터 8까지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

여 상계나 반소를 하지 않기로 대부계약 5.7항에 명시하였다. 항소법원에서 피고는 주장

할 만한 반소가 없고, 반소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계약 5.7항에 의해 상계의 방법으로 그

러한 반소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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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896년 일본 개정민법에 등장한다.467) 이러한 선의의 제3자 보호는 일본

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는 찾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상계금지의 의사표시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

권은 계약에 의할 것을 요하고 단독행위로 발생하는 채권은 단독행위로 할 

수 있다고 본다.468) 소비대차에 있어 대주가 자신의 채무에 대해 상계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상계금지의 내용에 관해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의 금지(현실로 변제

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의 금지, 양자 

모두의 금지를 제시하고 있다. 

상계금지의 특약에 반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하급심은 

현실지급을 위한 상계금지합의가 그 채권이 가압류되어 현실의 급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상계금지합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상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특약에도 불구하

고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469)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에서는 “상계를 할 수 없는 취지의 당사자의 의사표

시는 선의이며,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한

다”라고 정하고 있다. 상계금지 약정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관하여 선

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여 보다 엄격한 내용을 정하고 있

다.470) 제3자의 선의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과실 증명으로 증명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467) 일본 민법 제정과정에 대하여는 제3장 제2절 7. 참조.
468) 我妻, 債権総論, 330; 奥田, 債権総論, 575; 中田, 債権総論, 377; 於保, 債権総論, 

377; 平井, 債権総論, 224.
469) 東京地判 1969(昭 44).10.4. 判時586, 71(소외인은 피고은행에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

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건물을 피고은행에 명도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였고 건물

명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고은행이 소외인에게 지급하는 이전료채무와 위 연대보증채

무는 상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은행에 대한 위 이전료채

권에 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은행은 상계를 주장하였

다. 상계금지합의는 이전료를 현실지급받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가압류에 의해 

소외인이 현실지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도 피고가 상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

의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찬성하는 취지의 평석으로 山崎, “相殺禁止特約に

反する相殺が有效と認められた事例,” 128.
470) 중간시안에서도 이 조항을 선의·중과실로 개정하고 있다(제23 상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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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의 논의

제492조 제2항의 “당사자”에 관해 일반적으로 채권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

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단독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471)에는 단

독행위에 의하여 상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본다.472) 

제492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①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를 상계 금지 특약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와 같이 본

다면 보증인, 연대채무자, 채권양수인 등은 상계 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특약을 알지 못하였다면 상계를 할 수 있게 된다.473) ②상계 금지 특

약뿐만 아니라 상계의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상계 요건을 

완화하는 특약, 예컨대 상계를 위하여 동종성 요건이나 이행기 도래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가지고 선의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다. ③문언에 충실하게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가장 확대하여 이 규정이 상계 

계약 전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방안이다. 그와 같이 보면 상

계 금지 특약, 상계 요건 완화 특약뿐만 아니라 모든 상계 계약에서 이를 가

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석된다. 제492조 제1항이 법정 

상계의 근거가 되고 동조 제2항이 계약상 상계의 근거 규정이 된다. 

또한 채무자 보호 규정과 양수인 보호 규정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

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제451조 제2항) 

이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에 상계 제한 특약이 포함

된다고 본다면 채무자는 상계 제한 특약을 채권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 상계 제한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데(제

492조 제2항) 채권양수인이 이 규정의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상계 

제한 특약이 있더라도 선의의 채권양수인은 자유롭게 상계를 할 수 있게 되

고 채무자는 완화된 요건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471) 유언의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472) 곽윤직, 채권총론, 288; 김대정, 채권총론, 434; 김형배, 채권총론, 766: 김상용, 채권

총론, 496-497.
473) 주석채권총칙(하)/박준서, 659; 注釋民法(12)/中井, 398.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

구, 441에서는 채권양수인과 채무인수인만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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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제한 특약 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제492조 제2항)이 채권양도 

시 대항사유 규정(제451조 제2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 규정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게 된다. 특히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가장 확대하여 이 규정이 상계 계약 전반에 관하여 규율

하고 있다고 본다면 상계예약 및 상계계약의 효력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면 압류채권자도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게 된다.474) 즉 상계예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이를 가지고 선의의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한편 선의이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제3자도 보호할 것인가. 채권양도금

지의 특약의 경우 민법 규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으나(제449조 제2항) 이에 관하여 학설은 무과실을 요구하는 견해,475) 무

과실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보호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견해,476) 법률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 및 민법에서 

선의를 보호하고 있는 다른 규정의 적용 등을 고려하여 선의만 있으면 족하

다고 보는 견해477)로 나뉘고 있다. 대법원은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

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본다.478) 그 외 재산법 부

분에서 ‘선의의 제3자’ 규정, 즉 법인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경우(제60조의2 제2항),479)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제2

항),480)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108조 제2항)(통설·판례),481) 착오로 인

474) 대법원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에 대한 해석에서 

가압류권자도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

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大判 2004. 5. 28., 2003다70041, 공보 

2004, 1069).
475) 곽윤직, 채권총론, 219(이 제도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거래안전을 꾀하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476) 김형배, 채권총론, 577(채권의 양도성은 법이 인정한 대원칙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므로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김대정, 채권

총론, 863(채권의 양도성에 대한 제한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양수인에게 무과실을 

요구하는 것은 거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다.); 김상용, 채권총론, 372.
477) 송덕수, 채권법총론, 351.
478) 大判 1996. 6. 28., 96다18281, 공보 1996, 2364; 大判 2003. 1. 24., 2000다

5336,5343, 공보 2003, 677.
479) 주석민법[민법총칙(1)]/주기동, 736.(“제3자의 과실은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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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표시(제109조 제2항)48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제3

항)483)에 대하여 통설은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해당 제

도의 효력을 무력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상계 제

한 특약이 있더라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특약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러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채무를 

인수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는 제한 없이 상계를 할 수 있게 된다. 제3자가 

상계 제한 특약을 알았느냐 하는 문제는 제3자의 주관적 영역에 속하는 것

이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484) 원래 채권을 발생시킨 문서나 채권

양도(채무인수) 문서에 상계제한사항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제3자가 반드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485) 결과적으로 상계 제

한 특약의 효력이 제대로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따라서 제3자가 상

계 제한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는 악의가 있는 것과 같이 취급하여 객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거래실정에도 맞고 좀 더 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상계 제한 특약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제3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486)

480) 주석민법[민법총칙(2)]/최성준, 574.
481) 주석민법[민법총칙(2)]/최성준, 627.
482) 주석민법[민법총칙(2)]/지원림, 750.
483) 주석민법[민법총칙(2)]/박해성, 812.
484) 제3자가 선의를 주장하면서 상계제한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경

우 이러한 진술이 거짓이라고 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반대증거는 통상 제3자의 사적 

영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선의를 탄핵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 통설과 판례는 

양도금지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민법주해[X]/이상

훈, 569; 大判 1999.12.28., 99다8834, 공보 2000, 362).
485) 대법원도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사안에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

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大判 2000.04.25., 99다67482, 공보 2000, 1271). 
486) 한편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大判 2004. 5. 28., 2003다70041, 공보 2004, 1069). 

다수설도 같은 입장이고(민법주해[II]/송덕수, 373; 주석민법[민법총칙(2)]/최성준, 627) 

최근에는 제108조 문언이 선의만을 요구하고 있고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외관을 고의로 

창출한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제3자에게 허위표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허위표

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하는 견해(윤진수, “허위표시와 

제3자,” 595)가 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경우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에게 

비난가능성이 있고 이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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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

제496조부터 제498조까지 상계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

계금지를 의미하는지 문제된다. 상계와 압류의 경합을 다루고 있는 민법 제

498조에 대한 논의는 분량이 많으므로 다른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수동채권)

(1) 연혁 및 규정의 취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96조). 상계에 관한 규정이 전반적으로 일본 민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나 본 규정만 일부 변경이 이루어졌다. 일본 민법 제

509조는 고의 과실을 구별하지 않고 “채무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안심의록에서는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자가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만족하고자 함을 방지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독일민법과 중국민법의 입

법례에 따라 일본과 달리 입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487) 독일 민법 제393

조에서는 고의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488) 그런데 비교법적으로 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

트리아 등 상당수의 입법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소유자가 

지특약이나 상계제한특약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러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

고 그러한 법률관계에 개입하는 제3자(채권양수인, 압류채권자 등)가 최소한, 중과실을 면

할 정도로는 이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487) 민법안심의록, 상권, 292 참조. “초안은 현행법과 달리 독민 중민의 입법례에 따라 고

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에만 한하였는데 이것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자가 불법행위

를 함으로써 만족하고자 함을 방지하는 입법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의로 인한 경우

에만 한한 것이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피해자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을 불문하고 

변제에 의한 손해의 전보를 받게 하고자 하는 점에 입법취지의 중점을 둔다고 하면 현행

법을 지지하는 결과가 된다. 불법행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도 학설상 통

설로 되어 있는바 이점은 초안이 명문화하지 않았다.”
488) 공통참조기준초안(DCFR)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

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 111 -

부당하게 빼앗긴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489), “소유자로부터 부당하게 빼앗

긴 물건의 반환채권”490), “위법하게 박탈되거나 악의로 유치한 물건의 반환 

또는 배상 채무”491), “위법한 자력 또는 기망으로 탈취한 물건”492)으로 규

정하여 부당하게 빼앗은 물건의 반환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유스티니아누스법(C 4, 31, 14, 2)에서 “타인의 점유를 위법

하게 빼앗은 자에게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에 연원을 두고 

있는데 그 취지는 허용되지 않는 자력구제(Selbsthilfe)493)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494) 특히 채권자가 채권의 대상 물건 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물건을 빼앗는 것495)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일본민법

의 입법과정에서도 처음에는 탈취된 물건의 반환채무나496) 타인의 재산을 

부정 취득한 것을 원인으로 한 채무497)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다가 최종 입

법에 이르러 현행과 같이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상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반환에 국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

므로 이를 확대하여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 전반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

요하고 한편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자

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그 취지로 한다.498)

489) 프랑스 민법 제1293조 제3호, 프랑스 재판례는 반환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신 발

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상계가 금지된다고 본다(Crim., 3 déc. 1981, 

Bull. crim., n° 322).
490) 이탈리아 민법 제1246조 제1호.
491) 스위스 채무법 제125조 제1호.
492) 오스트리아 민법 제1440조 제2문. 이 규정에서 상계가 문제되는 경우는 물건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물건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것이다

(Schwimann/Heidinger, §1440 Rn. 6). 물건 자체의 반환은 통상 상계의 동종성 요건이 

결여될 것이기 때문이다. 권한 없이 가져간 물건은 절취된 물건뿐만 아니라 권한 없이 추

심된 금액이나 합의에 반하여 재교부된 백지어음도 포함한다(Schwimann/Heidinger, 

§1440 Rn. 7).
493) 독일 민법 제229조 내지 제231조에서 자력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사적 집행(Privatvollstreckung)이라는 표현도 별도로 존재한다(Pielemeier, 97).
494) Pielemeier, 15·47.
495) 유스티니아누스법 C 8, 4, 7(389)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물건을 빼앗은 경우 채권자는 그 물건을 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빼앗

은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Pielemeier는 이러한 금전 지급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C 4, 31, 14, 2 규정을 두었다고 설명한다

(Pielemeier, 41). 
496) 1878년 민법 초안 제1107조 제1호.
497) 구민법 초안 제1048조 제1호 및 1890년 구민법 제526조 제1호.
498) 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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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영국에서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자주 제한되어 왔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는 반대채권이 확정되

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채권(수동채권)가 금전채권이 아니라 재산채권이라

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499)500)

그러면 독일에서 이와 같이 종전의 다른 입법례와 다른 규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독일민법 제1초안 이유서에서는 절도범(Dieb)이나 절도범과 같은 

범죄자에게 예외적으로 상계권을 박탈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타인의 점유를 

위법하게 탈취함으로써 발생한 청구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행

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501) 즉 위법

한 행위로 상계의 대상 채권을 취득하려고 한 경우에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정 전 제국법원에서도 상계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로 채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502)

독일에서는 이 규정의 취지에 대해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권리를 보장받게 하고,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현실이행의 강제에 의해 

가해자에게 벌을 주려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503)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견

499) Wood, n. 12-127. 물건에 관한 불법적인 침해에 대한 배상은 가해자가 그 물건을 가

지고 있는 이상 법원에서 물건반환과 관련하여 금전배상을 명한 경우에도 여전히 재산채

권으로 다루어진다(Wood, n. 12-129). 물건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단계에서 금전

채권으로 전환된다. 참고로 1977년 불법행위법[Torts(Interference with goods) Act] 제3

조 제1항 및 제2항은 물건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에 관한 불법적인 침해를 한 경우

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①그 물건의 반환 및 

배상, ②그 물건의 반환(피고는 이를 대신하여 물건 가치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

다) 및 배상, ③손해배상.
500) Guiness PLC v Saunders[1987] Palmer's Company Cases 413. 이 판결에서 회사

의 이사가 사업 상담 용역의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한 520만 파운드를 횡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이사에게 횡령액에 관한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이미 그 재산은 낭비되고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다. 이에 그 이사는 자신의 회사에 대한 보수 청구(quantum 

meruit)를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회사의 청구가 신탁재산청구이

고 반대채권은 확실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상계를 기각하였다.
501) Motive II, 112 = Mugdan II, 62.
502) RGZ 3, 113(116).
503) Staudinger/Gursky, §393  Rn. 1; MünchKomm/Schlüter, §393  Rn. 1; Gernhuber, 

259(다만, 상당기간 내 권리보장 부분은, 신속한 권리 보장이 다른 사례에 비해 이 경우

에 특히 시급하다고 볼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의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비판한다.); 

Deutsch, “Einschränkung des Aufrechnungsverbots bei vorsätzlich begangener 

unerlaubter Handlung,” NJW 1981, 735(사적 복수의 금지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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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①이 규정의 취지가 제재에 있다고 보는 것은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이

러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504) ②사적 복수를 감

행한 채권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비물질적 만족을 얻을 뿐 채무자의 책

임재산이 감소할 수 있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이로써 보복적 불법행위 유

발 방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지적한다.505) 그러면서 이 규정의 취지

는 허용되지 않는 자력구제의 예방에 있다고 한다.506) 

일본의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도 

상계를 제한하고 있는데(민법 제509조) 학계에서는 이 규정을 제한하여 고

의에 한정하려고 하거나507) 쌍방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는 적용을 배

제하려고 하는 견해가 있다.508) 피해자 보호는 손해배상채권의 취득으로 족

하고 과실에 의한 경우이든 고의에 의한 경우이든 상계의 목적을 가지고 불

법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이상 상계를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한다.509)

국내에서는 이 규정의 취지에 관하여 자력이 없는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하

여금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하는데 있다

는 견해가 일반적이다.510) 대법원은 위 규정의 취지에 관해 보복적 불법행

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511)512) 이에 대하여는 

504) Pielemeier, 90.
505) Pielemeier, 99·102.
506) Pielemeier, 101-102(사적 복수와 달리 자력구제는 경우에 따라, 예컨대 금전채무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을 빼앗아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은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

로 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에서 이 규정의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

한다.).
507) 平井, 債権総論, 226. 이 견해는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변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 규정의 취지에 관하여는 이는 생명·신체에 대한 상해 등 중대

한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좋고, 상계 금지로 발생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고려

하여야 하고, 채무불이행청구의 근거를 불법행위로 주장만 하면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채

무불이행의 경우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것이라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508) 中田, 債権総論, 379.
509) 注釋民法(12)/中井, 429.
510) 곽윤직, 채권총론, 288; 김대정, 채권총론, 434; 송덕수, 채권법총론, 461: 김증한·김학

동, 채권총론, 396(특히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자가 더 이상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그 분풀이로 채무자를 구타하여 자신의 채권과 그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채무를 상계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511) 大判 1997. 10. 28., 97다26043, 공보 1997, 3627.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

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

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

고, 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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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채권이 수동채권보다 늦게 성립한 경우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되고 피

해자가 변제를 받을 필요성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건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이건 차이가 없으므로 그것만으로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 상

계를 제한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513) 

생각건대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채권 일반에 관하여 상계를 금하

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일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요건이, 절대권침해, 보호법률위반, 선

량한 풍속 위반으로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는 반면(제823조, 제826조),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기만 하면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제750조). 이 규정의 연혁

을 고려하여 자력 구제 또는 사적 집행의 방지에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이 규정을 해의가 있거나 생명 또는 신체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과 같이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이다.

(2)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

채무의 발생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다”
512) 한편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3.1.3.28]).

  “다음에 열거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도하여 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도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다> 생명 또는 신체의 침해가 있은 것에 근거한 손해배상청

구권(<가> 및 <나>에서 열거한 청구권을 제외한다)”

   일본의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채무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데(제509조), 위 제안은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를 해의를 갖고 하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로 하였고 또한 피해 법익이 생명 또는 신체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현실변제를 확보하기 위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를 금지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중간시안의 내용도 같다(제23, 3).
513) 윤진수,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법률신문 제3544호

(2007.4.9.). 이 견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나 기타 다

른 채무의 경우보다 좀 더 강한 제재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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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다.”라고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제750조). 그리하여 채무불이

행과 불법행위는 위법행위에 의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게 되었

다.514) 국내 통설515)과 판례516)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각각 독립해서 성립하며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제496조에 의해 상계가 금지되는지 문제된다. 독일의 학설517)과 

판례518)는 손해배상이 불법행위와 계약에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393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차적으로(primär) 계약상 손해배

상청구로 제소한 경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

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한다.519)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후속손해, 예컨대 

손해배상청구권을 관철하기 위한 소송비용, 지연이자 등도 마찬가지로 상계

514) 주석민법[채권각칙(6)]/김형배, 59.
515) 주석민법[채권각칙(6)]/김형배, 59 주76의 문헌 참조.
516) 大判 1980. 11. 11., 80다1812, 공보 1981, 13401; 大判(全) 1983. 3. 22., 82다카

1533, 공보 1983, 734; 大判 1989. 4. 11., 88다카11428, 공보 1989, 749. 판례 사안에 

관하여 민법주해[XVIII]/호문혁, 166-171 참조.
517) Staudinger/Gursky, §393 Rn. 9; MünchKomm/Schlüter, § 393 Rn. 2.
518) BGH NJW 1967, 2012[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전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

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위반 및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채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보관과는 다른 위임관계에 근거한 수수료채권

(Gebührenforderungen)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를 형법 제266조의 배임

죄에 해당하여 민법 제823조 제2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된다고 보고 상계가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도 수수료 채권은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고 다른 근거

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로 볼 수 없고 순수한 상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

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BGH NJW 1994, 252, 253(원고는 피고은행의 잘못된 안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청구하였다.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도인의 파

산관재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궐석판결로 승소하였다. 이를 반대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피고가 채권양도를 인식한 시점에 상

계적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는 이유로 반대채권의 기판력이 원

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대항사유를 하나의 법적 분쟁에서 심사받

고자하는 채권양수인(원고)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권양도인은 반대채권에 관하여 관심이 

없거나 양수인을 해하려는 의도로 행위할 수 있고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정당화될 수 없고 민법 제407조 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계를 기

각하였다. 원고는 청구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고의의 불법행위의 존재를 주장 및 입증한 경우에는 상계금지를 원용할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조사할 수는 없고 본 사안에서 1심에서는 단지 과실에 

의한 적극적 채권침해가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이를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고

의의 불법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19) Staudinger/Gursky, §393 R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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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지된다고 설명한다.520)

일본의 하급심 판례 중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사실이 불법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521) 이에 대하여는 고의 또

는 중과실에 의하고, 목적물의 인도나 반환 또는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채무

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계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

다.522)

국내에서는 수동채권이 고의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 상

계긍정설, 상계부정설, 절충설(채무불이행이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

에는 상계부정)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523)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경합하는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만 청

구한 경우에 제496조를 유추 적용하여 이 경우에도 상계가 제한된다고 판시

하였다.524)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는 점은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생각건대 제496조의 문언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경우도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이 규정에 포섭된다고 여겨진다. 채무불이행의 성격이 추가되었

다고 하여 갑자기 채권자에게 상계금지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결국 상당히 많은 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가 이 

규정에 해당되어 상계가 금지된다. 채무가 고의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520) Staudinger/Gursky, §393 Rn. 22; MünchKomm/Schlüter, § 393 Rn. 3(불법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채권이라고 표현); Heller, “Der Ausschluss der Aufrechnung,” 459.
521) 東京地裁 1964(昭 39).9.17. 下民15-9, 2208(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5년간 

임대하면서 임료 및 권리금은 240만 엔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총 193만 엔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켜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도쿄지방재판소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이행

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는 동시에 불법행위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522) 林/石田/高木, 債権総論, 311 주 8.
523) 민법주해[XI]/윤용섭, 413. 이 문헌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제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524) 大判 1997. 10. 28., 97다26043, 공보 1997,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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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상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 가령 대여금채무를 고의로 

불이행한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되어 이 규정에 의해 상계가 제한될 것이

다.525) 이러한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다음의 방안에 의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자력 구제 또는 사

적 집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국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채

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절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 둘째, 이 규정의 고의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 규

정상의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 규정의 고의의 의미에 

관하여는 상술할 필요가 있다.

(3) 고의의 의미

민법의 불법행위에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족하고 그것이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526) 

즉 형법에서 인정하는 금지의 착오는 민법에서는 문제되지 않고 금지의 착

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고의가 성립함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 대법원

도 같은 입장이다. 즉, 대법원은 원고(채무자)가 은행대출을 변제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를 받은 연대보증인이자 물상보증인이, 

원고가 작성한 각서에 따라 원고의 양식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양식장 시

설 내에 있던 치어 등을 폐사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양식장 

시설 철거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양식장 내에 있던 치어 등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폐사하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

였다. 또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

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525) 이와 같이 본다면 압류와 상계의 경합 사례에서 변제기기준설을 취하지 않더라도 수동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 바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 규정에 의해 상계가 금지되

어 압류채권자에 상계로 대항할 수 없게 될 것이다.
526) 곽윤직, 채권각론, 2000, 474; 주석민법[채권각칙(6)]/박영식,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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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기각하였다.527) 피고는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

상금 내지 사전구상금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고 원심에서 이 사건 불법

행위를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인용하였으

나528) 대법원에서는 이를 파기하였다.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은 금지착오의 

경우에도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형법에서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제16조) 금지착오

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민법의 해석에서는 정당

한 이유 유무를 불문하고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생각건대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는 금지착오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칙적으로 과

실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도 인정되기 때문에 고의를 형법에서와 같이 엄격

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496조의 상계금지의 

고의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금지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상계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자

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상계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

이 이 규정의 상계금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 상계를 허용하더라

도 불법행위 유발이나 자력구제 방지라는 이 규정의 취지는 훼손되지 않으

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상계만 허용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불이익이 크

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도 피해자의 은행 대출을 대

신 변제한 가해자가 적법한 양식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치어 등 폐사 손

해에 대해서도 상계를 할 수 없고 현실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 규정

의 상계금지 취지에 맞지 않고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피해

자가 가해자의 도움으로 은행으로부터 양식장 운영 자금을 대출받았고, 이는 

치어 등을 구입과도 일정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은행대출에 

관한 가해자의 구상금 내지 사전구상금 채권은 치어 등의 폐사에 따른 손해

배상채무와 일정한 경제적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27) 大判 2002. 7. 12., 2001다46440, 공보 2002, 1943.
528) 부산고법 2001. 6. 15., 99나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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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이에 해당할 것인가에 대

하여 대법원은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보복적 불법행위 유발 

방지와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계가 가능하다고 

본다.529)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가급적 축소하여 해석할 필요가 절실하고 

따라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고의에 의한 법규의 위반이 있더라도 피해에 대한 고의가 없으면 이 규정

의 고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령,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

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에 대

해서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이다.530)

(4) 사용자 책임의 경우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

496조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고, 

사용자의 과실은 직접의 가해행위가 아닌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련된 것이

라는 이유에서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531) 이 판결에 대하

여는, ①과실상계에 있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

지른 자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지만 그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에 있어서는 과

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판례532)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에 대한 

529) 大判 1994. 8. 12., 93다52808, 공보 1994, 2291. 
530) 같은 취지로 Deutsch, “Einschränkung des Aufrechnungsverbots bei vorsätzlich 

begangener unerlaubter Handlung,” NJW 1981, 736 참조(추상적인 보호법률 위반시 상

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
531) 大判 2006. 10. 26., 2004다63019, 공보 2006, 1969. 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이 

대출자를 속여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편취한 사안

에서 이러한 편취행위에 대한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은행은 이 손해배상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과실은 직접

의 가해행위가 아닌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

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의 불

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면할 수는 없다.”
532) 大判 2004. 3. 26., 2003다34045 공보 2004,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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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를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책임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보

는 것은 모순이고, ②가해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는 

판례의 입장533)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비난가능성이 가해자에게 중과실

이 있는 경우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534) 

사용자가 고의가 없다면 불법행위 유발의 우려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고의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다. 사용자가 은밀히 피용자에게 지시를 하여 불법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차단하고 고의의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전보를 확실히 한다는 측면

에서 이 경우에도 상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법원은 종전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

하여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535)536) 2010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변경하여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도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인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537) 따라서 위의 사안에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손

해배상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데,538) 사용자에게 상계를 허용

533) 大判 1994. 8. 12., 93다52808 공보 1994, 2291.
534) 윤진수,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법률신문 3544호(2007.4.9.).
535) 大判 1989. 3. 28., 88다카4994, 법고을; 大判 1996. 12. 10., 95다24364, 공보 

1997, 297; 大判 2008. 3. 27., 2005다75002, 법고을.
536) 한편 대법원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

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어 보험자의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大判 1999. 11. 26., 99다34499, 공보 

2000, 37).
537) 大判(全) 2010. 9. 16., 2008다97218, 공보 2010, 1903.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간략

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인 ○○은행은 ○○건설에 대하여 대출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이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였다. 피고는 ○○건설의 회

장을 맡고 있었는데 ○○건설의 분식회계 실시를 지시하였다. 결국 원고 은행은 피고와 

○○건설의 분식회계에 의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여 부실대출을 하였다. 이는 불법행위

를 성립하여 피고와 ○○건설은 원고 은행의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

를 부담하게 된다. 위 출자전환에 의하여 은행의 주금납입채무와 건설회사의 대출금채무

가 상계되었다. ○○건설의 대출금채무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에 대해 이 판결의 

원심에서는 “원고가 제공한 여신의 회수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

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서울高判 2008. 11. 14., 2007나85890). 
538) 김대정, 채권총론,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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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사용자의 상계권을 행사로 피해자의 가해자(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

권도 소멸하게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채권의 현실 이행을 받도록 하는 제496조의 취지가, 사용자책임의 개입에 

의하여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5) 양 채권이 모두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인 경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상

계를 허용할 것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539)와 동시에 행하여지는 격투

와 같이 하나의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채권 간에는 상계를 허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540) 대법원은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도 이를 수동채권으

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541)542)

생각건대 이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취지가 보복적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

지한다는 데 있다고 보더라도 이것이 관철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먼저 불

법행위를 한 사람은 보복의 목적이 있을 수 없고 후에 불법행위를 한 사람

에게도 개별사안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획일적으로 보복의 의

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543) 또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양 채

권이 동일한 사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특별히 취급하여 상계를 허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6) 압류의 허용 여부

본 규정에 의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가 금

지되는 것이고 별도의 채권자 지위에서 압류명령, 전부명령, 추심명령 등을 

539) 송덕수, 채권법총론, 461: 주석채권총칙(하)/박준서, 687 주 16.

540) 김형배, 채권총칙, 767; 김대정, 채권총론, 435; 김주수, 채권총론, 442; 김상용, 채권

총론, 498. 
541) 大判 1994. 2. 25., 93다38444, 공보 1994, 1092. 
542) 일부 문헌에서는 大判 1967. 12. 29., 67다2034, 2035 집 15-3, 455이 유력설과 같

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김형배, 채권총칙, 767), 동 판결은 과실로 인

한 불법행위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43) 양 청구권이 동일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상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력 구제 금지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독일의 견해로 

Pielemeier, 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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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

자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고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 채권을 취득하여 혼동으로 이를 소멸시키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상계가 금지되는 임금채권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임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아 이를 혼동으로 이를 소멸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544) 

독일에서도 이 경우에 자동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수동채권에 관하

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545)

다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상계금지 규

정을 잠탈(潛脫)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546) 국내 주석서

에서도 이를 탈법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547) 

2. 압류금지채권(수동채권)

(1) 규정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제497조). 독일 민법도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한 그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이를 명시하고 있다(제394조 본문). 일본 민법

(제510조)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548) 수동채권에 관하여만 상계제한을 

두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 민법은 압류할 수 없는 부양료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544) 대결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공보 1994, 3058; 윤석종,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

을 수 있는지 여부,” 547 이하.
545) Staudinger/Gursky, §393 Rn. 2(압류·전부명령 방식은 현저히 번거롭고 피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해자보다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계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MünchKomm/Schlüter, §393 Rn. 1; Gernhuber, 261.
546) 日最判 1979(昭 54).3.8. 民集 33-2, 187. 
547) 민법주해[XI]/윤용섭, 415;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484.
548) 오스트리아에서는 집행법(EO) 제293조 제3항에서 압류할 수 없는 채무 중 대부채무, 

임금채무 등 일부에 대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과 같이 압류금지채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상계가 금지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주석서에서는 개별 사안에서 위 

규정의 보호목적상 상계를 무효로 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Schwimann/Heidinger, §1440 Rn. 14). 예컨대 피부양자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

하여 부양료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것은 부양료채권에 대한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피부양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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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1293조 제3호) 실제는 이 규정을 

확장하여 압류할 수 없는 채무 모두에 대하여 상계가 금지하고 있고,549) 채

권자는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본다.550)551) 스위스 채무

법은 “채권자와 그 가족의 부양을 위하여 현실 이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부양채권과 임금채권과 같이 채무의 성질상 채권자에게 현실 이행이 요구되

는 채무”에 대한 상계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

125조 제2호), 이탈리아 민법(제1246조 제3항)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관

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공무원의 임금채무나 연금채무와 같이 법에 의해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상계가 금지된다.552)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주채무와 반대채권 사이

에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no work, no pay)” 원칙에 따라 형평법상 고려에 의해 상

계가 종종 허용된다.553) 또한 임금채무가 이미 지급되어 은행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554)

우리 민법에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상

계가 일종의 자기집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다.555) 이탈리아에서는, 상계의 수동채권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고 설명하면서 이는 상계의 요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내용인데 확인하는 

의미에서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556)  

549) Carbonnier, n° 337(산업재해로 지급된 연금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550) Cass. civ. 1re, 30 nov 1965, Bull. n° 662; Hauser/Huet-Weiller, n° 1319(비록 채무

자는 상계를 할 수 없지만 부양료의 채권자는 상계를 원용할 수 있다).
551) 김형석, “양육비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247·248(이행기가 도래한 부양청

구권은 포기할 수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양도할 수도 

있다는 프랑스의 학설 또는 판례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552) Mulvenna v The Admiralty[1926] SC 842; Hollinshead v Hazleton[1916] 1 AC 

428.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연금채무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상계가 금

지된다. 현물급여금지법(Truck Act) 1831; Truck Amendment Act 1887/1896; 근로자보

호법(Factories Act) 1937 Section 120(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거나 근로자로부

터 지급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참조.
553) Miles v Wakefield Metropolitan District Council[1987] 2 WLR 795; Cresswell v 

Board of Inland Revenue[1984] 2 All ER 713; The Phoenix[1832] 2 Hagg Adm 420.
554) Jones & Co v Coventry[1909] 2 KB 1029.
555) 이동진,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임금채권 상계제한의 범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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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압류금지와 상계금지를 구별하는 견해가 있다.557) 압류금지와 

상계금지는 그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모두 상계금

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압류금지는 취지는 공취금지

(Zugriffsverbote)에 한하는 것이고 상계금지는 공취금지에 더하여 현실이행

을 보장(Garantie der Effektiverfüllung)하려는 취지가 더하여져 있다고 본

다. 상계는 변제를 받는 채권자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채무를 소멸시키는 채

무자의 행위이기도 한 데 반하여 압류는 오로지 채권자의 행위, 즉 채권에 

의한 만족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상계와 압류를 구별된다.

생각건대 압류금지는 채권자 자신의 만족을 보장한다는 의미이고 상계금지

는 채권의 현실 이행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도 상계를 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고 상계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 전자의 예는 이미 독일 민법 제394조 단서558) 등 다

수의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후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예

컨대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는 금지되지만 이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559) 

이에 대하여 상계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하면 해당채권의 채무자가 

반대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해당 상계금지채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아 혼동으로 소멸케 하여 사실상 상계를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560)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계금지로부터 압류금지가 명문의 규정 없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계금지채권에 대

하여 압류를 허용하더라도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

아야 하며 상계의 우선변제적 효력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상계를 허용하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또한 압류를 허용함으로써 혜택을 얻는 자는 상

556) Prisco, S. 332; Redenti, S. 26; Perlingieri, S. 346(각 Kannengießer,21에서 재인용).
557) Gernhuber, 261 ff. 
558) “그러나 건강보험기금, 공제조합 또는 장례보험기금, 특히 광부공제조합 및 광부조합

의 공제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여금에 대하여는 의무를 지는 출자금으로써 상계할 수 

있다.”
559) 大決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공보 1994, 3058; “특별히 민법 등 법 규정에

서 어떤 채권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하여 그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금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으로 근로기준법주해[III]/정재현, 11-12.
560) 이동진,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임금채권 상계제한의 범위,” 115 주 

50; 하경효, “임금(채권)의 보호 내용과 그 해석에 관련된 문제점,” 4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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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널리 피상계자의 채권자들 모두가 해당하기 때문

에 압류를 허용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 압류금지의 경우 채권자 등 제3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상계금지에서 바로 이를 도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에서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도 개별법에서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다.561) 또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보조금에 관한 채권,562) 학

교법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563)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564) 등은 성질상 압류 또는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압류금지채권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금지되는 것이고 이를 자

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 중 자녀를 양육하

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위자

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

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565)

(3) 압류금지채권의 변형

가. 양도되거나 대위된 경우

561)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제58조 제1항), 공무원 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제

32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제40조), 군인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제7조),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제19조), 기초노령연금법

상 수급권(제13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제86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제5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금등 직접청구권·가불금·정부에 

대한 보상청구권(제40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보상청구권 및 보상금 지

급청구권(제23조) 등.
562) 大判 2009. 3. 12., 2008다77719, 법고을.
563) 大判 1996. 12. 24.자 96마1302,1303, 공보 1997, 527.
564) 大決 2009. 1. 28.자 2008마1440, 공보 2009, 204.
565) 大判 2006. 7. 4., 2006므751, 공보 2006, 1525. 이 판결에서는 양육비채권을 자동채

권으로 하는 상계는 양육 의무 회피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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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된 경우에도 그 성격은 유지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제한된다. 대법원도 이 경

우에는 그 채권의 존재가 채무자의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할 여지

가 없고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채무자의 합리적 기대가 있다고도 할 수 없

으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여전히 금지된다고 판시하였다.566)

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된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고 과실 없이 채권자가 아닌 제3

자에게 변제를 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되면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고 채권자는 변제를 받은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원래 채권의 변형으로서 압류금지채권으로

서 상계금지의 성격을 계승하는가.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되는 유류보조금채

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하여 제

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압류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사안에서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유류보조금채권의 변형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제497조를 유추 적용하여 이를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567)568)

다.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예금채권이 된 경우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

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569) 예금채권은 은행

에 대한 채권으로서 기존의 채권과의 동일성이 상실되었고, 예금채권에 압류

가능채권부분과 압류금지채권부분이 혼입되어 있다면 이를 신속히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

566) 大判 2009. 12. 10., 2007다30171, 공보 2010, 78.
567) 大判 2009. 3. 12., 2008다77719, 법고을.
568)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무효한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을 행사한 자에 대한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는 퇴직금 채권자인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퇴직금과 동일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상계 주장을 배척

한 판결로 大判 1977. 5. 24., 77다309, 공보 1977, 10147.
569) 大判 2008. 12. 12., 2008마1774, 법고을; 大判 1996. 12. 24., 96마1302, 1303, 공

보 1997,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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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현행 제246조 제3항)에 의하여 압류를 취소

할 수 있고,570) 2011년에는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

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

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민사집행법에 신설하였다(제246

조 제2항).

3. 임금채권(수동채권)

임금은 개인 및 국가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이다. 적정 수준 이상

의 임금이 확보되고 그 지급에 문제가 없을 때 개개인의 기본적인 경제적 

수요가 충족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임금채권 보장에 관

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들 간 상계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계의 경우에는 반대채권의 존부 및 그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채권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손해배

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거나 반대채권의 금액을 원래보다 많게 주장하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이 부당하게 지연될 수 있다.

  

(1) 비교법적 고찰

가. 독일

독일 민사소송법 제850조에서 임금의 일정 부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민법 제394조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상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

금 중 압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가 금지된다.571) 그러나 근로자 

측에서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출채무 등에 대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572) 일부 견해는 민법 제39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소송 등의 절차

에서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대하여는 상계금지를 축소하

570) 大決 2008. 12. 12., 2008마1774; 大決 1999. 10. 6., 99마4857, 공보 1999, 2463.
571) MünchKomm/Schlüter, § 394 Rn. 5.
572) Gernhuber,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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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573) 연방대법원은 임금에 관하여 형

성된 상계금지에 관한 원칙을 부양료지급채권에도 적용하였다.574)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이를 대출로 보는 것에 동

의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에게 별도의 대출 채권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575) 이는 장래 채무 또는 이미 존재하는 채무를 미리 이행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는 임금채권을 미리 수령함으로써 해당하는 임금채권을 상실한다. 

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근로자책임법(DHG, Dienstnehmerhaftpflichtgesetz) 제7

조576)에서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것

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근로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받은 후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상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관

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상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상계적상의 발생시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577) 즉 상계적상

이 근로관계 중에 발생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동일하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단 발생한 상계의 효력이 근

로자의 이의권 행사로써 소멸하는 것이냐 아니면 근로자의 이의 없음을 정

지 조건으로 하여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냐에 관하여는 상계의 의사

표시 도달 후 14일 동안 근로자의 이의 없으면 그 때에 비로소 상계의 효력

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상계의 요건은 처음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할 때 완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 것이 채무 승인이나 상계 요건의 승인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578)

573) Gernhuber, 265.
574) BGHZ 30, 36 = BGH NJW 1959, 1275(부양료 채권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부양료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인 부양료 채무자가 부

양료 채무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하는 상계는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575) Gernhuber, 263; MünchKomm/Schlüter, §394 Rn. 5; Staudinger/Gursky, §394 Rn. 

23[이러한 선급금은 다음의 임금채무에서 공제(Anrechnung)된다고 보아 제394조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본다].
576) “①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이 법률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

는 경우는 근로자가 이러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은 확정판결에 기한 상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77) Dullinger,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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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국

영국은 공적 임금(public salary)과 사적 임금(private salary)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상계를 제한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579) 

일정한 공적 임금과 연금은 공공정책이나 법률에 의하여 양도와 압류를 할 

수 없다. 군인, 교사, 성직자, 소방관, 경찰의 특정 임금과 연금에 대하여 법

률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580)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임금 등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어 보다 나은 공직 수행을 이끌어 내려는데 있다. 영

국 법원은 은퇴한 성직자가 법률상 연금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성

직자에 대한 모기지 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

한 사안에서 이러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581)582) 임금

이 모두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는 법률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다. 이와 같이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금액이 은행에 입금된 경우

에는 다시 자유롭게 압류의 대상이 된다는 재판례가 있다.583) 이 경우 상계

도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584)

사적 임금의 경우 법률에 의해 상계를 금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액항변

(abatement)을 허용한 재판례가 있다.585) 현물급여금지법(the Truck Acts)

은 임금감액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직공의 임금 청구에 대하여 공장장이 업

무 수행상 하자를 이유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사안에서 이는 임금산출의 근

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법률상 임금감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 교사가 추가 학생을 받지 말라는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31명을 초

과하여 5명의 추가 학생의 수용을 거부한 학생에 대하여 5/36만큼의 임금삭

578) Dullinger, 137.
579) Wood, n. 12-112.
580) Wood, n. 12-113.
581) Gathercole v. Smith(1881) 17 Ch.D.1, C.A.(Wood, n. 12-115에서 재인용)
582) 이는 법률상 상계에 관한 사안이고 형평상 상계에 관하여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이 있

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583) Jones & Co. v Coventry(1909) 2 K.B. 1029(제대군인인 피고가 제대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 계좌에 입금된 연금을 피고의 채권자인 원고가 가

압류한 사안).
584) Wood, n. 12-116.
585) Sagar v H. Ridehalgh and Son, Limited(1931) 1 Ch.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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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인정한 재판례도 있다.586)587) 반면 노동자 측에서 임금채권을 자동채

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588)

라. 일본

일본 노동기준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노동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의 현실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판례는 임금채무 및 퇴직금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고 본다.589)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기반인데 이를 노동자에게 확실히 수령

하게 하는 것이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이므로 이는 상계금지의 취지를 포함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설도 같은 입장이다.590) 다만, 노

동기준법 제17조에서 임금채권의 상계금지에 관하여 전차금과의 상계를 금

지하고 있고 그 외는 민사소송법상 압류제한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 노동자

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사직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퇴직금을 압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591) 

586) Royle v Trafford BC(1984) I.R.L.R. 184.
587) 그 외에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로 고용주의 지시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는 하

지 않고 일을 주지 않으면서 임금을 삭감한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판결(Cresswell v. 

Board of Inland Revenue(1984) 2 All E.R. 713), 토요일 근무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

여 대체비용(이익손실이 아님)만큼 임금에서 삭감한 판결(National Coal Board v. 

Galley(1958) 1 All E.R. 91)이 있다. 이러한 판결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들이 서로 

견련관계에 있는 형평상 상계 또는 감액항변에 관한 것이다. 
588) East Anglian Railway Co. v. Lythgoe(1851) 10 C.B. 726.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 3달 전에 통지를 하도록 계약상 의무가 있었는데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

였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회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노동자는 3월분의 임금을 반대

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여 상계가 받아들여진 사안이다.
589) 日最判 1957(昭 31).11.2. 民集 10-11, 1413(사용자가 노동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노동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 

1962(昭 36).5.31. 民集 15-5, 1483(노동자의 배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
590) 菅野, 勞動法, 212-213.
591) 石川, “賃金の‘全額払’についての疑問,” 637. 菅野和夫는 임금전액지급원칙은 약소채권

보호를 위하여 사법상 상계제한과 별개로 노동자보호를 위하여 상계금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하고 임금과 전차금의 상계금지는 벌칙을 강화하고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 임금전액지급원칙의 특칙이 된다고 설명하며 판례의 입장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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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입장은 보이

지 않는다.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상계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

고 특히 사용자가 근거가 미약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

러하다. 반면 임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와 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사용

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에서 상계를 허용할 필요도 있다. 

(2) 우리나라의 논의

가. 학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제1항 본문). 이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으

로서 임금의 공제는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에게 생활불안

을 야기하고 근로자의 일신구속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다.592)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상계금지를 포함한다고 본다.593) 그

러나 다른 한편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허용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임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아 이를 혼동으로 

소멸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594)595)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

592) 강기탁, “임금전액지급원칙과 임금에 대한 상계계약의 유효성,” 62.
593) 이동진,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임금채권 상계제한의 범위,” 114; 김형

배, 채권총론, 768; 송덕수, 채권법총론, 464; 곽윤직, 채권총론, 289(근로자 생활의 안정

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한다고 설명); 김대정, 채권총론, 435(다만,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1/2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해석); 김상용, 채권총론, 498(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는 것

은 허용).
594) 大決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공보 1994, 3058; 윤석종,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

을 수 있는지 여부,” 547 이하.
595) 전부명령에 의한 사실상 상계가 허용되어 있고, 사용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 상계는 금

품청산의무위반 등에 대한 형사 처벌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규정에서 상계금지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로 이동진,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과 임금채권 상계제한의 범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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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퇴직금지급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다. 

부정설은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상계가 금지되고, 이 

경우 상계를 허용한다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제

도가 탈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이러한 탈법적인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을 고려하여 통상의 근로

에 대한 임금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596)

긍정설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원인이 된 약정이 무효가 되어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실질이 퇴직금이고, 근로자도 이를 퇴직금의 

일부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에 불측의 경제적 위협을 초래하지 않아 상계가 

허용된다는 견해597),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대해 근로자는 선의의 

수익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퇴직금의 2분의 1

까지만 상계가 허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고 사용

자의 퇴직금채무 지급불능위험을 줄여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598)가 있

다.

나. 재판례

대법원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

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

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599) 

596) 김홍영,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217; 이영배, “퇴직금 선지급의 법적 효

력,” 384.
597) 김용진, “퇴직금 월할지급 약정의 효력과 관련 쟁점,” 251.
598) 하경효,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효력과 분할 지급된 금원의 성격,” 30.
599) 大判 1993. 12. 28., 93다38529, 공보 1994, 528; 大判 2011. 9. 8., 2011다2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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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

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때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

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600) 다

만 민사집행법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46조 제1항 

제5호)601) 민법은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97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

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보았다. 즉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상

계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

하여는 절대적으로 상계가 금지된다는 판결이다.

이 판결의 반대견해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 등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액수가 다액이라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전액 상계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례 입장에 대하여는 임금채권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조

정적 상계는 압류금지채권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602) 또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

로자의 퇴직금채권이 서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하여, 

법고을(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재직 중 발생한 미지급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자, 지방자

치단체가 행정자치부 지침의 오인 등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초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초과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휴일근무수당청구권과 상

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
600) 大判(全) 2010. 5. 20., 2007다90760, 공보 2010, 1132.
601) 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602) 이동진,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임금채권 상계제한의 범위,” 120-121. 

이 견해는 임금전액지급원칙은 상계제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임금의 2분의 1 범위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상계도 금지된

다고 본다.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법리(조정적 상계)가 압류금지채권에 관하여도 

적용되지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및 중간정산제(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조정적 상계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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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채권은 발생시점이나 지급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비판하면서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금지

를 규정한 법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퇴직금을 조기 

분할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 정산 절차를 엄격히 따라

야 한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603) 

(3) 검토

임금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상계를 금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

정적 상계를 인정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조정적 상계에 해

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논리는 그 결론에 있어서는 합리성이 있다고 생

각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 범위에서는 상계를 

금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상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

어두는 것으로서, 임금에 대한 상계금지의 취지를 도모하면서도 구체적인 사

안에서 타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본 비교법적 고찰에서

도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예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임금전액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

문이나 퇴직금 중간 정산을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전면적으로 상계금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상계가 허

용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으로 선해하는 태도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논거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조정적 상계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합당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임금채권에 관하

여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논리는 압류금지채권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적 상계를 불허하는 이유를 압류 금지

에서 찾기 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유지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임금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조정적 상계도 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 타

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604) 상계를 금지하고, 나머

603) 김재형,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28. 또한 이 견해는 퇴직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퇴직금과 임금을 구별하고 있고 당사자의 의사도 이를 구분

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을 임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26면).
60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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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적 상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임금은 지급기

일에 지체 없이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증명이 어려운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605)

제5절 국가채권과 상계

1. 서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국가채권의 상계에 관하여 통상 공법상 채권의 상

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공법상 채권은 그러한 채권의 판결에 있어 공법의 

규율을 받는 채권을 의미한다.606) 공법상 채권의 의미에 관하여는 채권을 

규율하는 법이 공법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채권에 관한 관할 법원이 행

정법원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채권이 국가의 고권적 작용에서 발생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채권을 대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국가 등이 보유하

는 채권은 그것이 공행정작용에서 발생하였든, 사경제작용에서 발생하였든 

국가재정 문제와 직접 연결되고 국가라는 거대한 하나의 법인격에 귀속된다

는 점에서 사인이 보유한 채권과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독일, 오스

트리아, 스위스에서도 국가가 보유한 채권의 상계에 관하여 민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기타 공법상 채권에 관하여는 관련 특별법상 규정에 의하

거나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의미에서 공법상 채권이라는 표현 보다는 국가채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채권도 여기의 국가채권에 포함

된다. 공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적 주체가 보유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권 상계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 

주요 쟁점은 ①상계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②조세채권, 벌금채권 등 

605) 이는 결국 상계의 견련성 및 확실성 요건이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가능 여부를 판단하

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606) Dullinger,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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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국가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③전혀 관련성이 없는 채권 

사이에 상계를 인정할 것인가 ④관할 법원에서 반대채권에 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소송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이다. 

2.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1) 사법상 채권

독일 민법 제395조는 “연방 또는 주의 채권 및 기초지방자치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체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채무자의 급부가 상계자의 채권이 지급을 

얻을 금고와 동일한 금고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상

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적 단체의 채권에 일정한 

특권을 부여하여 하나의 공적 단체가 여러 다양한 금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마치 다른 법주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다루고 있다. 즉 사

인의 경우 수개의 금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격인 한, 상계를 

하는데 제한이 없으나 공적 단체(연방 또는 주 및 기초지방자치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체)의 채권에 대하여는 다른 금고에 대하여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고채권에 대하여 다른 계정(statio fisci)에 대한 채권으

로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보통법과 중요 법률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

었고607) 위 규정은 단지 이를 기초지방자치체와 다른 지방자치체에 확대한 

것이다.608)

여기서 금고(Kasse)란 공법상 목적을 위하여 정해진 금전잔고 자체를 관

리하는 직무상 지위(Amtsstelle)을 의미한다.609) 이는 금전잔고로 특정될 수 

있는 유동적인 수입을 입금하고 금전잔고의 목적에 따라 그로부터 지급할 

지출을 실현하고 행정장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금고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시점이다.610) 처음 상계

607) Windscheid/Kipp, 493; PrALR(프로이센일반란트법), 1부 16장 제368조(국고채권은 다

른 곳에 대한 변제로는 상계되지 않는다.), 제369조(채권과 반대채권이 같은 행위 또는 

근거에서 발생하더라도 상계는 이루어지는 것은, 계정체계상 반대채권이 주채무가 지급되

어야 하는 계정과 같은 계정기초에서 지급될 수 있는 때에 한한다.); Staudinger/Gursky, 

§395 Rn. 3.
608) Motive II, 114 = Mugdan II, 63. 
609) Staudinger/Gursky, §395 Rn. 6.
610) Staudinger/Gursky, §395 R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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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상 시에 금고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후 금고의 변경이 발생하여 금

고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게 된다.611)

위 민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법상 채권뿐만 아니라 공법상 채권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문제된다.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기본법 제72조, 

제74조에 따라 연방에게 주의 공법상 채권에 관한 규율 권한을 부여하지 않

았기 때문에 입법자가 민법에서 공법상 채권을 규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612) 또한 조세기본법(1977) 제226조 제3항은 “조세채무

자는 조세채권관계상 채권에 대하여 오직 다툼이 없거나 확정된 반대채권으

로만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세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반면 조세기본법 규정은 조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채권에 국한하여 적용될 

것이고 그 외의 국가채권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조세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국가채권에 관하여는 사법상 

채권과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613) 

2) 공법상 채권

보통법 시대에는 원칙적으로 공법 관계에서도 상계를 허용하였고 예외적으

로 국고 특권(privilegium fisci)에 의해 이를 제한하였다.614) 그 후 제국법

원은 계속하여 공법관계에서의 상계를 허용하는 판결을 하였고,615) 이는 국

가가 하는 상계뿐만 아니라 사인이 하는 상계도 허용하는 것이었다. 연방대

법원도 민법 제387조의 동종성은 채무 목적의 동종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

권의 법적 성격이나 법적 근거는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

고,616) 연방행정법원도 민법의 상계 규정이 당연히 유추 적용된다고 본

다.617) 이에 관해 비경제적인 급부의 교환을 피한다는 상계의 취지는 민법

611) 예외적인 재판례로 연방대법원은 독일 제국의 붕괴에 따라 반대채권에 관한 금고

(Kasse)가 없어지고 이를 대체하는 다른 금고가 만들어지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금

고의 동일성이 없지만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BGH NJW 1951, 599 = BGHZ 

2, 300). 
612) Herbsleb, 97.
613) Staudinger/Gursky, §395 Rn. 9.
614) Pietzner, 453.
615) RGZ 47, 330 ff; RGZ 77, 411; RGZ 80, 371(372); RGZ 93, 156; RGZ 155, 243.
616) BGHZ 5, 352; BGHZ 16,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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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법 영역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

다.618)

연방행정법원은 상계는 행정집행과 달리 다른 채권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

제적인 탈취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채권을 희생하여 채무를 이행

하는 것이므로,619) 집행법상 조치와 법체계상 관련이 없고 급부명령을 필요

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620) 

(2) 스위스

스위스 채무법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계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로 

공공단체(Gemeinwesen)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 채무를 규정한다(제125

조 제3호). 여기서 공공단체는 연방, 주, 지자체, 주의 공법인 등이 포함된다

고 하나 공공단체가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해 소유하는 주식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621) 이 규정 자체에서는 반대채권의 법적 성격 즉, 자동채권이 사법

상 성격을 가지는지 공법상 성격을 가지는지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

지만 자동채권의 성격에 관하여는 사법상 채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

설과 판례의 입장이다.622) 국고특권은 여러 이유를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존

속하고 있다. 하나는, 권력분립이 오늘날과 같지 않던 시기에, 입법자의 특권

상 이러한 상계금지를 좀처럼 문제 삼지 않거나 행정상 합목적성의 측면에

서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 후 개별 국가 기관이 독립적인 법적 주체이고 상

계는 상호대립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를 극

복하고 점점 더 강조되었던 견해는 국가 기관은 모두의 보다 높은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수단을 사용하고 이를 위하여 현실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단체의 채권이 공법상 권원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국고 특권은 인정되

617) BVerwG NJW 1958, 1107(원고가 수입한 설탕에 대하여 피고인 설탕수입청이 인수결

정을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수입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을 행정법원에 청구

한 사안이다. 이는 당시 설탕법 제9조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피고가 기존에 

과잉지급한 보조금반환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한 데 있었다. 연방행정법원

은 일부 금액에 관하여 상계를 인정하였다.)
618) Herbsleb, 15; Lüke/Huppert, “Die Aufrechnung,” 165.
619) Pietzner, 457.
620) BVerwG, DÖV 1972, 573(FN 11).
621) ZK-Aepli, Art. 120 OR N 98.
622) Zbl 68, 167, 68; ZK-Aepli, Art. 125 OR 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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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것이었다.623) 

공법상 채권 간 상계에 관하여는 공법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판단하

고624)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법인은 일반법원칙에 따라 공법인, 

사법인, 자연인에 대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고 자신이 가지는 채권을 자

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625) 다만, 상계의 일반요건을 충족하지 않

거나 상계를 금지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한 당사자

가 사인인 경우에는 달리 금지규정이 없는 한 공법인 측에서 하는 상계는 

허용되나 사인 측에서 하는 상계는 특별히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거나 공

법인 측에서 이를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허용된다.626)

공법상 채권과 사법상 채권 사이의 상계는 여덟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스위스 채무법 제125조 제3호 사안(⑥)을 제외하고 모두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627)

<수동채권이 사법상 채권이고 자동채권이 공법상 채권인 경우>

① 사인 간 상계

② 사인이 공공단체에 대하여 하는 상계

③ 공공단체간 상계

④ 공공단체가 사인에 대하여 하는 상계

<수동채권이 공법상 채권이고 자동채권이 사법상 채권인 경우>

⑤ 사인 간 상계

⑥ 사인이 공공단체에 대하여 하는 상계(스위스 채무법 제125조 제3호)

⑦ 공공단체간 상계

⑧ 공공단체가 사인에 대하여 하는 상계

②에 해당하는 재판례로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과 전기공급계약에서 발생

한 전기료채무를 사법상 채무로 보고 이에 대하여 사인은 공법상 또는 사법

상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628) ④에 해당하는 재

623) BK-Silur, Art. 125 N 209.
624) BGE 111 V 102.
625) BGE 111 Ib 158; 107 III 143.
626) BlZüR 83, 1984, 121 Nr. 43.
627) ZK-Aepli, Art. 120 OR, N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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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사법적 성격을 가지는, 사무실 집기 구매에 따른 매매대금채무에 대

하여 우편전신전화국(PTT)이 다른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공법상 채권인 상

품거래세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상계를 허용하였다.629) 

(3)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법 제1441조 제2문은 “국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다른 국

고에 대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그 취

지는 상계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데 있다.630) 이는 사법상 채권뿐만 아니라 

공법상 채권에도 적용된다.631) 국가 측에서 다른 금고에 속하는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632)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연방의 금고에 국한되고 

주, 지방자치체, 도시는 다수의 보조 및 특별 금고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

된 장부가 있을 뿐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633) 이는 명문으로 지

628) BGE 76 II 103 ff(오늘날 통설은 공기업과 이용자 사이의 관계는 특별한 권력관계가 

발생한다면 공법상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원심에서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계약상 합의에 

기하여 행하여졌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규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결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공법관계도 계약형식으로 규율될 수 있고 결정적인 것은 기

업과 구매자 사이의 전기공급조건이 결정되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일방적으로 기업에 의

해 그전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가지고 같은 상황에서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

다면 공법상 관계이고 이용관계가 기업과 이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전기료와 같이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다르게 형성할 수 있다면 사법상 계약관계가 된다. 이 판결

의 사안에서는 미리 정해진 요금표가 있지만 이는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

이고 실제로도 1937년에 이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전기공급회사)과 피고(이용자) 사이에 

전기료를 인하하는, 이와 다른 내용의 특약이 체결된 바 있었다. 따라서 전기료 지급 채

무는 사법상 성격을 가지고 이에 대한 상계는 허용된다.).
629) BGE 107 III 139 ff(물품인도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은 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이에 대한 

상계의 허용 문제도 본질적으로 연방 민법에 따라 판결하여야 하고, 연방 행정국에 대한 

사인의 사법상 채권에 대하여 다른 행정국이 그 사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법상 채권

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 여부의 문제는 행정법상 절차가 아니라 민사절차에서 판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630) Dullinger, 258; Schwimann/Heidinger, §1441 Rn. 16; Rummel/Dullinger, §1441 Rn. 

21.
631) VwGH E 1990/11/12 88/15/0064 1. 그러나 이 규정은 민법의 적용범위에 국한하여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공법상 채권 사이, 사법상 채권에 대하여 공법상 채권으로 

하는 상계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행정법

에서 상계에 관한 일반적인 규율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련의 특별법상 규정은 상계를 

행정법상 제도로 인정하고 있는 듯 보인다(Dullinger, 241).
632) Mayrhofer, 606; Schwimann/Heidinger, §1441 Rn. 16; Rummel/Dullinger, §1441 

Rn. 21.
633) Dullinger,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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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체 등의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 독일 민법과 다른 부분이다.

공법상 상계의 허용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는 없는 듯 보이

고,634) 상계가 아닌 다른 법 제도에 관하여도 손해, 과실, 착오급부반환 등

에 관하여 민법 규정 및 원칙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에 

의거하여 그 요건 및 효과를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635) 

공법상 주체의 상계의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행정청 등의 상계의 

의사표시는 항상 행정행위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이에 반대한다. 

이는 고권적 처분이 아니고 이를 행정행위로 보면 상계 결정은 공정력을 가

지게 되어 상계의 요건이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636)

공법상 채권과 사법상 채권 사이의 동종성은 채권의 권리구제방법이나 채

권자의 고권적 지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대상 즉 급부의 

내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637) 

문제는 소송절차상 진행에 관한 것인데, 반대채권에 관하여 재판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상계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민사소송 중

에 공법상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한 경우에 민사법원에서는 공법상 채권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대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상계항

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권한을 넘는 일이 된다. 반대채권에 관하여 다툼이 없

거나 반대채권이 확정된(rechtskräftig) 경우에는 상계 판단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헌법소송638), 행정소송639), 민사소송640)에서 각각 이를 긍정하

634) Dullinger, 242.
635) Dullinger, 243.
636) Dullinger, 246.
637) Dullinger, 249.
638) VfGH Slg 8288/1977(병원법(KAG) 제57조 이하에 의해 연방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

하는 목적보조금은 공법적 성격을 가지고 이에 관한 결정은, 연방에 대한 재산법상 청구

권에 관한 관할은 헌법재판소가 가진다는 연방헌법(B-VG) 제137조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서 관할을 가진다. 연방의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지급반환채권도 헌법재판소가 관할을 가

진다. 헌법재판소법(VerfGG)에서 상계항변의 허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제35조 제1항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

3항과 제411조에서 상계항변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계항변은 허용된다. 연방정부가 공

공병원의 주체인 린츠 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린츠 주가 1972년부터 1975년까지 

사이의 보조금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연방에 청구

하였고 연방은 1956년과 1957년 초과지급한 보조금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하였다. 헌법재

판소는 보조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계는 판단하지 않았다.).
639) VwSlg 14046 A/1994.
640) SZ 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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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판례가 있고 통설641)도 이를 긍정하고 있다. 

반대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 반대채권에 관하여 관

할이 없는 법원이 상계항변을 판단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다수설642)과 판

례643)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행정법원은 통상 반대채권이 확실성

(Liquidität)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반대채권이 확실성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상계를 불허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상계

를 허용하면 반대채권에 관하여 상계의 범위에서 기판력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헌법이 부여한 재판권을 넘어서는 결과가 되어 기판력에 관한 민사소

송법 제411조 제1항 2문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644) 

(4) 영국

영국은 최고재판소 규칙(Rules of the Supreme Court Order) 제77조 제

6항은 세금(taxes, duties)과 벌금(penalties)에 대하여 사인은 이를 자동채

권 또는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 외 채권을 정부

가 제소하면 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계 또는 반소를 할 수 있다. 정부

가 피고가 된 경우, 정부 부처의 이름으로 제소된 경우에는 반대채권이 정부 

부처와 관련되었다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상계나 반소제기를 할 수 있

다.645)

이와 같이 영국은 상계에 관하여 ①정부를 우대하고 ②세금, 벌금채권을 

우선시하며 ③반대채권도 같은 정부 부처에 관한 것이라면 넓게 허용한다.

(5) 미국

주 정부가 소제기를 한 경우 사인인 피고는 주 정부의 승인 없이는 독립적

인 채권에 기반하여 상계하거나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646) 이를 허용하는 

641) Dullinger, 250(FN 44, 45).
642) Dullinger, 250.
643) VwGH E 2007/05/23 2007/13/0033.
644) Dullinger, 251.
645) Wood, N 12-172. 영국에서 정부에 의한 민사소송은 정부 부처 또는 법무부장관

(Attorney-General)의 이름으로 제기한다(1947년 국가소송법(Crown Proceedings Act) 

제17조 제2항). 상호대립성 요건에 관하여 정부부처가 각각 하나의 법인격을 형성한다. 

해당 채권에 관하여 적합한 정부 부처가 없는 경우나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제소한다(Wood, N 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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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주는 자신의 동의 없이는 제소되지 않는다는 규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주 정부가 청구한 채권과 같은 행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였

거나 이와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으로 상계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

용된다.647) 주 정부의 소제기는 주권 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

는 시효완성을 제외한 다른 항변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상

계는 같은 사건에서 발생한 반대채권으로만 가능하고 주채무를 기각 또는 

감축하는 것에 한한다.648) 미국 정부가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

률관계에서 발생한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된다.649)

정부 조세채권 청구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650) 그 이유는 세금은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확정 및 징수에 있어 개인 납세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의

무 또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매해 세

금 부과의 액과 세금이 부과되는 목적이 세금 부과 이전에 확정되어 있고 

징수금은 그렇게 정해진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정부가 조세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도 금지된다.651) 첫째,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소인(cause of action)이 없고 이를 위해 특별히 규정

한 입법적 수단만이 존재한다. 둘째, 상계는 일반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조세채권은 계약의 일반적인 특색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기원과 발생, 집행 

방식에 있어서 계약의 기술적인 개념이나 일반적인 생각에 걸맞지 않다. 셋

째, 세금은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정치 조직체

와의 관련하여 단정된 임의적인 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이다. 넷째, 세금은 

646) 20 Am. Jur. 2d §63.
647) The Fort Fetterman v. South Carolina State Highway Dept., 261 F.2d 563 (4th 

Cir. 1958), on rehearing 268 F.2d 27 (4th Cir. 1959)(선박이 다리에 부딪혀 피해가 발

생하여 주 정부가 선주에게 2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충돌로 

인한 수선비용 등으로 발생한 17만 5천 달러의 반대채권을 주장하였다. 1심은 피해는 오

로지 선박 운항상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은 다리 공사가 정부가 승

인한 계획 및 제원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에 위반한 것이 위 충돌에 기여하였다는 

증명은 다리의 소유주인 원고가 부담하고 이에 관한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648) Burgess v. M/V Tamano, 382 F. Supp. 351 (D. Me. 1974).
649) 20 Am. Jur. 2d §69.
650) 20 Am. Jur. 2d §67.
651) 20 Am. Jur. 2d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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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세금은 사법절차에서 확정되고 결정되

는 개인의 사적 권리나 재산에 관한 절차나 개인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한해에 세금이 과잉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그 다음해에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상계될 수는 없다.652) 그러한 과세오납이 자진하여 또는 착오로 또

는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항목은 체납하고 다른 

항목은 과잉 지급한 납세자도 상계를 할 수 없다.  

(6)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조세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허용하였다.653) 세

무서장은, 원고의 1949년분 급여소득세등의 체납금(29만여엔)으로 체납처분

을 하여 1950년 원고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여 1951년 3월 매각하였다. 원

고는 이러한 매각처분에 대하여 재조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처분의 취소할 것

을 구하였다. 세무서장은 1951년 5월에 위 매각처분이 담합으로 입찰되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거액의 손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법 제1조의 손

해배상을 청구하여, 원고의 위 체납금에 대해 위 손해배상금으로 상계하였

다. 피고는 매각처분에 위법 또는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설사 그러

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여도 조세채권의 성질상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국

세는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것 외에 다른 채권과 성질을 달리하지 않기 때

문에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계는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일본의 학설과 판례, 행정실무는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의 공법적 우위

성을 강조하는 당시의 조류에 맞추어 이러한 상계를 부정하는 입장을 확고

히 하고 있었으나,654) 본 판결에 의하여 이러한 입장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

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1958년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어 “국세와 국가에 

대한 채권 중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의 별단의 규정이 없

다면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제180조)는 취지의 명문이 신설되었고

652) 20 Am. Jur. 2d §67.
653) 東京地裁 1955(昭 30).10.18. 下民 6-10, 2158. 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日最判 

1960(昭 35).12.23. 民集 14-14, 3166(상급심에서 상계 주장을 철회하였다).
654) 菊井, “租稅債權と一般の債權は相殺できるか,”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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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관하여도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일본 국세통칙법 제122

조에는 이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환부금 등에 관계된 채권과 국가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도 또한 마찬가지로 본

다”는 후문이 추가되어 조세채권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세환급채권을 가지고 국가 채무에 관하여 상계를 하는 것

도 제한하여 상계금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논의

(1) 관련 규정

국가채권의 상계에 관하여 민법이나 다른 공법에서 일반적, 직접적으로 규

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

3항에서 국가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와 계약상대방의 지체상금을 

서로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국가보훈처장은 대부원리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보훈급여금 채무

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납입고지서 송부 후 당해 채권이 국가의 채무와 상계된 경우 잔액이 있으면 

납부서를 새로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이 규정은 

비록 시행규칙에서 위치하고 있으나 국가채권 일반에 관하여 상계가 허용된

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2) 재판례

대법원은 국가가 부당하게 공매처분하여 이를 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

무에 대하여 국가가 벌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655) 원고는 자신의 피용인을 통하여 금화를 밀수하려다 적발되어 관

세법위반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8억원 및 금화 1kg짜리 28개 

몰수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그 후 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되

어 최종적으로 벌금 11억 17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금화 공매 대금 

가액에 대해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국가

는 위 벌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주장하였다. 

655) 大判 2004. 4. 27., 2003다37891, 공보 2004,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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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656)은 벌금형은 비록 이를 집행할 때에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준용되

고 검사의 집행명령에 집행력 있는 집행 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는 

있으나, 그 집행절차상 일반 민사채권의 집행과는 달리 여러 가지 특수성(납

부명령 및 독촉, 소재수사 및 출국금지 조치, 징수명령 등)이 인정됨은 물론, 

자연인에 대하여 부과된 벌금에 관하여는 노역장 유치에 의한 집행도 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본질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민사소송절차에 의

하여 권리보호를 받는 민사법상의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상계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한해 이를 허용

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그 이유로 ①벌금도 일정 금액으로 표시된 

추상적 경제가치를 급부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점에서는 다른 금전채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고, 다만 발생의 법적 근거가 공법관계라는 점에서

만 차이가 있을 뿐이나 채권 발생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급부의 동종성

을 결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는 점, ②벌금형에 있는 납부명령 및 독촉, 소재

수사 및 출국금지 조치, 징수명령 등의 집행절차상 제도와 노역장 유치에 의

한 집행제도들은 확정된 벌금의 징수를 용이하게 하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

이고 그러한 제도들의 존재가 벌금채권의 실현을 더욱 확실히 담보하는 상

계의 가능성을 배제할 근거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벌금형을 자동채

권으로 하는 상계만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를 다른 채권자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점을 설시한다.

이 판결에 대하여, 민법상 상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벌금형에 관한 

특수한 제도는 벌금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측에서 보다 

강력한 징수 수단으로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고, 

검사가 소송수행자로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의 벌금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결론에 동의하는 견해가 있다.657) 

(3) 검토

국가채권의 상계는 국가에 대한 상계와 국가가 하는 상계를 구별하여 보아

656) 서울高判 2003. 6. 27., 2003나5599.
657) 심준보, “벌금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부,” 142 이하. ①벌금 채권은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국가에 대한 채권은 그 만족이 사실상 보장되어 상계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크지 않고, ②벌금채권에 대한 상계를 허용하면 형벌권 행사가 침해될 

수 있고, ③예산 회계 기능의 수행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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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발생 원인에 있어서 공법상 채권과 사법상 채권을 구별하여야 한다. 

국가에 대한 상계와 국가가 하는 상계를 구별할 필요성은 ①국가는 채무 이

행을 확실히 하는 반면 사인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②국가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볼 때 사

인의 채권 보다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공법상 채권과 사법상 채권을 구별할 필요는 ①공법상 채권을 확보하는 것

이 공익적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고 ②공법상 채권은 행정법원에서 확정되

어야 한다는 관할의 문제가 있다는 데 있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은 반대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

문에658)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상계를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행정법원이 관할을 가지는 공법상 채권을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대하여, 관할이 없는 민사법원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다만, 벌금채권

은 형사판결에 의하여 발생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추가적인 확정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관할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

국가가 가지는 법인격이 하나라고 하여 전혀 관계가 없고 분야가 상이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국가가 우리 생활에 관여하는 

부분이 광대하여 서로 관련이 없는 법률관계가 단지 당사자가 국가라는 이

유만으로 연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형사재판으로 확정된 벌금채무, 교

통법규 위반에 의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임금채권, 물

건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토지 수용에 따른 수용금채권 등 서로 다른 채

권을 상계로 처리하는 것은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②행정력의 낭비를 초래

할 수 있다. 앞의 예와 같이 서로 관련 없는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하기 

위하여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하여 정부 전체가 연결되는 전산망을 형성하도

록 요구하는 것은 행정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수 있고 개인정보유용의 

위험도 커지게 된다. ③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법적 검토에서도 정부 일반에 

관하여 관련 없는 채무 사이에 상계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 측에서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

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상계는 자동채권을 희생하

여 수동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채권 급부를 수령할 권한과 

658)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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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채권을 이행할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가의 경우 자동채권

의 급부를 수령할 권한과 수동채권의 이행 권한은 서로 다른 부서에 귀속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부서와 채무지급을 담당하는 부서

가 다르다는 것이다. 앞의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채권의 경우 상계의 의사표

시를 소송수행자가 재판상 행사하였다. 소송수행자는 항변을 제기할 권한은 

있지만 벌금형을 집행하거나 채무를 소멸시킬 권한은 없다. 상계의 경우 수

동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수행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 재판상 상계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

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송 외 상계의 경우에는, 달

리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을 집행하고 수동채권을 이행할 권한을 

모두 갖는 기관(상위부서)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다. 상계는 자

동채권의 집행과 수동채권의 이행의 성격을 모두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관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소송수행자는 재판절차에서 이러한 상계

를 원용하는 의미의 상계항변을 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한다.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법률유보 원

칙). 자동채권의 집행근거와 수동채권의 이행근거를 결합하여 상계의 근거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는 있겠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특히 공법상 채권

을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하여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상계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는 공법상 상

계에 관한 세부적인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다만, 상계가 아닌 다른 법 제

도에 관하여도 손해, 과실 등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 및 원칙에 의거하고 있

으므로 상계의 경우에도 부족한 대로 민법에 의거하여 그 요건 및 효과를 

규율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659)

4. 소결

국가채권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는 요건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659) Dullinger,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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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세채권, 벌금채권에 대한 상계

② 업무 동일성이 없는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

상계를 인정하면 상계로 인하여 주채무의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반대채권의 존부 및 금액, 상계 요건의 충족 등에 관

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반

대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주채무 전액

에 대하여 사실상 이행을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의 조세징수

는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사인의 상계 주장에 의하여 조세징수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서 비교법적 고찰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도 조세채권의 상계에 관하여 특례를 두고 있

다. 스위스는 통설과 판례에서 조세채권에 대한 상계를 제한하고 있다. 영국, 

일본과 같이 조세채무에 대한 사인의 상계를 금지하는 방안과 독일과 같이 

다툼이 없는 채권으로만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사견으로

는 원칙적으로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같은 조세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으로 하는 상계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존부 및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상계를 허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벌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벌금채권은 

채권의 집행으로서 성격 보다는 형벌권의 집행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

에 상계로써 이를 저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벌금형은 확정시에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상계로 그 집행을 저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벌금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여

러 가지 수단을 강구할 것이기 때문에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인이 국가에 대하여 하는 상계 일반에 관하여는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

이 동일한 금고에 대한 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폭넓게 허용하는 입장, 스위스

와 같이 채권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 상계를 허용하는 입장, 일본과 같이 상

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이 있다. 국가의 사법상 채권에 대한 상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경제 작용도 간접적으로 공익에 기여하

는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업무의 동일

성660)이 있거나 견련관계에 있는 채무 사이661)에 한정하여 상계를 긍정하는 



- 150 -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금고(계정)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는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 편의에만 치우쳐 있다고 여겨진다. 사인이 근거 없는 반대채권으로 상

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아 기각할 수 있을 것이고 공

익 보호의 측면에서 폭넓게 남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부처를 기준

으로 하는 방안은 정부부처가 자주 개편된다는 점에서 국민에 혼란을 초래

하기 쉽고 관련 없는 업무도 같은 부처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지나치게 

넓은 기준이어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국가가 사인에 대하여 하는 

상계에 관하여도 업무의 동일성과 견련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무의 

운용과도 맞고 사인과의 형평에도 부합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제6절 채무의 견련관계가 상계에 미치는 영향

1. 문제제기

상계의 대상인 채무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계를 상계의 견련성 또는 

견련관계이라 한다. 양 채무의 견련관계는 상계의 요건이 아니다. 서로 대립

하는 채무이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채무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

도 상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와 그렇지 않

은 채무 사이의 상계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에는 

상계를 할 필요성과 상계에 대한 당사자의 기대가 더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에 대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

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와 매매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

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는 그 상계기대의 크기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매매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 채무와 매매대금지급채무는 

660)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명칭, 기능,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 보유 여부, 담당 기관 또

는 부서 등에 비추어 같은 행정 단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기대할 수 있다면 업

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소득세징수업무와 소득세과오납반환업무는 서

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소득세업무와 상속세업무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661) 공사대금채무와 도급인(국가) 또는 수급인(공사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담당 부서가 다르더라도 견련관계가 있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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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대가관계에 있고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매매목적

물 가치의 일부를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매매대금과 대가관계에 있

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구별은 당사자의 변제능력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어느 한 쪽의 자력이 악화되고 채권양도나 압류 등에 

의하여 제3의 이해관계자가 개입하여 상계의 인정 여부에 따라 채권 만족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의미를 가진다. 

2. 비교법적 검토

상계를 인정하게 된 출발점이 되는 로마법에서는 견련관계를 중심으로 상

계가 발달하였다.662) 성의소송에서 심판인은 배상액을 결정할 때 청구채권

과 같은 원인에서 발생한 반대채권을 고려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 

(1) 영국

영국의 감액항변과 형평상 상계는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채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감

액항변의 취지이므로 반대채권이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에 감액항변이 인정된다.663) 형평상 상계는 

법률상 상계와 달리 양 채무가 같은 거래(the same transaction) 또는 밀접

하게 연관된 거래에서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는 양 채무가 동일

한 계약에서 발생하였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채권이 주채무가 

발생한 거래행위와 분리할 수 없이 연관되어 있거나664) 양 채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원고의 청구권원이 기각되는 것을 의미한다.665) 특정한 상황에서

는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도 형평상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666) 

662) 로마법상 상계에 관하여는 제2장 제2절 1. 참조.
663) Derham, n. 2.89; 2.123.
664) Bank of Boston Connecticut v European Grain and Shipping Ltd [1989] 1 AC 

1056.
665) Bartlett v Barclays Bank Trust Co Ltd(No 1)[1980] Ch 515, 538, per Brightman J.
666) The Angelic Grace [1980] 1 Lloyd's Rep 288: 선박의 소유주가 용선주(charterer)와 

연속되는 세 개의 용선계약(charter-party)을 체결하였다. 세 번째 용선계약이 만료된 이

후 선박이 돌아왔을 때 그 선박에는 용선주에게 인도하여야 할 몇 개의 궤(bunker)가 있

었다. 한편 선박의 소유주는 용선주에게 두 번째 및 세 번째 용선계약 중에 발생한 선박 

인부의 손해로 인한 용선계약상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궤의 인도 채권과 인부 손

해배상 채권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상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세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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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형평상 상계에서 양 채무의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인정한 예를 보면 ①피고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원고가 

별개의 거래에서 다시 이를 피고에게 양도한 사례에서 원고의 매매대금 청

구에 대하여 피고는 처음 양도 거래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두 거래가 별도로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상계를 

인정하였다.667) ②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는데 수급인은 자신의 근로자가 접근을 차단당하여 발생한 손실 등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양 채무의 견련성을 인정하였다.668) 

③피고 은행은 시멘트 가격 및 체선료(demurrage)에 대하여 신용장을 발행

하였다. 신용장의 수익자인 원고는 일부 화물에 대한 체선료의 지급을 주장

하였다. 피고 은행은 그 전에 다른 화물에 관하여 위조된 문서에 기하여 지

급한 신용장 대금의 반환을 주장하며 이를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 법원은 비록 양 채무가 다른 화물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들 화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신용장이 발행되었으므로 결국 양 

채무는 같은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고 형평상 상계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

였다.669) ④임대인의 차임지급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다. 차임지급의 근거가 되는 계

약과 사용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은 별도로 체결되었지만, 

법원은 양자가 견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670) 

(2) 프랑스

양 채무의 견련성을 상계의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견련성은 두 가지 점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소송절차에 있어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는 소송 지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상계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671) 신민사소송법(NCPC) 제70조 제2문672)은 양 채무가 견련성이 

용선계약은 같은 선박에 관한 것이었고 같은 용선주에 관한 연속된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

다. 그 결과 이들은 모두 같은 거래의 일부였다. 
667) Bankes v Jarvis[1903] K.B.549.
668) Hanak v. Green[1958] 2 All E.R.141.
669) Etablissement Esefka Internationale Anstalt v. Central Bank of Nigeria[1979] 1 

Lloyd's Rep. 445.
670) British Anzani(Felixstowe) Ltd. v. International Marine Management(UK) Ltd.[1979] 

2 All E.R.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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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반대채권에 관한 재판이 전체 소송을 과도하게 지연할 수 있는 경우에

는 반대채권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반대채권은 별도의 소송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다른 하나는 프랑스 재판례에서 상계의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도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계금지, 채권의 확실성 

결여, 채권의 청구가능성 결여 등의 사유로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양 채

무 사이에 견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계를 인정하고 있다.673) 

또한 보호절차나 갱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견련관계가 있다면 재판상 상계

를 할 수 있고,674) 반대채권을 수동채권의 양도통지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

도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고 본다.675)

견련성은 양 채무가 같은 계약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히 서로 연결된 계약

에서 발생하여 양 채무 사이의 특별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한

다.676) 매도인의 하자담보채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채무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고, 해제 시 매도인의 대금반환채무와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된다.677) 또한 양 채무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경

우는 다른 계약 또는 법적 근거에서 발생한 채무 사이에 견련관가 인정된

다.678) 한 채무가 계약상 채무이고 다른 채무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671) Fountoulakis, 54. 
672) Nouveau Code de Procédure Civile Article 70 Les demandes reconventionnelles 

ou additionnelles ne sont recevables que si elles se rattachent aux prétentions 

originaires par un lien suffisant.(반소나 추가제소가 가능한 경우는 이것이 본소와 충분

한 견련성을 가지고 있는 때이다) Toutefois, la demande en compensation est 

recevable même en l'absence d'un tel lien, sauf au juge à la disjoindre si elle 

risque de retarder à l'excès le jugement sur le tout.(다만, 상계는 이러한 견련성이 없

는 경우에도 이것이 전체 사건에 관한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할 위험이 있어 판사가 이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다.)
673)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03. “양 채무가 견련되어 있다면 판사는 양 채무 중 

하나가 확실성 요건과 청구가능성(exigibilit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계 주

장을 기각할 수 없다.”
674)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10(p. 1392 fn 4).
675)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291 주 7 재판례 참조.
676)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04. 그러나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가 모두 견

련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재판례가 있다. Com., 20 janv. 1987, Bull. civ. IV, 

n° 22, D. 1987, p. 353(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04(p. 1385) 주4에서 재인용). 
677)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04.
678)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04; Malaurie/Aynès/Stoffel-Munck, Droit Civil, Les 

Obligations, 5e éd, 2011, n° 1190 fn 56(견련성이라는 개념은 경제적인 성격과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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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 경우에도 계약이 불법행위의 계기가 된 경우에는 양 채무는 견련성

이 있다고 본 재판례가 있다.679) 그러나 견련성이 없는 채무에 대하여 계약

으로 견련성을 발생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의 형

평을 고려하여 견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견련성의 명확한 정의는 도

출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프랑스의 까딸라 개정시안에서는 견련 채무의 상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

을 두어 확실성과 청구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채권양도와 압류가 

있어도 상계를 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680)

 

(3) 독일

주채무와 반대채권간의 견련성은 상계의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독일 민사

소송법에서는 반대채권이 주채무와 법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양 청구를 

분리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5조 제3항).681) 이 규정의 

성격을 모두 지니면서 원인(cause)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정착하였다고 설명한다); 

Com., 9 mai. 1995, Bull. IV, n° 130(양 채무가 같은 계약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수의 계약이 그들의 관계가 진행되는 일반적인 틀을 정하여 하나의 계약을 형성하고 있

다면 판매 및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채무 사이에는 견련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날 두 개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하나는 피고가 원고에게 오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가 이를 사육한 뒤 다시 피고에게 인도하는 것이었다. 원고가 오리를 인

도하고서도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앞의 계약에 기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이다. 양 채무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고 그 원인이 압류 이전에 있

었기 때문에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679) V. Com., 2 juill. 1973, D. 1974, p. 427(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04 p. 

1385 주2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근 재판례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고 성격이 다른 

채무 사이에는 견련성을 부정하는 것이 있다. Com., 14 mai 1996, Bull. civ. IV, n° 133. 

원고 측이 상품공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 측의 위조어음의 지

급에서 발생한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한 사안이다. 반대채권은 원고 회사의 회생 절차

(redressement judiciaire)에서 신고되고 인정되었는데 수동채권과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680) 제2관 견련채무의 상계 제1248조[견련채무의 상계의 의의]

   “2개의 채무가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그 중 어느 것이 확실성과 변제기 도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을 이유로 상계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제1248조의 1[견련채무의 양도․압류와 상계]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양도 또는 압류는 상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681) 독일 민사소송법 제145조(§145 ZPO)

①법원은 하나의 소에서 제기된 다수의 청구를 별소에서 다루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반대 청구가 본소의 청구와 법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할 수 있다.

③피고가 소에서 주장된 채권과 법적 관련이 없는 반대채권의 상계를 주장한 경우에는 법원

은 소와 상계를 분리하여 다루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302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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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상계항변으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682) 

또한 압류 또는 채권양도가 상계와 경합하는 경우에 압류 또는 채권양도 

이후에 발생한 자동채권이더라도 수동채권과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 또는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683)

(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집행법(EO) 제293조 제3항은 고용주는 노동자의 보수채무에 

대하여 법적 관련 있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법적 관련성의 의미에 대하여 동일한 계약이나 같은 법 규정에서 나

온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684)

(5) 소결

이와 같이 영국의 일부 상계 유형을 제외하고, 견련관계는 상계의 요건은 

아니지만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견련관계가 있으면 상계를 할 수 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3. 견련관계의 기준

프랑스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두 채무가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하였거나 경

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 견련관계가 있다고 한다. 영국에서

는 형평상 상계의 요건으로 양 채무가 같은 거래 또는 밀접하게 연관된 거

래에서 발생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국제거래에서의 채권양도에 관한 협약’ 

초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원 계약 또는 그와 동일한 거래의 일부를 이루었

던 그 밖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라고 정하고 있다.685) 이러한 예를 고

려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견련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하면 좋다고 생각한

682) MünchKomm/Wagner, § 145 ZPO Rn. 1.
683) 상세한 내용은 제5장 제1절 5. (2) 1) 및 제5장 제3절 2. (1) 참조.
684) Dullinger, 128. 이는 취지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법적 관련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27조 및 제391조의 표현에 대한 해석과 일치하는 것이다. 보수채무

에 대한 상계금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수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반대채무에 국한

하는 견해도 있다[Krejci, ZAS 1980, 174f(Dullinger, 128에서 재인용)].
685) 원 계약 또는 그와 동일한 거래의 일부를 이루었던 그 밖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상계는 제한이 없이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견련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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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86)

첫째, 양 채무가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다면, 같은 기회에 서로 소멸

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견련관계가 있다.  

둘째, 양 채무가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관련 법률관계

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하나의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양 채

무가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지만 같은 기회에 서로 소멸하게 하

여야 할 밀접한 경제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견련관계가 있다. 예컨대 임

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이를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으

로 지급한 경우 나중에 임대인이 대신 이 대여금을 상환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서로 견련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단순히 상계예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견련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견련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로 창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은행과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후에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압류 등이 있는 때에 예

금채무와 대출상환채무를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둔 경우 이는 상계예약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 약정에 의하여 양 채무 사이에 견련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687) 양 채무가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기회에 서로 소멸하게 할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견련관계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관하여 보면, 일본에서는 이를 밀접관련성

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헌이 있다.688) 우리 판례 및 문헌에서는 유

치권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에서 이미 견련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상계의 경우에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인

686) 다만, 견련관계 여부에 관하여는 사전에 정해진 표지를 나타내기보다는 개별 사안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관계가 견련성이 있는지 사전에 명확

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너무 많

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심지어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인 경우에도 고용계약

이나 도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포괄적 계약인 경우에는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특별히 보호

할 필요는 없는 예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경

우에는 일정 금액 한도에서 회사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고 

하여 그 후 발생한 대여금상환채무와 근로자의 업무상 비용지출에 따른 회사의 비용지급

채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87) 예금과 대출을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양 채무 사이에 견련관계

가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88) 森田, 債権回收法講義, 128 주 6. 채권법개정위원회시안에서 상계의 일반적 요건으로 

밀접관련성 요건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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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상계는 모두 견련성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내용 또는 범주는 서로 상이하다. 이러한 상이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법원도 보험약관대출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에서 ‘강력한 견련관계’, ‘고도의 견련성’이

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689)

견련관계 또는 견련성이라는 표현은 유치권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

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이다. 유치권의 경우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하는데(제320조) 이와 같이 유치권의 성

립요건이 되는 채권과 물건과의 관계를 채권과 물건과의 견련성이라고 표현

한다.690) 유치권의 견련성에 대하여는 일원론과 이원론이 대립하고 있는데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인 이원론에 의하면 채권이 목적물자체로부터 발생하

거나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

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 견련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한다.691)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행상의 견련성을 요건으로 한다. 이는 쌍무계

약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비쌍무계약상 채무에 대하여도 양 채무가 

대가적 의미가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거나692)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긴 것이어서 공평의 관점에서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타당하거나693) 당사자가 두 채무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

실이 있는 때에는694) 해석상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요컨대 상계,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같은 견련성의 표현을 하더라

도 그 의미는 각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정하고 있다. 견련성이라는 표현 자

체에서 그에 해당하는 사항의 범위를 도출해 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서 각 제도의 효력을 부여할 만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견련성 요건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된다.

689) 大判(全) 2007. 9. 28., 2005다15598, 공보 2007, 1659에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안대희의 별개의견 부분. 
690) 주석민법[물권법(3)]/김갑유, 422.
691) 주석민법[물권법(3)]/김갑유, 423; 大判 2007. 9. 7., 2005다16942, 공보 2007, 1553. 
692) 大判 1993. 2. 12., 92다23193, 공보 1993, 962.
693) 大判 1997. 6. 27., 97다3828, 공보 1997, 2334; 大判 1997. 6. 27., 97다3828, 공보 

1997, 2334.
694) 大判 1990. 4. 13., 89다카23794, 공보 1990,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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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련관계가 인정될 경우

상계의 견련관계는 상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견련성이 없는 채무 사이에도 의사표시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여 서

로 대등액에서 소멸이 이루어진다. 상계의 견련관계는 주로 제3자와의 관계

와 소송절차에서 문제된다. 즉 상계로 압류채권자 또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

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계의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로 이에 대

항을 할 수 있게 된다.695) 상계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 퇴직금 채무에 대하여 대법원이 인

정하는 소위 조정적 상계도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

음을 내포하고 있다.696) 상계권 남용의 판단에 있어서도 견련관계가 있는가 

여부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견련관계 있는 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를 권리남용으로 기각하기는 어렵다. 또한 소송절차에 있

어서도 상계의 견련성 요건이 충족되면 상계의 반대채권 판단이 청구채권의 

심리 범위에 상당부분 포함되므로 상계 항변으로 소송지연이 일정부분 초래

되더라도 이를 실기한 방어방법으로 기각할 수는 없게 된다.

5. 견련관계 유형

견련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계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경우를 

나누어 각각에 있어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한다면 구체적

인 사안별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695) 제5장 제1절 5. 참조.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제5장 

제3절 참조).
696) 제4장 제4절 3. (3) 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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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성격
해당하는 

법률관계

매매 

유형

금전과 물건 사이 또는 물건과 물건 사이에 대가관계

가 있다. 물건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이행하면 손해

배상채무가 발생한다. 이는 소유권 이전 채무의 변형

이므로 소유권 이전 채무의 발생 시기를 손해배상채무

의 발생시기로 의제할 수 있다.

부담부 

증여, 

매매, 

환매, 

교환

도급 

유형

일의 완성과 보수의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다. 계속적 

법률관계는 아니지만 일의 완성 과정이 장기간 소요되

는 경우가 빈번하여 계속적 관계의 성격을 가진다. 완

성된 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보수지급채무

가 상계의 대상이 된다. 

도급, 

현상광고

임대차 

유형

일정기간 물건을 점유함에 따른 법률관계 유형으로 계

속적 계약에 해당한다. 물건의 전 점유자는 물건의 하

자로 인한 손해배상, 보증금반환, 비용상환 등의 채무

를 부담하고 물건의 현 점유자는 자신의 유책사유로 

물건에 발생한 손해배상, 차임 등의 채무를 부담한다.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점유부당

이득

고용 

유형

일방은 용역을 제공하고 타방은 대가를 지급하는 법률

관계로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속적 관계이다. 노무자 

측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취득물 이전 등

의 채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보수지급, 비용상환 등

의 채무를 부담한다. 임금채무는 상계가 제한되고 견

련관계도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고용, 

위임

보험 

유형

종신정기금계약은 원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

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다. 보험계약도 이에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다. 보험료채무와 보험금채무가 서로 견

련관계에 있다. 해지환급금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 

상환 채무와 보험금채무도 서로 견련관계에 있다.

보험,종신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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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성격
해당하는 

법률관계

과잉

지급 

유형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경우에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이다. 계속적인 지급이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전회에 과잉지급한 것을 금회 지급분에 충당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급부부당이득, 과오납세

금반환, 과다지급수당반환 등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급부부당

이득,과오

납세반환, 

상호계산

불법

행위 

유형

불법행위가 특정 계약 유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계약

의 틀 안에서 규율된다. 계약관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문제된다. 불법행위의 성립에 피해자의 기여부분이 있

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로 처리되고 상호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계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고의의 불법행

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상계가 제한된다.

불법행위

출자 

유형

조합, 회사 등 단체에 대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다. 

출자 의무는 단체의 재정적 기초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제한되고 현실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조합, 

회사의 

주금납입

6. 충당 및 공제와의 구별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와 잇닿아 있는 개념은 충당(선급금) 및 

공제이다. 실제 문제에 있어 이 세 가지 제도가 비슷한 성격을 가지면서 서

로 인접하여 있다. 그 효과에 있어서도 상계 제한의 법리, 상계와 압류 및 

채권양도와의 경합 법리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는 유사한 점이 있

다. 

(1) 충당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선급금이라고 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

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

는 미리 지급하여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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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가 부도 등의 이유

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공사는 중단이 된다(타절 준

공). 이러한 경우 공사의 진척 상황 즉 기성고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공사대

금을 지급하고 도급인은 새로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도

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선급금반환채무가 서로 마주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타절 준공으로 인해 수급인은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환하여

야 하고 도급인은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양 채무가 

깊은 견련관계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선급금이란 것은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697) 선

급금 반환채무와 공사대금지급채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선급금은 공사대금채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 채무에 “충당”된다. 양 채

무가 양립하는 것은 아니고 충당이 선행하고 그 후에 선급금이 남으면 선급

금반환채무가 발생하고 충당 후에도 공사대금채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잔액

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가 잔존하게 된다. 선급금은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

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선급금 지급이 있은 후 제3

자가 선급금반환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선급금이 공사

대금에 충당되는 것이 항상 압류에 우선하고 압류는 충당이 이루어진 다음 

남은 금액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상계의 범주에 들

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계의 구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계의 

법리를 규명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많다. 

(2) 공제 

공제(Anrechnung)698)는 상계와 달리 채권을 처음부터 감액한다. 상계의 

경우 수동채권이 있고 이에 대하여 자동채권으로 그 해당하는 부분만큼 소

멸시키는 것인데 반하여 공제는 수동채권에 해당하는 원래의 채권 자체를 

감액하는 것이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법률관계가 공제에 해당하는 대표적

인 예이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다. 차임 중 지급이 지체된 것이 있거나 임대차 과정에서 손해배상채

697) 공사대금채무가 공사도급계약 시 바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선급금은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된다.
698) 공제에 관한 독일의 설명으로 Larenz, Schuldrecht I, 255 f(§18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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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발생할 경우에699)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할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

하고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위 선급금과

는 달리 처음부터 존재하는 채무이다. 선급금 반환 채무는 선급금이 공사대

금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데 반하여 보증금반환채무는 보

증금 지급시부터 이미 그 채무가 존재하고 있고 임대차 종료시에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채무는 매우 종속적인 것이어

서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 및 손해배상채무와 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3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압류하는 

경우에도 지체차임 등의 공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남은 잔액에 한하여 압류

의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차임채무에 대한 압류는 온전한 효력을 가지고,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민법은 종신정기금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

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27조 

제1항). 즉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때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서 원본의 이자를 “공제”하여 반환을 하여야 한다.

공제 역시 상계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계와 유사한 성격

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계 규정이 상당수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공제

는 상계와 구별되면서도 상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상계의 규정

을 어디까지 공제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멸시효

가 완성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699) 최근 대법원은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

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

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

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

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大判 2012. 9. 27., 2012다49490, 공보 2012, 

1744). 또한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

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본다(大判 2002. 12. 10., 2002다52657, 공보 2003,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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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계의 대상채무가 서로 견련관계

가 있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의 양도 당시 자동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

우에도 이를 가지고 상계하여 수동채권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러한 법리는 공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도 채권양도 통지 시 공제대상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은 이를 공제한 잔액의 범

위에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700) 

공제 유형의 경우 처음부터 채권의 성립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음에

는 채권의 성립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충당 유형과 구별된다. 예컨대 보증

금반환채권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면 그 채권이 성립된다는 점을 예

상하고 있는 것인데 반하여 선급금반환채권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당연히 선

급금이 공사대금채무에 충당된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중단되는 불

의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이루어진 공사부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반

환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충당 유형은 상계와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고 공제 유형은 상계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상황

에서 충당 유형이나 공제 유형에 관한 독자적인 법리의 발달이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유형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상계의 법리가 그

나마 가장 가까운 것이어서 이를 유추 적용할 여지가 많다.701)

(3) 보험약관대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

700) 大判 2012. 9. 27., 2012다49490, 공보 2012, 1744. 임차인은 2010. 12. 30. 원고에

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1. 6. 피고(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

였다. 피고는 2011. 6. 16.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차임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였고 2011. 10. 28.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

었다. 소송비용채권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시로부터 6월 이후에 발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701) 스위스 재판례 중에 수임인의 보수, 비용 등에 충당하도록 위임인이 선불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수임인의 보수채권이 선불금반환채권의 압류 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보수채권의 

상계(충당)이 우선한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BGE 100 IV 227). 상계의 반대채권은 압류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불금반환채권의 법적 성격이 원래 보수채

권에 충당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하여도 이를 반대채권으

로 한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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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보험계약과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지니고 민법상 상계와는 다르다고 판시하였

다.702) 종전에는 보험약관대출금을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의 대여금으로 보고, 양자는 상계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703) 

보험약관대출금에 관해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를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충당)으로 판단하였고, 별개의견은 이는 별도의 소비대차이지만 해약환급금

반환채권에서 자동상계 또는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704) 반면 

기존 대법원은 이를 상계로 판단하였다. 즉 같은 현상을 두고 충당, 공제, 상

계의 세 가지로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다.

학설의 입장을 보면, 대법원의 다수의견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는 일본, 미

국, 독일, 프랑스의 판례가 보험약관대출금을 선급금으로 판단하고 있고 학

설에서도 일본을 제외한705) 나머지 국가는 동일하다는 점을 들거나,706) 약

702) 大判(全) 2007. 9. 28., 2005다15598, 공보 2007, 1659. 그리하여 회사정리법 제162

조 제1항에서 정리채권신고기간 내에 상계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계제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703) 大判 1997. 4. 8., 96다51127 판결.
704) ①보험약관대출에는 이자 약정이 존재하고 아울러 상환기일 및 연체이자에 관한 약정

이 존재하는데 선급금에 대하여 이자와 연체이자라는 명목의 지연손해배상금을 추가적으

로 지급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고 ②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여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 관한 청구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선급이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③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보험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보험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고 보험계약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

게 귀속될 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미리 지급받는 것은 모순이며 ④선급금을 이미 지급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합리적

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를 선급금으로 보는 다수견해를 비판한다. 그러나 

결론에 있어서는 다수견해에 찬동한다. 그 이유는 ①보험약관대출계약과 보험계약은 별개

의 계약이지만, 그 각 계약에 의한 대출 원리금 채권과 해약환급금 반환채권은 그 성립, 

존속, 양도, 변제, 소멸 등 모든 측면에서 강력한 견련관계를 지니고 있고, 어느 한쪽 채

권의 성립, 존속, 소멸 등은 바로 다른 쪽 채권의 그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②보험계약 

종료시 상환하지 아니한 대출 원리금이 있을 경우 그 차감절차에 관하여 ‘공제’라고 표현

하여 해약환급금 반환채권과 대출 원리금 채권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상계적상에 이

른 경우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것도 없이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에서 당연히 

공제 내지 차감되어 당연 상계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의도한 것을 들고 있다. 그리하여 정

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도

달하여야만 비로소 적법한 상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은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705) 일본은 상계예약조건부 소비대차설이 다수설이라고 한다(김형두, “생명보험약관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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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출을 보험계약의 일부라고 본다면 보험회사의 공제가 도산법의 상계제

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

다.707) 반면 별개의견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는 보험계약 종료시 대출원리

금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정을 무효로 

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보험계약과 보험약관대출계약 사이에는 밀접한 견

련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제’ 약정은 유효하다고 설명한다.708)

생각건대 보험약관에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동안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자동적으로 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공제에 해당하고 보험회사가 별도

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상계(견련관계 있는 채

무 사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출원리금을 보험

금 등의 선급금으로 보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관념에 맞지 않고 오로

지 상계제한을 벗어나기 위한 의제로 보여진다. 본고의 논리에 의하면 이를 

공제나 상계로 구성하여도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제5장 압류 또는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

한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 245).
706) 김형두, “생명보험약관에 기한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 211 이하. 
707) 윤진수, “2007년 주요 민법 관련 판례 회고,” 325 이하. 이 견해는 약관대출을 보험계

약과 별개로 보면서 양자 사이에 강한 견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산법의 상계제한 규

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표현한다. 공익적 성격을 가진 상계제

한 규정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제3자의 이익과 관련된 상계제한을 회피할 수 없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양 채무 사이에 견련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이 아니라 양 채무가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는 상계제한을 적용을 받지 않

는다고 볼 수 있다. 약관대출의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을 면제하

는 등 제도적으로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고(김형두, “생명보험약관에 기한 보험약관대

출의 법적 성격,” 230 참조) 거례계에서는 이를 일반대출과 다르게 취급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일반대출과 달리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강한 제약 하에서 대출이 이루어지

고 있어 장래의 압류채권자 등 제3자를 해하는 바도 사실상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견련관

계를 인정함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708) 김재형,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채권법,” 243. 김선정, “약관대출에 관한 

법적 고찰,” 165 이하에서는 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일본의 논의를 상세히 소개하

면서 소비대차설, 선급설, 절충설(약관대출은 소비대차의 요소와 해약환급금의 사전지급

의 요소 모두를 가지고 있고 그 성립, 존속, 양도, 변제, 소멸의 모든 측면에서 보험계약

과 견련관계에 있다고 설명) 중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166 -

제1절 압류와 상계의 경합

1. 서

압류란 집행기관이 대상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 교환가

치를 유지하는 조치이다.709) 채권을 압류하면 그 압류채무자는 압류된 채권

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

심을 하는 경우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대물변제, 경개, 준소

비대차, 채권액의 감·소멸, 변제기일 연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도 할 수 

없다.710)

그러나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 발생 시에 압류채무자에게 갖는 모든 항

변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

류의 효력 발생 당시의 재산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부착된 여러 가

지 권리·의무의 제약을 가지고 압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계권 또는 상계항변의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이 발생

하여 상계를 할 수 있었다면 이에 기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이고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711)712)

문제는 아직 상계적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상계적상이 생기지 않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지만 그 후 이행기 

도래 등의 이유로 상계적상이 발생하여 상계를 한 경우 이로써 압류채권자

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면 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권 

전액을 만족 받게 되지만 압류채권자는 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일부 상실

하게 되므로 채권만족이 제한될 수 있다.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면 제3채무

709)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55. 
710)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413. 
711) 현재 이를 부정하는 국내·외의 학설이나 재판례는 찾을 수 없다.
712)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경우 그 피보전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데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반대채권이 

있는 경우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大判 1979. 6. 12., 79다662, 공보 

1979, 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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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자신의 채무는 전액 지급하면서도 자신의 채권은 일부밖에 확보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제498조는 압류 이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

고 있다. 압류 당시 반대채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계라는 대항사유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가 

있음을 알면서 반대채권을 취득하여 이로써 상계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상

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규정의 반대해석상 압류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기만 하면 어느 

채권이나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특히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수동채권의 그것보다 늦게 도래하여 상계적상이 

발생할 때까지 이행지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압류가 없었던 때와 똑같

이 상계로써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볼 것인가 문제된다.713)714)

또한 반대채권의 발생은 압류 이후에 있었지만, 반대채권의 발생 원인은 

압류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 압류 시에 이미 상계에 대한 기대

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여 이

러한 상계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관해 상당수의 대법원 재판례가 있고 이론

적으로도 중요하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비교법적 논의 

(1) 프랑스

압류와 상계의 경합에 관하여는 프랑스 민법 제1298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데 “상계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에 의한 압류

가 있은 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이익에 반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압

류의 효력에 초점을 두고 압류 시에 상계적상이 있은 경우에만 상계로 압류

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715) 즉 채권이 압류 후에 상계를 위한 요건을 갖

713) 여기서 이행기의 의미는 청구 가능한 시점이다. 가령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이행을 거

부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있다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

다.(Staudinger/Gursky, §392 Rn. 15).
714) 제498조는 일본 민법 제511조와 같은 내용인데 우리 민법 제정 시에 이에 관하여 별

다른 논의는 없었고(민법안심의록(상), 293), 일본의 입법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7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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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716) 까딸라 개정시안에

서는 압류 전에 이행기 도래와 확실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717)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상계를 이용

할 수 없다면 다른 압류채권자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718)

(2) 독일

독일 민법 제392조에서 “채권의 지급금지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를 할 수 없는 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지급금지 후에 취득한 경우 또는 그의 채권이 지급금지 후에 비로소 또 지

급금지된 채권보다 나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한

다.719) 

이에 관한 입법이유를 보면 제1초안의 이유서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720) 첫째, 압류는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 금지, 제3채무자에게는 지

급금지의 효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동채권에 대한 상계와 관련된 것은 지

급금지의 효력이다. 즉 수동채권에 대한 상계는 압류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

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제3채무자가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급에 준하

는 상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지급금지의 내용에 상계금지도 포함

되기 때문에 압류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상계를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 보호의 기준은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안 시

점이다. 그런데 압류의 경우에는 압류를 안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시점이 기준이 된다.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양도인과 

715)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01. 프랑스의 당연상계주의에 비추어 보면 압류 당

시 이미 상계적상이 있었다면 양 채무는 이미 소멸하였을 것이므로 압류가 좌절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압류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

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박탈되므로(indisponibilité) 상계를 할 수 없다

[Juris-classeur civil, Art. 1271 à 1299(par Martin), n° 20)]. 
716) Baudry-Lacantinerie et Barde, n° 1844. 또한 이 문헌에서는 압류 당시 확실성 요건

을 결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대상이 된다는 재판례를 소개하고 있다(p. 182 fn 2).
717) 제1244조의 1[채권의 압류와 상계]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고 확실해지기 전에 압류되어 처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두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718) Baudry-Lacantinerie et Barde, n° 1844(p. 183).
719) 양창수, 독일민법전, 209. 본고의 독일 민법 인용은 이 문헌에 의한다.
720) Motive II, 111f = Mugdan II,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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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인 사이에 법률행위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압류는 압류명령

의 송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민사소송법 제829조 제3항) 그 

차이의 근거가 있다. 

제2위원회 의사록721)에서는 변제기기준설을 취한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722) 첫째,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 보호는 채무자가 채권

양도를 안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를 압류에도 관철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을 안 이후에 반대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상계를 제한하자

는 제안이 있었으나 제2위원회에서는 재판상 채권이전, 즉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이전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을 이유로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였다. 

둘째, 압류 이후 반대채권의 취득의 경우에 추가하여, 반대채권의 이행기

가 압류 이후이고 피압류채권의 이행기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에는 “채무

자가 자신에게 의무가 있는 지급을 반대채권의 이행기까지 지연하고 상계권

을 획득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상계로 피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내

용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반대로 압류 당시에 상계적상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로 피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피압류채권은 그것이 반대채권 보다 늦게 이행기에 도달할 것이

라면 이미 압류의 시점에 상계에 의한 소멸이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상계가 금지되는데 이는 민법 제135조 제1항 

제1문과 결합한 제136조에 의하여 단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

다. 그러나 압류채무자에 대한 상계가 효력이 있어도 제3채무자가 여전히 압

류채권자에게 급부를 하여야 한다면 그는 부당이득반환규정에 의하여 압류

채무자에게 자동채권의 복구를 청구할 수 있다.723) 

721) 1887년 제출된 제1초안은 어려운 언어로 기술되었고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에 연방참의원은 1890년 제1초안의 내용을 수

정하기 위해 제2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제2위원회 의사록(Protokolle)을 Mugdan이 주제별

로 정리하였다. 박규용, “19세기 독일민법제정의 배경과 과정,” 50 주 40.
722) Mugdan II, 567.
723) MünchKomm/Schlüter, §392 Rn. 4; Gernhuber, 269(압류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관

철하여 채무자로부터 급부를 얻으면 상계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고 설명); 

Staudinger/Gursky, §392 Rn. 29(자동채권의 복구는 필요 없고 상계의 효력이 자동적으

로 없어진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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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스트리아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을 처분할 수 없고 그 채무자(제3채

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할 수 없다. 상계에 대하여 보면, 이러한 채무자

는 채권의 추심권 이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인 경우 보호될 필요가 

있고 압류 통지를 수령하기 전에 반대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이를 가지고 하

는 상계는 제한없이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724) 질권설정

(Verpfändung)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이를 안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

에 반대채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로써 질권자에게 상계할 수 있다고 본다.725)

한편 부동산, 채권, 기타 권리에 관하여 담보 등의 목적으로 강제관리

(Zwangsverwaltung)를 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 관리수익에 대하여는 처분

권이 없어 관리수익을 지급할 제3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나 상계를 할 수 없

는데, 이에 대한 상계는 강제관리 개시 이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을 가

지고 하는 상계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설명한다.726)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

러한 제3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하여 보호받는 것과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강제관리를 인식한 시점에 반대채권이 발생하고 있기만 하면 

이로써 하는 상계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727) 

(4)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채권과 압류의 경합 문제에 대해서도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

합에 관한 스위스 채무법 제169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변제기기준설의 입

장을 취하고 있고,728) 주석서에서도 이에 찬동하고 있다.729) 반면 피압류채

724) Schwimann/Heidinger, §1440 Rn. 19; Dullinger, 73. 압류명령(Pfändung)은 도달 시

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집행법(EO, Executionsordnung) 제294조 3항] 

압류명령의 경우에는 도달 시가 기준이다. 재판례도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도달 이후에 

이루어진 유효한 채권만족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OGH 8 Ob 604/91). 
725) Dullinger, 72.
726) Dullinger, 76.
727) Dullinger, 77.
728) BGE 95 II 235. 원고는 1966. 11. 14.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1966. 11. 1.부터 매월 

3000프랑씩 지급받는 임금채권을 압류하였다. 한편 피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배상채권으로 1965. 1. 1.부터 매년 10000프랑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반대채권을 가

지고 있었다. 이 사건의 고등법원에서는 압류 시까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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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이전받은 자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상계배제의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730) 

(5) 영국

형평법상 상계에 대해서는 변제기의 선후는 물론 반대채권이 압류 후에 발

생하여도 이를 가지고 하는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731) 다만, 

반대채권의 기초거래관계는 압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여야 한다.732)

법률상 상계에 대해서 영국에서는 권리의 우열 문제로 다루지 않고 압류의 

요건 문제로 본다. 제3채무자(garnishee)는 압류명령(garnishee order)이 도

달하기까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

는데733) 이는 상계도 포함된다고 본다.734) 반대채권이 가압류 명령의 송달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 가압류 명령에 대항할 수 없

다.735) 다만, 반대채권이 가압류 명령(the order nisi)736)이 송달된 이후에 

보았으나,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압류된 수동채권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된 경우에도 스위스 채무법 제169조의 요건 하에서 제3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근거로 파산 개시가 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상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만, 그 기준을 채권이전을 안 시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압

류가 통지된 시점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수동채권의 이행기 

도래 시에 피고의 반대채권이 수동채권액을 초과하여 이행기가 도래하고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의 상계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729) BSK OR I-Wolfgang Peter, Art. 120 N 8; BernKomm/Corinne, Art. 120 OR N 288.
730) ZK-Aepli, Art. 120 OR, N 126.
731) Derham, n. 17.139, 17.32; Wood, n. 4-13.
732) Wood, n. 14-3G. 채권양도에 있어 반대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거래관계가 양도 통

지 후에 있어도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반박하는 문헌으로 

Derham, n. 17.33 참조.
733) Norton v Yates [1906] 1 KB 112, 121(피고가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가 되

고 이틀 뒤에 원고가 재산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자신이 권리자라고 주장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본 판결은 압류명령의 효력은 채무 이전이 아니라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당

신에게 지급하지 않고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는 것이고 판시하면서 압류명령확정 이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우선하지만 본 사안에서 회사채 채권자는 압류명령 발효 시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아닌 누군가를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하라는 명령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아직 재산관리인

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재산관리인이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하였다.)
734) Derham, n. 17.139.
735) Tapp v Jones(1874-75) L.R. 10 Q.B. 591, 593(원고는 1872. 12. 22. 피고에 대하

여 590파운드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1874. 7. 제3채무자와 

매월 10파운드씩 피고에게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

인 1874. 12. 22.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을 압류하는 명령이 발효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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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으나,737) 그 발생 원인은 가압류 명령의 송달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같은 결론에 이르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738) 

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무에 대하여 법률상 상계할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반대채권은 가압류 시에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압류 시 

또는 최소한 피압류채권의 지급가능 시에 최소한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

다.739) 

(6) 일본

초기 재판례의 입장은 압류 효력 발생 시에 상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

어야 한다거나740)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자동채권의 이행

기가 도래하면 상계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741) 1964년에 이르러서

러한 사실관계에서 이 판결은 1854년 코먼로소송법(Common Law Procedure Act) 제61

조 및 제6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다

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압류 시점에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면 상계권이 인정되

어야 함에는 의문이 없지만 압류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debts accruing after the 

attachment)을 가지고 상계하는 권리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시하였다.).
736) Derham, The Law of Set-Off, 3rd edn, 2003, n. 17.106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Derham, 4th edn, n. 17.139에서는 the interim order(잠정적 명령, 가명령)이라는 표현

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the order absolute는 the final order(본안적 명령, 본명령)로 대

체하고 있다.
737) 압류 명령(the order absolute) 도달 전에는 발생.
738) Derham, n. 17.139.
739) Derham, n. 17.140.
740) 日大判 1933(昭 8).9.8. 大民集 12, 2124.
741) 日最判 1957(昭 32).7.19. 民集 11-7, 1297. 이 판결은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송달

된 당시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가 재판상 상계를 한 

사안이다.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이 압류 당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상계를 가지

고 채권양도 또는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그 전의 판결과는 

달리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이익의 포기를 언급하지 않고, 설사 기한이익의 포기가 가능하

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 또는 전부 전에 반대채권을 취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

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의 변제기 도래를 기다려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 통상이고 그러한 이익이 있으므로 그러한 기대 또는 이익을 

채무자와 관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박탈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여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판결은 5의 재판관이 참가하였는데 그 중 1인은 보충의견

으로 소위 제한설을 피력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당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후 상계적상이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를 하여 대항할 수 있다

고 해석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합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 

제468조 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전부명령의 송달을 채권양도의 통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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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법정 판결742)을 통하여 변제기기준설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였다. 사실

관계를 보면 세무서장이 피고은행에 대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압류한 채권

원금 및 지연금을 청구하였는데 소외인은 위 압류 전에 피고은행과 어음대

부, 어음할인 등 금융거래를 개시하면서 상계 예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은행

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은 후 소외인에 대한 어음대부채권으로 본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압류 전에 상계의 

의사표시까지 완료하여야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743)과 항소심 법원744)은 무제한설의 입장에서 상계가 허용된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변제기기준설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상

계가 허용되고 이에 반하는 상계예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의 일부를 파기하였다.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취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 전에 이미 이를 가지고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어서 자기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기대이익을 그 후에 

압류에 의하여 박탈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가혹하다는 취지이다. 특히 자

동채권이 압류 당시에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압류채권인 수동

채권의 이행기 보다 먼저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일본 민법 제511조

의 반대해석상 상계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으나,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피압류채권의 이행기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때

고 보았다. 요컨대 이 판결은 상계기대보호를 정면에서 언급하고 있고 또한 보충의견에서 

제한설을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후 1964년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이 

나오게 되는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742) 日最判 1964(昭 39).12.23. 民集 18-10, 2217.
743) 静岡地裁 1960(昭 35).9.2. 金法 254, 5. 원고는 피압류채권을 양도받은 것도, 전부받

은 것도 아니고 단지 소외인의 채권을 대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제한규정이 있지 

않은 한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원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고 해석하여야 하고 민법 제511조는 제3채무자가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할 뿐 달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피고는 본건 상계의 

예약을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744) 東京高裁 1961(昭 36).4.26. 判タ 119, 31. 국가가 국세징수를 위하여 납세인의 제3채

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는 상계예약이 부착된 채권을 압류한 것

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압류 전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압류 후에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1

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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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제3채무자는 자기의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계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압류당시 자기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피압류

채권과 상계하여 자기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하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계예약의 특약은 이 경우에 한하여 그 효

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인간의 특약으로 압

류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으로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6인의 다수의견 외에 1인의 보충의견745)과 6인의 반

대의견746)이 있었다. 이 판결에서 8인의 재판관이 변제기기준설을 취하였

다.747) 명시적으로 무제한설을 취한 것은 3인(橫田正俊, 草鹿淺之介, 石田和

745) 보충의견(재판관 奧野健一)은 이러한 상계예약의 효력이 인정되면 공시방법 없이 일종

의 질권을 설정하는 결과가 되어 물권법정주의나 채권자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하고 압류제

도의 실효성과 신용성이 파괴된다고 설시하였다. 
746) 재판관 石坂修一은 이 사건 상계예약은 현대의 거래의 근본이념인 채권평등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상계예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상계적상설 또

는 완화된 상계적상설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山田作之助은 민법 제137조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때를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제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파산 신청을 한 때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

은 때를 기한 이익의 상실 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재판관 橫田正俊은 무제한설을 채택하고 상계예약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70년 판결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 압류가 있어도 채무자의 행위와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 또는 제3채

무자의 행위에 의한 채권의 소멸 또는 내용의 변경을 방해하는 효력은 조금도 없고 민법 

제511조의 문언 해석상 반대채권을 압류 후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상계적상에 도달하

면 그것이 압류 후인 경우에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파

산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가 상계권 행사를 널리 인정받는 것에 비추어

도 압류 이전에 반대채권을 취득한 제3채무자의 상계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

다. 상계예약에 관하여도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고 일본 민법 제511조에 반하지 

않는 범위, 즉 반대채권이 압류 후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완결권행사의 결과 압류채권

이 소멸하면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상인간 거래에서 채권간 

견련성이나 관련성이 없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상호계산, 상사유치권, 포괄적 근저당 

등을 할 수 있는데 은행업자가 채권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위의 상계예약을 체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재판관 草鹿淺之介, 石田和外은 

재판관 橫田正俊의 의견에 동조한다.

   재판관 松田二郞은 변제기기준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상계예약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

정하는 다수 의견의 입장에 반대한다. 상계예약은 압류 이전에 체결된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본다. 상법상 상호계산에 있어서도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는 것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결제의 간이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일본 

판례에서 이에 포함된 개별 채권에 대한 압류는 부정되고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한다. 독일에서도 민법은 변제기기준설에 입각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압류 이전

에 상계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에 대하여 우선한다고 보는 점도 주목한다.
747) 반대의견 중 재판관 松田二郞이 변제기기준설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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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에 불과하였고 1인(石坂修一)은 상계적상설, 1인(山田作之助)은 상계예약

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1970년에 이르러서는 다시 대법정 판결748)을 통하여 종전의 대법정 판결

을 변경하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세무서에서 소외회사의 피고은행에 대한 

예금을 압류하였는데 피고은행은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다. 피고은행과 소외회사는 차주 또는 보증인에게 가처분, 압류 또

는 가압류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의 전액에 관하여 변제기가 도래

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차주 또는 보증인의 피고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 채

권과 임의로 상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심 법원749)과 항소심 법원750)은 변제기기준설의 입장에서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무제한설에 입각하여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이 압류 후

에 취득한 것이 아닌 한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의 변제기의 선후를 묻지 않

고 상계적상에 달한 시점부터 압류 후에 있어서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511조의 문언 및 상계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동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

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고 압

류 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압류 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

748) 日最判 1970(昭 45).6.24. 民集  24-6, 587.
749) 長崎地裁佐世保支部 1961(昭 36).9.18. 金商 215, 20. 압류 이전에 반대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고 이는 구국세징수법에서 질권과 

저당권의 경우 국세의 납기일 보다 1년 전에 설정한 경우에만 해당 물건의 가액을 한도

로 채권에 대하여 국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 그러

나 변제기기준설에 입각하여, 압류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채

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 보다 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원래부터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청구가 있는 한 무조건 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 자기가 

가진 변제기 미도래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

계 기대를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자동채권에 한하

여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750) 福岡高裁 1963(昭 38).11.13. 判タ 155, 174. 위 상계특약에 관하여 이러한 특약은 거

래 관행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사건의 압류 당시 세무관리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

므로 압류 전에 반드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압류 후에 상계를 하

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상계가 된

다는 특약은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압류 시 수동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

으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고 반대채권 보다 늦게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는 확실한 기한부 상계권을 갖는 것이어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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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상계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압류채권

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이익의 조절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보았다. 상계특약에 관하여는 소외회사 또는 그 보증인에 관하여 신용악

화의 일정한 객관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피고 은행의 소외회사에 대한 대

부금채권에 있어 소외회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은행에 대한 기한의 이익

을 포기하고 바로 상계적상을 발생하는 취지의 합의로 해석될 수 있고 이러

한 합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본건 채권은 늦

어도 압류 시에 모두 상계적상에 도달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10인의 다수의견 외에 1인의 보충의견751)과 4인의 반대의

견752)이 있었다. 이 판결에서 무제한설은 취한 것은 8인이고 변제기기준설

은 7인이다. 다만 변제기기준설을 취하는 견해 중 3인이 상계예약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753) 무제한설과 같은 결론을 취하게 되었다. 이 판결은 이후 

751) 재판관 岩田誠의 보충의견은 민법 제511조는 그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민법상 상

계는 양 채무의 변제기가 서로 다른 것을 상정하고 있고 압류가 없는 경우에 변제기가 지

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권자가 항상 상계에 의하여 자신의 채권을 결제하여야 할 정

당한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752) 재판관 入江俊郞, 長部謹吾, 城戶芳彦, 田中二郞는 64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반대견해를 피력하였다. 민법 제511조은 압류의 효력이 잠탈적으로 복멸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그 문언에 구애되어 본조를 다수의견

과 같이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취득한 채권이면 전부 이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상계예약에 관

하여도 우선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채권이라는 이유로 어떠

한 계약의 자유도 있다고 하는 견해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압류채권이 채

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점을 망각한 견해로서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753) 재판관 松田二郞은 64년 판결 당시 반대의견을 피력하였고 그 취지를 70년 판결에서

도 유지하고 있다. 변제기기준설을 취하면서도 상계예약의 효력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다

수의견의 결론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상계권을 널리 인정하

는 것에 기하여 무제한설을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서 상계를 널리 인정하는 

것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자가 가지고 있거나 부담하고 있는 다수의 채권채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편의상 기한부채권도 파산선고시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지

적한다. 재판관 色川幸太郞은 재판관 松田二郞의 의견에 동조한다.

   재판관 大隅健一郞은 무제한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다. 반대채권이 수동채권보다 

뒤에 이행기가 도래할 경우에서도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상계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상계예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은행의 고객에 대한 대부금등과 고객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

권은 서로 밀접한 견련관계에 있고 예금채권은 대부금 채권 등의 담보로 하는 기능을 가

지는 것이 실정이고 거래약정서에 그러한 상계예약에 관한 규정을 넣는 것은 거래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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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례에서 계속 인용되고 있다.754)

학설은 제한설과 무제한설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제한설이 다소 우위에 있

다고 보인다. 제한설은 순수하게 변제기기준설을 취하는 것과755) 이행기 선

후를 1차적인 기준으로 하되 이를 절대시할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

여 개별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합리적기대설(기대이익설)756)이 있다. 

어서 거의 공지의 사실로 되고 있어 상계예약이 유효하다고 본다.

754) 日最判 2012(平 24).5.28. 民集  66-7, 3123.
755) 淡路, 債権総論, 608(제한설 중 기대이익설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렵고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입증 곤란을 수반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무제한설에 대해서는 

자신의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고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을 기다려 상계하는 것

이 되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변제기기준설에 의하더라도 은

행거래 등 계속적 거래에 있어 상계기대는 상계예약에 관하여 기대이익설을 취하여 보호

할 수 있다고 한다.); 我妻, 債権総論, 337(변제기가 후에 도래하는 자동채권을 가진 자의 

기대는 일반적으로 합리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다만 자동채권이 대부채권이고 수

동채권이 정기예금채권인 경우에 은행이 하는 상계는 수동채권인 정기예금채권의 변제기

가 자동채권의 그것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도 상계기대가 일률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대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까지 정기예금을 계속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

우에는 은행은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林/

石田/高木, 債権総論, 317; 平井, 債権総論, 231(자동채권의 변제기도래를 기다려 상계한

다고 하는 제3채무자의 기대를 보호하는 것은 제511조의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

명한다. 다만 상계예약의 대외효는 긍정한다. 은행거래에 관여하는 제3자는 특약의 존재

를 알고 있고 특약의 존재는 공지의 사실이라는 점을 이유로 한다.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

합 문제도 같이 취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前田, 債権総論, 508-509(다만, 상계예약은 

공시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상계예약에 의하여 상계의 담보적 효력을 예정한 채

권 사이에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의 선후를 묻지 않고 상계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 본다. 전부명령, 채권양도, 질권설정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사유의 문제로 보아 

상계적상설을 취하여야 하나 상계적상설과 기대이익설은 거의 같고 상계자의 이익을 보호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대이익설을 취한다.); 潮見, 債権総論II, 387-391(긴급시 수동채

권이 자동채권의 특별한 책임재산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의 견련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

고 제3자가 그러한 견련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특별한 경우에 무제한설

이 타당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전이 인정하지 않는, 우선권이 있는 특별재

산을 승인하는 것이 되고 채권질권제도를 잠탈하는 것이어서 간단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결

론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압류와 상계예약의 경합 문제에 대하여는 합리적 기대설을 지지

하여 구체적 상황에서 상계권자의 상계에의 기대 및 이익이 제3자의 그것보다 큰 경우에 

상계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에 상계예약의 공지성·공시성은 중요한 

판단기준의 하나이고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756) 상계예약이 있는 것, 수동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 양건예금(속칭 ‘꺾기’)과 같

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등 담보적 기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

가 인정된다고 본다. 四官, 判批, 143-144(상계예약은 상계대항을 정당화하는 기능과 상

계적상을 발생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법정상계의 대항력의 문제와 상계예약의 효

력의 문제는 공통의 기반 위에 서 있고 이론적으로 양자가 불가분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1970년 최고재판소 판결은 무의식적으로 상계예약이 있음을 고려하여 무제한설을 취한 

것이고 상계예약이 없는 사안에서도 그와 같은 결론을 취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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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무제한설은 은행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개개의 채권의 변제기를 일일

이 파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또는 공서양속위반 등의 법리를 근거로 상계를 부정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757) 또한 압류 시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상계적상 수정설을 취하는 견해도 있다.758)

압류 후 반대채권의 변제기 도래 시 사이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제한설과 무제한설이 다르지 않다. 그 기간에는 상계의 요건이 갖추

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견해를 취하든지 상계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할 수 없다.759)

채권법개정 기본방침은 무제한설의 입장이다.760) 다만, 압류 등 신청 이후

757) 好美, “銀行預金の差押と相殺(上),” 17; 奥田, 債権総論, 590(변제기 선후에 관계없이 

통상 상계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변제기 차이가 크면 상계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압류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압류와 같이 무제한설을 취한다. 채권양도는 일본 민법 제468조 제2항의 문

제로서 양도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를 확대하여 온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제한설에 머물러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平野, プラクテイスシリーズ債権総論, 147(상계는 수동채권

에 관하여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배제하는 담보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이를 법정의 담보권

의 실행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법정담보권은 상계적상이 있으면 그 이전에 특별

한 관계가 없어도 당연히 성립하고 상계적상이 없어도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한 특

별한 관계가 인정되면 성립된다고 본다. 그리하여 상계적상 성립 이전의 상계권의 성립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무제한설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만 상계예약은 비전형담보로 구성하여야 하고 제511조의 해석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米倉, “相殺の担保的機能,” 88(다만,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설, 채권

양도와 질권설정의 경우에는 상계적상설을 주장한다.).
758) 加藤, 債権総論, 428-430.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계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상계적상‘수정’설이다. 상계예약이 없는 상황에서 압류에 의하여 자동채권의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할 합리성은 특별히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상계예약이 있는 경

우에는 변제기기준설을 취한다. 무제한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는 아무런 담보로 할 

기대가 없었던 것이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담보로 변한다고 하는 것으로

서, 변칙적이고 횡재적인 담보를 승인하는 것이 된다고 비판한다. 
759) 따라서 극단적으로 보면 그 기간에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취

득하고 채권을 집행하여 채권 소멸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의 상계의 주장을 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압류 시와 반대채권 이행기 도래 시 사이에 간격이 큰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해결할 수 있다.
760)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324, [3.1.3.30]. “<1> 변제가 금지된 제3채무자는 채무

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금지된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 <1>

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금지된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신청이 있은 후에 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 당시, 그들의 신청이 있었음을 안 때에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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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를 알고서 반대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그 근거에 관하여는 채권압류는 압류채무자의 채권처분기능을 박탈하는 것

이고 제3채무자의 법률적 입장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압류

가 제3채무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피압류채권의 처분금지의 실효를 확

보하기 위해 수동채권의 변제금지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1) 학설의 대립

압류명령의 효력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로 압

류에 대항할 수 있고 상계적상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채권이 수동채권

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채권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변제기기준설,761) 양 채권의 변제기의 선후뿐만 

아니라 양 채권의 실질적 관계도 고려하여 자동채권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혹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계에 의하

여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3채무자의 강한 기대이익이 인

정되는 경우에는 가사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늦은 경

우에도 상계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기대이익설,762)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당시 반대채권이 성립하고 있는 이상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에

의 기대이익은 압류 후에도 정당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압류 당시에 그 

변제기의 선후와 관계없이 압류 후에도 상계적상에 이르기만 하면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는 무제한설763)이 있다. 이외에도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시에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래하여 상계적상이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761) 정동윤, “압류와 상계,” 193; 양창수, “파산절차상의 상계,” 208; 김상수, “압류와 상

계,” 306; 김재형, “2012년 민법 판례 동향,” 34; 한삼인, “2012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

례,” 人權과 正義 제432호(2013.3), 47;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494; 김형배, 채

권총론, 772; 김상용, 채권총론, 501; 이은영, 채권총론, 756.
762) 이범주, “전부명령과 상계항변,” 659·667·668.
763) 이영수,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상계,” 226; 이상훈, “압류된 채

권과 상계,” 158; 김병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요건,” 90; 김시수,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상계,” 17; 이상주, 

“압류된 채권에 대한 상계의 허용요건,” 361; 김영진, “지급이 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

로 하는 상계,” 332; 임상민, “상계와 채권 압류의 우열,” 375; 김진환,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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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상계적상설, 기한은 

통상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에 대

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제153조),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시에 상

계의 자동채권만 변제기에 도래하면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완화된 상계적상설764)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국내 학설은 주로 변제기기

준설과 무제한설을 취하면서 양자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무제한설은 ①압류채권자는 압류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지위보다 더 많은 

것을 취득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에 의하여 종전의 지위보다 더 불리

해져서도 안 되고,765) ②제3채무자는 본래 채무자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상

계의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압류채권자는 나중에 일방적으로 강제집행절차

에서 개입한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위가 더 확고하고,766) ③제3채무자의 

피압류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는 지연이자 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

키는 것으로 충분하고, ④독일 민법에서 변제기기준설을 취한 것은 독일에서

는 압류채권자가 법정질권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이고, ⑤민법 제498조는 

압류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를 금지한다고 하고 있을 뿐 그 변제

기 선후 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767) ⑥실제 거래계에서 당사자의 일

반적 의사는 상호 대립하는 채권 중 어느 것이 먼저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관계없이 상계에의 기대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768) ⑦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에서도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여 채권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이유로 한

다.769) 

변제기기준설은 ①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상계주장이 

이러한 항변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고, ②제3채무자의 담보권자와 유사

한 지위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 위에서 고려하여야 하고, 

764) 그러나 기한의 이익 포기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압류 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

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때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이르게 되고 상계의 효력은 소급

하지 않고 이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765) 김병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요건,” 

90.
766) 이상훈, “압류된 채권과 상계,” 157.
767) 이상훈, “압류된 채권과 상계,” 157.
768) 이상훈, “압류된 채권과 상계,” 156.
769) 김영진, “지급이 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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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3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지연이자 부담으로는 부족하고, ④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압류와 상계의 경합 문제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지 않

다고 주장한다.770)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초기에 상계권이 있는 경우에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압

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771) 그 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상계적상

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상계적상설의 입장으로 전환하였다.772) 그 후 자동채권의 이행

기가 도래하였다면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하여 완화된 상계적상설을 취하다가773) 마침내 

압류명령의 송달 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기 선

후를 기준으로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수동채권의 그것보다 늦지 않다면 상계

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는 변제기기준설을 취하게 된다.774) 그 근거에 관

하여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에는 그 이전 또는 그와 동시에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하여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 이러한 제3채

무자의 자기의 반대채권으로 장래의 상계에 관한 기대는 정당하게 보호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재판례에서 피고는 모두 은행이고 피고의 반대채권에 관하여 기한

이익 상실 및 상계예약이 있었다. 상계예약의 효력에 의해 상계로 압류채권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또는 양 채권이 견련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 

770) 김상수, “압류와 상계,” 303-306.
771) 大判 1972. 12. 26., 72다2117.
772) 大判(全) 1973. 11. 13., 73다518.
773) 大判 1976. 6. 12., 79다662; 大判 1980. 9. 9., 80다939. 상계적상에는 양 채권이 모

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는 물론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기간

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도 포함한다고 설시하였다.
774) 大判 1982. 6. 22., 82다카200, 공보 1982, 691; 大判 1988. 2. 23., 87다카472, 공

보 1988, 577(수동채권은 약속어음 피사취보증금이고 자동채권은 대여금채권인 사안); 大

判 1989. 9. 12., 88다카25120, 공보 1989, 1402(수동채권은 별단예금채권이고 자동채권

은 대여금채권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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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라도 인정이 된다면 이행기 도래의 선후를 고려할 필요 없이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이 이러한 논점을 충분히 고려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판시 내용만 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별다

른 언급 없이 변제기기준설로 바로 나아갔다.775)

그 후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한번 변제기기준설을 확

인하였다.776)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고, 지급명령을 받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추심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

3채무자인 피고가 대여금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였다. 피압류채

권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2008. 6. 10.경이고 가압류의 효력 발생일은 

2008. 6. 30.이고 반대채권의 변제기는 2008. 7. 25.이다. 

제1심에서는 상계항변이 제기되지 않았으나777) 원심에서 상계항변이 제기

되었다.778) 원심에서는 명시적으로 무제한설을 채택하여 상계항변을 받아들

였다. ①민법 제498조에서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

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②변제기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만 상계의 허부

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이익이 불합리하게 박

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779), ③지급금지와 유사한 지명채권양도

에 관하여 대법원780)이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

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

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변제기기준설을 채택하지 않은 바 있다는 점781)이 그것이다. 

775) 대법원은 같은 사안에서 별단예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어음채권자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하는 것을 상계권 남용으로 보아 배척하기도 하였다(大判 1989. 1. 31., 87다카800, 

공보 1989, 337; 大判 1992.10.27., 92다25540, 공보 1992, 3282). 상계권남용이 문제

되는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변제기기준설에 따라 판단하였다(大判 2003. 6. 27., 

2003다7623, 법고을). 
776) 大判 2012. 2. 16., 2011다45521, 공보 2012, 444.
777) 서울서부지법 2010. 8. 19., 2009가합6608.
778) 서울고법 2011. 4. 27., 2010나86664. 
779) 각 채권의 변제기 중간에 발생한 공사대금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관여할 수 없는 

외부적 상황인데 이러한 우연적인 사정이 게재되었음을 이유로 갑자기 변제기 선후를 기

준으로 상계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780) 大判 1999. 8. 20., 99다18039, 공보 1999, 1878.
781)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대법원 판결은 채권양도 승낙 당

시 반대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발생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에 실제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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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종전의 변제기기준설을 고수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에서는 무제한설에 입각하여 제3채무자가 지급

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자동채

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된다고 보았다. ①민법 제498조에서 지급금지명령 이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반대해석상 

지급금지명령 이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②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원래부터 불확실하고 불

안정한 것임에 비하여, 제3채무자는 담보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

고 ③압류채권자는 상계적상이 발생하기 전에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현실

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양창수의 보충의견은 ①상계의 담보적 기능은 상

계의 간편한 변제수단으로서의 기능에 부수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를 무한정으로 수긍할 것은 아니고 상계 기대의 정당한 이익과 다른 채권자 

및 채권양수인 등의 채권 만족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

함으로써 이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②선량한 제3채무자

라면 자신의 채무를 제때에 이행하여 그 급부는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속하게 되어 채권자들 전원에게 채무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인데 제3채무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늦추고 있다가 그 이행기가 도래함

으로써 가능하게 된 상계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여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고 압류채권자의 채권 실행을 좌절시키는 것은 상계의 담

보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고 ③비교법적으로도 독일 

민법 제392조 후단에서 제3채무자의 채권이 압류 후에 비로소 변제기에 도

달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뒤인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의 보충의견은 ①제3채무자가 변제기가 도

래한 피압류채권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는 제3채무자

대채권이 발생하였다면 이로써 상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기준시점 이후에 채권

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채권의 발생원인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압류 이전에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본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 대법원 판결에서 반대채권의 변제기

는 각각 1996. 5. 30., 1996. 5. 29.로서 수동채권의 변제기인 1999. 1. 30.보다 먼저 도

래하는 것으로서 변제기기준설의 입장에서도 변제기 선후는 문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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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충분하고 채

무를 불이행하는 동안 상계적상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상계권 행사마저 제한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고, ②독일 민법 

제392조는 우리 민법 제498조의 법문과는 차이가 있고 우리 민사집행법과

는 달리 독일 민사소송법에서는 압류채권자가 채권압류로 피압류채권을 목

적물로 한 법정질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압류채권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우리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고,782) ③대법원은 기한의 이익 상

실 등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특약에 따라 채권가압류나 채권

압류로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이 곧바로 상계적상에 이르기 때문에 제3채무

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은 사실상 제한 없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

고 있고 또한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

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사실상 제한 없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의 압류채권자 및 제3채무자의 지위는 이 사건의 사안에

서의 각자의 지위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 검토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상계자는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상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그 상계 기대는 상계적상이 발생한 

상태에 준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완화된 상계적상설이 타당하다

고 생각한다. 다만, 양 채무가 견련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발생 및 이행기 도래시기에 관계없이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782) 우리 민사집행법의 경우 압류채권자가 평등주의에 기반하여 그 채권액에 따라 균등하

게 배당을 받게 되는 반면 독일은 우선주의를 채택하여 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

하여 만족을 얻는다. 압류채권자와 일반채권자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평등주의를 취하는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고 채권자간에 시간적 선후에 의하여 순위를 정하여 먼

저 최초의 압류채권자가 압류질권(Pfändungspfandrecht)을 가지고 전액변제를 받고 다음 

순위의 채권자가 나머지에 대하여 변제받게 된다는 우선주의를 취하는 국가는 독일, 오스

트리아, 미국이 있고, 우리 법에서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와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의 권리금분배절차는 압류우선주의에 의한다(이시윤, 신민사집행

법, 277 이하). 이와 같이 독일의 경우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한국의 그것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들어야 한다. 대법관 안대희의 

보충의견은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상계 기대를 좀 더 제한적으로 인

정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효력이 그만큼 강력하지 않으므

로 상계 기대를 독일 보다 더 많이 보호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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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는 근거는 우선, 반대채권의 발생하고 있더라도 아직 상계권

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상계기대에 불과하고 양도인 또는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는 점이다. 당연상계주의에 따르는 

경우에는 상계적상이 발생하기 전에 어느 한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

면 상계를 할 수 없다. 의사표시주의(의사표시에 의해 상계를 하는 주의)에 

의하더라도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아직 상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

계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압류에 의해 변제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보다 

채권만족기능이 약한 상계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압류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상계 기대는 상계 대상 채무 사이에 견

련관계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채무 사이에 

단지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수동채권보다 먼저 도래한다는 이유로 압류에 우

선하는 상계 기대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예컨대 A은행의 예금자가 우연

히 A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 A은행에게 보호받을 만한 상계

기대가 있는지 의문이다. 상계예약을 하고 대출이자를 감면해 주는 경우에는 

상계예약의 법리에 의해 상계로 압류 등에 대항할 수 있겠지만 상계예약이 

없는 상황에서 견련관계도 없는 양 채무 사이에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계기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회사나 국가와 같이 거대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법인격은 기계적으로 채권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일

반적이므로 별도의 상계예약이 없는 한 상계기대란 것은 애초부터 가지지 

않는 것이고,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채무 발생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

을 고려하여 묵시적 상계 예약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이를 넘어서서 일반적으로 상계 기대를 보호해 주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변

제기기준설과 무제한설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상계기대는 견련관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생

각되고 견련관계 있는 채무에 대한 상계를 충분히 보호하는 상황에서는 상

계기대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여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변제기기준설과 무제한설이 내세우는 개별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

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 ①무제한설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의하여 종전의 

지위보다 더 불리해져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상계를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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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이를 가지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법률상 지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②무제한설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어 압류채권

자 보다 지위가 더 확고하다고 주장하지만 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개입한 것으로서 제3채무자가 단순히 거래관계가 있

다고 하여 지위가 더 확고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③무제한설은 제3채무자의 

피압류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지연이자 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

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부담하여야 겨우 상

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불

분명하다. ④무제한설은 독일 민법에서 변제기기준설을 취한 것은 독일에서

는 압류채권자가 법정질권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민사집행법이 압류채권자에게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것이 무제한설을 취할 근거는 될 수 없다. 상계로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이 강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아직 상계기대가 보호할 만

큼 강하지 않다는 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⑤무제한설은 제498조의 반대

해석상 압류 전에 반대채권을 취득하기만 하면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

다고 주장하지만 프랑스 민법에 연원을 둔 이 규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는 있지 않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⑥무제한설

은 실제 거래계에서 당사자의 일반적 의사는 상호 대립하는 채권 중 어느 

것이 먼저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관계없이 상계에의 기대를 갖는다고 주장하

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 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없는 한 그러한 

상계기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인다. ⑦무제

한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에서도 파산선고 후 파산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여 채권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도산법상 상계는 로마법 시대부터 독특한 법리를 형성하였

고, 도산법은 민법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민법의 법

리가 바뀌면 도산법도 개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도산법 규정을 근거

로 민법 문제의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

다. 

또한 ①변제기기준설은 하루라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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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늦게 도래하면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봉착하게 되는데 

과연 변제기만을 기준으로 상계기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과연 변제기를 유일한 기준으로 상계기대를 판단하는 것인지는 의

문이다. 오히려 대상 채권 사이의 관계가 상계기대를 판단하는 중요 기준이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②변제기기준설은 개별 사안별로 자

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기 선후를 일일이 검토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

고 이러한 기준을 거래당사자에게 쉽게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

여진다. ③장래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이행기 도래 선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의문이다. 민법에서 변제기기준설을 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장래

채권에 대한 양도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압류 시에 반대채권이 발생하고 있

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인데783) 이는 변제기기준설을 장

래채권에 대한 압류에까지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변제기기준

설의 취약점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784)

기대이익설은 상계 대상 채권의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강한 상계기대를 인

정할 수 있는 경우에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실질관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는 무제한설을 취하면서 상계권 남용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과 같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완화된 상계적상설을 취하면서, 같

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거나 이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한다면 당사자가 납

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하였고 상계의 적극적 요건인 

상호대립성, 동종성, 이행기 도래 등을 갖춘 경우 다음의 순서로 검토가 진

행되어야 한다.

①충당이나 공제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충당이나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바로 채권 소멸이 가능하다.

783) 제5장 제3절 4. (2) 1) 참조. 장래채권의 압류의 경우에도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784) 사견인 견련관계의 특례를 인정하는 완화된 상계적상설에 의하면 압류 시 수동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장래채권), 자동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반대채권의 발생원인이 있

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압류 시 반대채권을 청구할 

수 있었거나 상계의 대상 채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으면 상계로써 압류(채권양도도 같

다)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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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압류 시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가.

②-①국가채권에 해당하는가. 조세채무·벌금채무이거나 업무의 동일성이 

없다면 상계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②-②상계권 남용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가.

③견련관계가 있는가. 견련관계가 있으면 압류 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

래하지 않았거나 압류 후에 반대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계로 압류에 대

항할 수 있다.

(4) 압류에 의해 제한되는 상계의 효력

압류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반대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도785) 상계가 절대적 무효는 아니다.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

는 것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상대적 무효이다. 후에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면 

상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피압류채권이 추심되어 만족을 받거나 상계자

가 임의로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한 경우에는 상계는 효력을 상실한다.786)

4. 압류 이전에 반대채권의 발생원인이 있은 경우

(1) 문제제기

반대채권의 발생은 압류 이후에 있었지만, 반대채권의 발생 원인은 압류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 이러한 상계를 보호하여야 하는가. 이를 

긍정하는 근거로는 ①이러한 경우에도 상계에 대한 기대가 있고 ②발생원인

시점에 반대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고 ③이러한 상계가 권리남

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특히 상계의 양 채무가 견련관계

에 있는 경우에는 보호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 여기서 채권의 발생원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단순히 법적 관계가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존재하던 채권이 반대채권으로 대체되는 경우이다. 전자

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계

약이 체결되어 있는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보증계약에서 사전구상권

785) 이 때 상계의 의사표시는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게 하여야 한다. 압류채권자에게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확인적 의미만 가질 뿐이고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Staudinger/Gursky, 

§392 Rn. 27).
786) Staudinger/Gursky, §392 Rn.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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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후에 사후구상권채권으로 대체되거나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형되는 경우이다. 후자와 같이 채권이 대체 

또는 변형되는 경우에는 반대채권의 발생시점을 전 채권의 발생시기로 의제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연방대법원은 압류에 있어서 반대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계약이 압류 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반대채권이 압류 후에 비

로소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가지고 하는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787) 이 판결에서 피고(국가)는 S회사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

결하였는데 S회사의 자금사정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는 도급계약의 

해지를 표시하였다.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S회사에 모래를 공급하던 원

고는 S회사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권을 압류하였다. 여기서 피고가 손해

배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는데 그 채권은 압류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민법 제392조에 의해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인가가 문

제되었다. 1심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원고의 기성대금 청구를 인용하였

지만 2심과 연방대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그 이유는 압류 당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법적 

기초인 공사이행채무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788)

한편 이 판결에서는 이행기 도래 선후도 문제되었는데 민법 제392조에서 

반대채권이 압류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도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수동채권의 

그것보다 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는 손해배상채권의 이행기는 기성고 계산을 마친 시

787) BGH NJW 1980, 584, 585.
788) 동 판결은 또한 파산 절차가 개시되어 더 이상 건축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

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을 허용한 재판례(BGH NJW 1977, 1345=BGHZ 

68, 379)를 인용하고 있다. 건설회사인 R이 공사를 일부 이행하고 파산한 후 R의 파산관

재인이 이행된 공사 부분에 대한 정산으로 6000마르크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건축의

뢰인인 피고는 잔존급부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다. 1심부터 

연방대법원까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특히 연방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파산개시 

전에 이행한 일부 급부를 계약상대방이 모두 파산재단에 보상하면서 자신의 손해배상채권

은 파산비율로 받는 것은 상당성을 결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상계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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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도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할 수 없는 추가비용이 해지시점에 

산정가능한가 여부가 중요하고 본 사안에서는 이를 긍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시점에 공사대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것이므로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유동적 무효인 법률관계에 의해 반대채권을 취득하고 압류가 된 후에 이를 

승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경우에는 승인에 의해 압류 이전으로 소급

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압류 전에 취득한 것이 되어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789) 종래 독일 파산법(KO)은 채권자의 파산 시에 반

대채권이 기한부이거나 조건부인 경우에도 이로써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

였으나(제54조 제1항), 현행 도산법(InsO) 제95조에는 이러한 내용을 삭제

하고 민법 제392조의 변제기기준설에 따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채권이 도산 개시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채권이더라도 도산 개시 

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수동채권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

할 수 없다. 그 취지는 실체법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상계권이 파산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790) 

2)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수임인인 변호사가 위임인의 선급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선급

금반환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발생한 보수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

였다.791) 선급금은 위임사무처리 중 발생하는 수임인의 보수, 비용 등에 대

하여 그 채권 발생하는 즉시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선급금이 이에 충

당하도록 하고 위임관계의 종료 시에 남은 잔액에 대하여 선급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채권이 압류 이후에 발생하여도 상계할 수 있

다고 보았다. 

3) 미국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무 사이에 견련성이 있는 경우 즉, 반대채권이 동일

한 계약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압류 이후에 발생한 반대채권을 가지고도 상

789) Staudinger/Gursky, §392 Rn. 11.
790) 양창수, “파산절차상의 상계,” 228.
791) BGE 100 IV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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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할 수 있다고 본 재판례가 있다.792) 리스회사의 리스요금채권이 압류되었

는데 같은 리스계약에서 발생한 리스이용자의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압

류 개시 통지가 이루어진 때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허용된다고 판단

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4) 일본

계약상 대금채권이 양도된 후에 그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던 반대채권

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형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

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대금채권양수인

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 재판례가 있다.793) 또한 최고재판소는 

토지의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가압류가 경

료된 경우에는 토지를 매수한 제3채무자가 이러한 압류 전에 매도인에 대하

여 매매의 목적토지에 부착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

고 위 압류 후에 이 말소등기청구권이 변형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고 하여도 위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것은 위 압류 후이고 압류 당시

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건 토지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부담에 대한 추상적인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

을 뿐이므로 제3채무자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

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794) 압류 이후에 가압류

가 설정되어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도 이 때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최고재판소도 기본적으로는 위 하급심 

재판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보증인이 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사후구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792) Bowling v. Bluefield-Graham Fair Ass'n, 99 S.E. 184(1919). 
793) 日大阪高裁 1985(昭 60).1.24. 判タ 550, 153.
794) 日最判 2007(平 19).7.4. 判タ 1253, 179. 이 경우 매수인인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항

변권에 기한 대금지급거절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

인은 인도기한까지 위 토지에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소멸시켜 이 등기를 

말소하고 매수인은 위 토지의 인도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잔대금을 지급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대금채권은 매도인이 위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경

우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부 채권으로 볼 수는 없고 제3채무자인 매수인이 토지의 인

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있는 때에 제3채무자는 매수인의 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

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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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하급심 재판례는, 비록 이 채권이 압류 이후에 발생하였지만 압류 당시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795)

학설도 수동채권의 압류 후에 반대채권이 금전채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그 시기가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 보다 먼저라면 여전히 상계를 할 수 있다

고 설명한다.796)

중간시안은 “(1)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압류되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2)제3채무자가 취득한 위 (1)의 채권이 압류된 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인 경우에 이를 가지고 하는 상계는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정한다.797)

(3) 채권양도와 압류의 경합 사례와의 비교

독일의 판례는 압류와 상계의 경합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 문

제에 있어서도 채권양도를 안 시점에 이미 반대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법

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여 채권양수인

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798) 그 외에 오스트리아의 판례 

및 학설은 채권양도 이전에 계약관계가 있었다면 그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양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로 상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799) 프랑스 판례도 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

는 경우에는 반대채권이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상계된다는 

입장이고,800) 영국의 형평상 상계에서도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반대채권이 

795) 日東京地判 1977(昭52).6.15. 金法 870, 59.
796) 我妻, 債権総論, 339. 여기서는 일본 판례의 입장이 압류 시에 채무 사이에 동종성 요

건이 있어야 하고 압류 이후에 특정물인도 채권 등이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되어 동종성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日大判 1932

(昭 7).6.1. 新聞 3445, 18]. 그러나 이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

고 상계를 하여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는 쌍방의 채무가 동종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과연 위 설명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판결인지는 의

문이다. 
797) 제23, 4.
798) 상세한 내용은 제5장 제3절 2. (1) 참조.
799) 제5장 제3절 2. (2) 참조.
800) 제5장 제3절 2.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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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더라도 그 발생원인이 되는 거래가 통지 이후에 있었다면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다.801) 이는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 문제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채권양도와 상계, 압류와 상계의 각 경합 문제는 같은 입장을 취하

는 것이 일반적이므로,802) 이러한 태도는 압류와 상계의 경합 사안에 있어

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4) 우리나라의 논의

이 문제는 압류와 상계의 경합에 관한 기본 법리에 대하여 예외를 형성하

는 것이기 때문에 심심찮게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다. 1993년 대법원 판

결803)은 캠프장 시설 공사가 뒤늦게 부실로 드러나 그로 인한 수리비를 가

지고 공사비용채권에 상계를 주장한 사안이다. 수리비채권은 공사비용채권 

보다 변제기가 늦게 도래하여 변제기기준설에 의하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소외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

비용정산계약은 유상계약이고 하자담보책임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 양 채

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비록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 

보다 늦게 도래하지만 상계로써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압류

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자인 압류채무자보다 더 유리한 지위를 획득할 수는 

없고804)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써 동시이행

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계를 할 수 없다면 결국 제3채무자

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805)

801) 제5장 제3절 2. (6) 2) 참조.
802) 제5장 제3절 2. (10) 참조.
803) 大判 1993. 9. 28., 92다55794, 공보 1993, 2951. 
804) 이는 압류와 상계의 경합에서 무제한설이 취하는 논거이다. 대법원이 변제기기준설을 

취하면서도 이 부분에서는 유독 이러한 논거를 끌어 쓰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805)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반대채권의 변제기까지 수동채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견해로 이범주, “전부명령과 상계항변,” 671. “반대채권이 발생한 기초

가 되는 원인이 압류 이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서 반대채권의 이

행 시까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이상,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에의 기대

는 압류 당시 반대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경우나 그 기초가 되는 원인이 현존하는 경우나 

다를 바 없이 그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결국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상계항변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

이 압류 이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다고 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반대채권의 이행 시까

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반대채권이 실제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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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대법원 판결806)은 가압류가 된 대지를 매도하고 잔금지급일까지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한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강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대신 변제공탁한 결과 발생한 구상금채권으

로 그 전에 압류가 된 잔대금채무에 대하여 상계한 사안이다. 변제기기준설

에 따르면 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 시에 상계적상에 이르지 못하였고 자동

채권(구상금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잔대금채권)의 변제기보다 늦게 도래

하므로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 판결의 원

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상계를 허용하지 않았다.807) 그러나 

대법원은 “이 구상채무는 위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는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그 이행상

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두 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

여 제3채무자인 피고 구상금채권이 가압류명령의 송달 후에 발생하였어도 

피고는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808)

2005년 대법원 판결809)은 도로공사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도급인

이 그 피해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그 전에 

이미 압류되어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한 사안이다. 대법

원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

계가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667조 제3항의 규정이나 공평

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양 채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후,810) “비록 

지 않은 동안에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동시이행의 항

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어서 수동채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806) 大判 2001. 3. 27., 2000다43819, 공보 2001. 996.
807) 서울고법 2000. 7. 12., 99나20553. “피고가 이 사건에서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피고가 유○○를 대위하여 1999. 12. 3. 변제공탁함으로써 비로소 발

생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의 지급을 금지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생

긴 1996. 1. 22.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 후에 

취득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이미 가압류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08) 한편 종전 판결인 大判 1988. 9. 13., 85다카2539, 공보 1988, 1262에서는 단순히 이

행기 도래 선후 기준에 의하여 상계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김시수,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상계,” 655 이하 참조. 
809) 大判 2005. 11. 10., 2004다37676, 공보 2005, 1950.
810) 한편 본 판결의 재판부는 이를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구상금채권으로 보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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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채권인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이 수동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후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

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대부분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제498조에 규정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

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는 상계로써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811) 이는 대법원이 변제기기준설의 

맹목적 적용에서 벗어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812) 

2010년 대법원 판결813)은 도급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수급인의 대출채

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도급인의 구상채권으로 이미 그 전에 압류된 수

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한 사안이다. 원심814)에서는 구상금채권

의 발생시기가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이고, 그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빌라 건축 인도 의무처럼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공사

도급계약상 고유한 대가관계가 있는 의무는 아니지만 그 담보제공 경위와 

목적, 대출금의 사용용도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실질적 선급과 같은 자금

지원 효과와 이로 인하여 피고가 처하게 될 이중지급의 위험 등 구체적 계

약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고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구상금 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

로서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구상금채권은 가압류 효력 발생 이

후에 발생하였지만 이를 가지고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여 원고에 대

공사대금채권과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811) 제667조 제3항에서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과 동시이행관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확대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도 공사대

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는 견해로 박관근, “확대손

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300.
812) “압류와 상계의 관계를 단지 변제기의 선후라는 기준만에 의하여 해결하여 온 그간의 

대법원의 입장인 제한설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도입한 것으로서 결국 양 채권이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강한 담보적 기대관계를 가진다는 거래의 실질에 의해 상

계항변의 여부를 판단한 것”이는 견해로 이범주, “전부명령과 상계항변,” 672. 
813) 大判 2010. 3. 25., 2007다35152, 공보 2010, 785.
814) 대구고법 2007. 5. 3., 2006나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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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5) 검토

위 2001년 대법원 판결에서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와 잔대금채무는 동일

한 매매계약에서 발생하였다. 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채무

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가압류기입등기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 상실을 막기 위해 대신 변제공탁을 

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였다. 매수인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법적 이

익 또는 권리의 상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

와 구상채무 사이에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관계에 있다. 그런 의미

에서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다. 구상채무가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이라고 본다면 그 발생 시기 

및 변제기도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그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지 문제

된다. 상계가 압류에 우선하도록 하는 취지가 당사자의 상계 기대를 보호하

려는 데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구상채무를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

으로 본다면 적어도 상계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상채무의 발생 

시기 및 변제기를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의제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여겨진다.815) 이와 같이 본다면 변제기 선후를 기준으

로 상계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입장에 따라 굳이 동시이행의 항변권

을 논하지 않고도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동시이행 항변권 유무를 기준으로 상계 가능 여부

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반대채무가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존재하지 않는

다. 수동채권의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지연하지 않고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질 수 없다. 둘째, 가령 본 사안에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가압류

기입등기말소의무의 이행기가 잔대금지급채무의 변제기 보다 늦게 도래하도

815) 스위스 문헌에서는 채무의 동종성 판단시기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로 하면서 물

건의 매도 후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애초에 채무는 물건이전채무로

서 매매대금채무와 동종성이 없었으나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서 매매대금채무와 같은 종류가 되었으므로 상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BSK OR 

I-Wolfgang Peter, 2007, Art. 120 N 14). 물건이전채무와 손해배상채무를 같은 반대채

무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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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정하였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볼 것인가. 위 1993년 대법원 판결에서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자동채권

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것을 압류채권자

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

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어 부

당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이행기를 다르게 

정한 계약에서는 비록 양 채무가 견련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상계로 압류채

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같은 사안에서 단지 

등기말소채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계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견련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압류와 상계의 경합문제에 있어서는 견련관계 있는 채무에 대하여 특별히 

상계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816) 동시이행의 관계는 견련관계를 판단함

에 있어 기준이 되는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견련관계를 반드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시이행의 관계는 

추후에 계약에 의하여도 창출될 수 있지만 견련관계는 채권 사이의 관계를 

독자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채무에 대하여 동시

이행관계만을 배제한 경우에는 동시이행 관계가 없어도 견련관계가 인정된

다고 할 것이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군과 상계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사례군

이 대부분 일치하고 양자가 모두 공평의 관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

여 동시이행 항변권 유무를 근거로 상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의 입장

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 상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근거가 

미약하고, 이행상의 견련성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다시 상계의 예외적 인정을 이끌어내는 번거로움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채

무의 견련관계에서 상계의 예외적 인정을 도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해하

기도 쉬우며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위 2005년 판결에서 반대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816) 견련관계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4장 제6절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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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대부분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설

시하여 이러한 상계의 예외적 인정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반대채권의 발생 

원인이 압류 시에 있다고 하여 압류 이후에 발생한 반대채권이 모두 상계로

써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동채권과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

하거나 그와 동등하게 볼 수 있어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반대채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건물

을 임대한 사람이 그 회사부터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 대금채권이 압류

된 사안에서, 대금채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압류 이후에 발생한 건물 임

차로 인한 차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

면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차임 등 채권의 발생원인인 임대차관계

가 위 대금채권 압류 시에 존재하였다고 하여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압류 이후에 발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여 압류

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인도 및 이전 채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

여, 대금채권과 견련관계가 있는 채무로 한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관계가 

없는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는 상계자의 기대는, 위 임

대차관계가 자동차 판매와 관련 없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컨대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고 수

동채권의 압류 시에 반대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용하여야 할 것

이고 이와 같은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동시이행의 관계나 압류시 반대

채권의 발생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2절 상계예약과 압류의 경합

1. 문제제기

압류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압류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영수와 처

분이 금지되므로 제498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정상계가 가능한 경우가 아

닌 한 상계계약(계약에 의한 상계)은 할 수 없다. 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

하는 경우 상계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당사자 일방에 상계권을 부여하는 상

계예약은 압류 전에 체결되는 경우 이로써 하는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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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문제된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이익상실조항,817) 상계예약조

항818)이 들어가 있어가 있고 은행거래에서 상계예약조항을 넣어서 거래계약

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2.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상계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독일 민법 제392조의 규율은 상계예약에는 적

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819) 연방대법원도 압류 이전에 상계예약이 체결되

었고 이에 의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이행기 도래에 의하여 상계의 효력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관계없이 상계예약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발

생하고 압류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잔존한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바 있다.820) 그리하여 상계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채권

과 수동채권의 이행기 도래 선후를 불문하고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고 본다. 그 근거는 우선주의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다.821) 제국법원도 우선

주의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하였다.822) 그러나 제국노동법원과 연방노동법원

817)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6호(2012.9.20.개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1항 제1호.
818)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6호(2012.9.20.개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10조 제1항.
819) Staudinger/Gursky, §392 Rn. 24.
820) BGH NJW 1968, 835[원고의 차임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토지채무이자채권

(Grundschuldzinsforderung)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이다. 1960.6.경 양 채권 간 이행기 

도래시 소멸하는 것으로 하는 상계계약이 체결되었고 1961.11.9.과 1961.12.12. 주채무

인 차임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졌으며 1962.4.4. 채권양도까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이행기

가 도래하였다. 이행기가 압류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주채무가 바로 소멸하는 것에 의

문이 없으나 압류 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되었다. 이에 관

한 제국법원 판결은 상계계약이 압류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민법 제392조가 적용되지 않

는다고 판단하였다(RGZ 138, 258). 연방대법원도 이 판결에서 압류 이전에 상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민법 제39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주채무의 소멸은 

상계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압류 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적 처

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821) Staudinger/Gursky, §392 Rn. 24.
822) RGZ 138, 252, 259(원고는 자신의 소외인에 대한 소송비용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

여 소외인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씨앗판매와 관련된 보수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

았다. 압류 시 소외인은 아직 피고에 대하여 보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상계예약이 체결되어 피고가 소외인에게 전달할 금전에서 보수를 공제하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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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압류가 우선하고 독일 민법 제392조(변제기기준설)의 요건을 충족하

여 상계기대이익이 보호되는 경우에만 상계예약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였

다.823)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상계예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독일 민법 제

392조의 규율을 받는다. 따라서 동 규정상 변제기기준설의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상계예약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이러한 상계예약으

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824)

(2) 오스트리아

제3채무자가 압류를 알기 전에 반대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825) 상계예약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

가 압류에 대하여 알기 전에 체결한 것이라면 이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826) 그리하여 장래 발생할 채권에 관하여 체결하는 상계예

약(선행상계계약)의 경우에도 이것이 압류 이전에 체결된 것이라면 이에 의

한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827)

다. 항소법원은 상계예약에서 자동채권 지정을 유보한 후 나중에 자동채권을 특정하여 압

류에 대항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상계예약이 압

류에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823) BAG NJW 1966, 469(근로자 K가 사용자 피고와 음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대

금에 대하여 20%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다. 음료판매시 K는 피고에게 대금을 인도하고 피

고는 K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이다. 원고가 이 보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

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피고는 K와 체결한 상계예약에 의한 상계를 주장하

였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가장

임금계약(Lohnschiebungsvertrag)-이를 통해 임금의 압류 금지 부분이 커지게 된다-은 

독일 민사소송법 제850조h 제1항에 의해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데, 사용자

와 근로자 간의 상계계약도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BAG NJW 1967, 459(압류 이전에 체결된 상계합의는 취소될 수 있거나 

취소되거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방적 상계와 같이 민법 제392조의 요건 하에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즉 반대채권을 압류 이후에 취득하거나,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압

류 이후에 도래하면서 수동채권 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BAG NJW 1967, 751.
824) Gernhuber, 332.
825) Schwimann/Heidinger, §1440 Rn. 19.
826) 피상계자인 압류채무자는 압류 사실을 알고 있고 상계자인 제3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상계계약을 체결하여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827) Dullinger,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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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가압류 명령 송달 전에 상계예약이 체결되고 반대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828) 그 이유는 형평상 상

계와 마찬가지로 압류채권자는 전체 거래를 나누어 좋은 것만 취할 수 있도

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829)

(4) 일본

위 1964년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830)에서 상계예약의 효력에 관하여도 

제한설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1970년 최고재판

소 대법정 판결831)에서는 상계예약의 효력에 관하여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

고 민법 제511조의 위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보았다.

학계에서도 상계예약의 효력에 대하여는 1970년 판결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다수설이다.832) 好美淸光 교수는 그 이유로 ①압류 등이 있을 때 이행

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상계예약은 기한이익상실 특약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고 이와 분리하여 그 효력을 논할 수 없고, ②양도금지특약은 채권은 양

도할 수 있다는 채권의 본래의 기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상

계예약은 압류 전에 대립하고 있었던 채권은 상계적상 시에 상계할 수 있다

는 법규정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더라도 이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일본의 판례변경833)과도 배치되는 것은 

828) Wood, n. 18-13.
829) Wood, n. 14-82.
830) 日最判 1964(昭 39).12.23. 民集  18-10, 2217.
831) 日最判 1970(昭 45).6.24. 民集  24-6, 587.
832) 好美, “銀行預金の差押と相殺(下),” 14 이하.
833) 日最判 1970(昭 45).4.10. 民集  24-4, 240(민법 제466조 제2항은 당사자가 채권양도

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채권양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고 양도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채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내지 유추적용된다는 

견해는 이를 긍정할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66조 제2항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민사소송법 제570조, 제618조에서 명문으로 압류금지재산을 법

정하여 재산 중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것을 제한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둘째, 민사소송법 

제600조에서 압류된 금전채권에 있어서 압류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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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③공시성에 있어서, 채권양도 및 채권질에 있어서의 확정일자 등도 

공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 법원에서 우열 판단의 기준으로 하

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계예약이 공시성이 없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④물권법정주의와의 조화 문제에 관하여도 이는 양도담

보의 생성과정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견해로부터 원용되었던 근거로서 더 이

상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박한다.834)

中田裕康 교수는 상계예약의 효력을 긍정하는 이유로 ①상계예약이 특별히 

어떤 강행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②상계예약은 기한 

상실 특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③은행거래에 있어 양 채무는 어느 정도 

견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④이러한 약관이 이미 공지가 되고 거래계에서 널

리 수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835)

한편 奥田昌道 교수는 상계예약의 대외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상계예약

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공지될 것, ②예약완결을 위한 사유가 명

확한 범위를 가질 것, ③예약 시 장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채권 

범위가 포괄적이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836)

그 후 최고재판소는 1976년 판결837)에서 은행이 어음할인 거래를 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할인어음을 다시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

도록 하는 약정838)을 두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할인어음의 만기 전

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고, 셋째, 사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

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객체가 되는 성질을 박탈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인

정하는 것이 되어 일반채권자는 담보로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 가운데 채무자의 채권이 채

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양도금지특약에 의하여 담보력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

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되어 법이 예상하지 않은 부당한 결과를 낳은 것은 되고 그러한 

결과는 전부명령신청의 모든 압류채권자가 선의이어야 보호된다고 한다면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하는 방법만이 남아있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그 전의 대심원 판결(日大

判 1915(大 4).4.2. 民錄 21, 423 등)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834) 好美, “銀行預金の差押と相殺(下),” 15-16.
835) 中田, 債権総論, 389.
836) 奥田, 債権総論, 589. 또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공시가 없는 담보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는 이유에서 압류채권자에게는 효

력이 없다는 견해로 林/石田/高木, 債権総論, 305 참조.
837) 日最判 1976(昭 51).11.25. 民集 30-10, 939.
838) “가압류, 압류 또는 경매의 신청,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회사갱생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소외회사가 할인을 받은 전부의 어음에 있어서 

피상고인으로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한 금액의 환매채무를 부담

하고 바로 변제한다는 취지(은행거래약정서 제5조 제1항)와 기한의 도래 또는 전2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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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할인어음환매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사실상 관습이 형성되었

고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형적인 은행거래약정서에 그러한 취지가 명

문화되어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며 그 효력을 인정하였다.839)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에서는 상계예약이 있더라도 관련 채권이 당사자의 

특정의 계속적 거래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만 압류채권자 등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840)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1) 학설의 대립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한 상계예약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질 수 없

고 은행거래에서 은행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여신거래

약관은 은행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기한이익상실

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841)

반면, 고객의 예금채권이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고

객의 신용 악화을 나타내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발동시키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고, 공시 문제에 관하여는 채권질권에 있어서도 채권증서의 교부

(제347조)는 점유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고, 질권설정의 대항요

건도 질권설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별도로 제3자

에게 공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제349조)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채권

을 담보로 하는 경우 공시의 불완전함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은행거

하여 귀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소외회사의 제

반 예금 기타 채권과 기한의 도래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귀 은행은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취지(은행거래약정서 제7조 제1항)가 규정되어 있었다.”
839) 이 재판례가 인정 근거로 사적 자치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사실상 관습과 공지의 사실

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견해로 塩崎勤, 相殺の担保的效力, 605 참조.
840)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325, [3.1.3.30]. “<4> 압류 또는 가압류의 신청이 있었

던 것,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발부된 것, 기타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절차를 

개시케 하는 사유에 관한 사실이 발생했음으로써 채권을 상계에 적합한 것으로 하는 취지

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상계를 할 수 있는 경우, 그 채권으로써 하는 상계는 그 채

권 및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의 쌍방이 당사자의 특정의 계속적 거래에 의해 생

긴 것인 때에 한하여, 이것으로써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으로 한다.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절차를 개시시키는 사유에 관한 사실이 발생함으

로써 상계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취지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으로 한다.”
841) 김형배, 채권총론, 773; 민법주해[XI]/윤용섭,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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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상계약관조항은 거래계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으므로 공시에의 요구는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842) 

(2) 판례의 태도

기한이익상실특약에 따라 가압류, 압류, 거래정지처분 등에 의해 자동채권

의 기한이익이 상실하여 상계로 압류로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843) 당사자의 합의로 일정한 경우에 바로 상계권을 발생시키기 보다는 

자동채권의 기한이익 상실을 통하여 압류 등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된 사정

이 있을 때 상계적상이 발생하도록 하여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에 상계적상

에 있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법리를 원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상계예약과 압류의 경합 문제를 시간적으로 먼저 이루어진 것이 우

선한다는 우선주의원칙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고, 상계예약에 의하여 상계적

상이 발생하여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4. 검토

842) 양창수, “은행거래와 상계,” 113; 오태헌, 47(은행거래에 있어서 기한이익상실의 대상

이 되는 고객의 채무는 통상 고객이 알 수 있는 범주 내이고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비교적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고 본다. 

은행의 상계기대를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히 보호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

로 이 때에만 제498조의 법정상계보다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843) 大判 1974. 2. 12., 73다1052, 공보 1974, 7730(“귀행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

우에는 그 채무와 본인의 제 예치금 기타의 제 채권과를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

계하여도 이의 없겠음. 전항의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귀행은 사전의 통지와 소정의 절

차를 생략하고 본인에 갈음하여 제 예치금의 환급을 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

음”이라는 약정은 은행의 대부금채권과 은행에 대한 반대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른 때에

는 상계의사표시 없이 당연 상계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아야 하

므로 상계적상 이후에 반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大判 

1987. 7. 7., 86다카2762, 공보 1987, 1306(소외회사가 부도를 내어 어음교환소의 거래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대여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피고는 대여금과 소외 회사의 모

든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기한의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소외회사가 당좌어음부도를 내어 거래정

지처분에 의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피고의 ‘상계특약권’의 행사로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다.); 大判 1989. 9. 12., 88다카25120, 공보 1989, 1402(가압류 

명령 송달로 자동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여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大

判 2003. 6. 27., 2003다7623, 법고을(임금채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출

금채권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긍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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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하는 상계예약의 유형으로 ①이행기 도

래 등의 조건 충족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약, ②압류, 가압류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 악화를 의미하는 처분이 있을 때 이행기가 도래하도

록 하는 약정, ③상계권을 부여하는 약정 등이 있다. ①의 경우에는 압류 후

에 상계자의 법률행위가 개입하지 않고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②, ③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그러

나 ②, ③의 경우에도 최소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상계적상이 있는 

것과 같이 되므로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로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

생하는 압류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측면과 다른 한편 이행기의 도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측면이 서로 충돌한다. 

즉 상계예약의 핵심은 이행기 도래를 통한 상계적상의 실현이라고 할 것인

데 이행기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다. 이행기를 특

정 기일에 못 박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한이익 상실 약정도 이행

기를 정하는 한 가지 형태이다. 예컨대 은행대부계약에서 은행이 언제든지 

상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압류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기일까지 청

구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도 결국 기한이익 상실약정이 있는 경우와 같다. 따

라서 당사자 사이의 특정 분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한 상계예약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통상적인 거래의 범위를 넘어

서 당사자 간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상계예약을 체결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명백히 압류의 효력을 정하는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무효라고 보거나 체결 당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목적하는 통상적인 거래에 국한하여 그 대상 채

권을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844) 또한 압류 등 강제집행이 임박한 것을 알고 

844)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6호(2012.9.20.개정)(가계용)]

은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에는 은

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제7조 제1항 제1호)라고 하여 기한

이익상실조항을 두고 있고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

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상계예약 조

항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문언 그대로 은행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라고 볼 수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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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이를 배격하기 위하여 체결한 상계예약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거

나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계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 중 상당 부분은 장래채권에 관한 것인데 이는 선행상계예약의 문

제이다.

 

5. 선행상계예약

상당수 상계예약은 장래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선행상계예약이라 

할 수 있고,845) 이 경우에는 대상이 된 장래 채권은 그 발생 시점에 상계되

어 소멸한다.846) 

(1) 비교법적 고찰

독일에서는 선행상계예약과 압류847)가 경합하는 경우에 관하여 학설은 우

선순위원칙에 의하여 선행상계예약이 우선한다는 견해와 독일 민법 제392조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우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848)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견

해는 이 문제는 채권의 사전 양도를 두 번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고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설명한다.849) 독일 제국법원과 연방대법원은 이 경우에 

우선주의원칙에 따라 우열을 정하여 판결하였다.850) 따라서 상계예약이 압

예금, 대출과 같은 통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은행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임금채권, 매매대금채권·채무 등 비금융채권·

채무는 그 대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보험, 증권투자신탁(펀드) 거래 과정에서 은

행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이것이 비록 금융거래이긴 하지만 은행은 상품판

매 등에 국한하여 관여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권은 상계예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845) 장래 채권을 발생시에 바로 소멸하기로 하는 합의를 선행상계계약(antizipierter 

Aufrechnungsvertrag)이라고 설명하는 문헌으로 오태헌, 25. 국내에서는 상계에 관한 계

약에 대해 상계예약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이 표현을 유지하

여 선행상계예약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846) Staudinger/Gursky, Vor §387ff Rn. 75.
847) 독일에서는 장래 채권의 압류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조건부 채권과 기한부 채권도 

압류가 가능하고 장래 채권의 경우에도 그 법적 기초가 존재하고 있어 채권의 성질과 제

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압류가 가능하다고 한다(BGH NJW 55, 544; BGH NJW 56, 

790). 이러한 것은 채권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채권이 발생할지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장래 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Zöller/Stöber, §829 ZPO Rn. 2).
848) Staudinger/Gursky, Vor §387 ff Rn. 78.
849) Staudinger/Gursky, Vor §387 ff Rn.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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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그 대상이 되는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서 상계예약이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의한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도 판례와 일부 학설에서 우선주의원칙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다.851) 장래 발생할 채권에 관한 관계는 현재 존재하는 채권 관계와 당사

자의 이해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양자를 서로 다르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

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장래 발생할 채권이 먼저 압류되고 그 후에 선행상계

예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고, 선행상계예약이 먼

저 체결된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제3채무자

의 상계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 후 선행상계예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아직 압류의 지급금지명령이 도달하기 전에 선행상계예약이 체결된 것이라

면 예외적으로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852) 또한 선행상계예

약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상계로 압류

에 대항할 수 없다. 선행상계예약의 쌍방이 압류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

고 압류 전에 선행상계예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이 

될 수 있다고 본다.853)

(2) 우리나라의 논의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은 장래의 채권도 그 기초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것어야 한다.854) 장래 채

권의 압류와 선행상계예약의 경합에 관하여는 판결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소개하고 있는 문헌855)에서는 선행상계예약이 체결

된 후 상계할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이미 그 채권에 대하여 선행상계예약

에 따른 처분이 있었으므로 선행상계예약의 효력이 우선하여,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고,856) 압류가 있은 후 선행상계예약이 체결된 경우에

850) RGZ 138, 252, 258 f; BGH NJW 1968, 835.
851) Dullinger, 260.
852) Dullinger, 260.
853) Dullinger, 261.
854) 大判 1982. 10. 26., 82다카508, 공보 1983, 61.
855) 오태헌,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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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정상계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가능한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857)

(3) 검토

원칙적으로 장래 채권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만큼 특정이 가능

하다면 압류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압류가 허용된다고 보아

야 한다. 

선행상계예약은 예약의 당사자에게 항상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분

별하게 행하여져서 압류의 효력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선행상계예약에 대하여는 특정가능성 요건은 물론이고 압류의 효력을 부

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그 기준은 상계

예약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상계예약은 당사자에게 이행기를 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선행상계예약은 

이행기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장래 채권의 처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 채권의 양도가 가능한 사안에서는 선행상계예약에 의하지 않

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두고서 압류 등 사유 발생 시에 서로 소멸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약정하여858) 선행상계예약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선행상계예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

다. 

이 문제는 선행상계예약이 갖는 담보기능의 측면에서는 포괄근저당의 유효

성에 관한 논의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포괄근저당은 담보물권의 부종

성 문제가 추가되어 있으나859) 후순위담보권자 및 제3취득자, 일반채권자 

등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선행상계예약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포괄근

저당은 채권최고액이 정해져 있고 등기로 공시되므로 제3자의 이익을 침해

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상계예약은 최고액도 없고 공시되는 것도 아니

856) 이는 압류가 채권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한다.
857) 양 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반대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하여도 상계로써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시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858) 예컨대 고객 A의 예금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A를 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이 은행에게 

발송되면 은행의 A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양도된 예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약정을 은행과 

A, B가 모두 합의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859) 곽윤직, 물권법, 372; 이영준, 물권법,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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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더 크다. 또한 근저당의 경우 피

담보채권이 적을수록 저당권 설정자에게 유리하여 이에 대한 유인이 있지만, 

선행상계예약의 당사자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행상계예약은 특정된 원인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야 하고, 단지 종류가 같을 것만을 요구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장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예약

당시 법률관계가 이미 구체적으로 성립하고 있거나 그 발생의 기초가 형성

되어 있는 거래에 국한되어야 하고 막연히 장래를 대비하여 예상가능한 모

든 거래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은행거래의 경

우 선행상계예약은 예약 당시 개설되어 있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예금 등 채

권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아직 개설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

하는 채권에 대하여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선행상계

예약 후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한다면 그 개설 당시 고객과 은행

이 새로운 계좌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선행상계예약의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를 다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기존의 선행상계예약을 그 후에 형성하는 

거래관계에 확장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특정 거

래와 밀접하게 연관된 불법행위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경우에 따라 

상계대상으로 포섭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압류 등 강제집행이 임박한 것을 

알고 이를 배격하기 위하여 체결한 선행상계예약은 무효라고 보거나 사해행

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선행상계예약이 압류 보다 먼저 체결된 사안에 관한 것이

다. 압류가 먼저 이루어지고 선행상계예약이 뒤에 체결된 경우에는 선행상계

예약으로 압류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상계로 압류에 대

항할 수 있는 경우, 예컨대 완화된 상계적상설에 의하면 압류 시 자동채권을 

청구할 수 있었거나 상계의 대상채권이 견련관계에 있다면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6. 상호계산의 경우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

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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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를 상호계산이라 한다(상법 제72조). 상호계산에 편

입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그 효력에 관해서는 위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보아 압류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절대적 효력설)860)와 당

사자의 합의로 압류금지재산을 만들 수 없다고 하여 압류는 유효하다는 견

해(상대적 효력설, 절충설)861)가 대립하고 있다. 상호계산에 관하여 압류 배

제를 시사하는 규정이 없고 상호계산은 상계예약을 상사거래에 확장한 것이

므로 상계예약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여 견련관계가 있는 채무 사이에는 상호계산으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고, 별개의 거래를 단지 기간으로 묶은데 불과한 경우에는 선행상계예약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

1. 문제제기

채권양도도 채권압류와 동일한 맥락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다수이지만862) 

압류의 경우에는 압류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

므로 채권양도와는 그 법적 상황을 달리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

다.863)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은 그 확

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채무만 온전히 이행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

해 있기 때문에 상계에 대한 기대, 즉 상계의 담보적 기능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864)

860) 손주찬, 275; 최기원, 269; 이철송, 411.
861) 주석상법[총칙·상행위(1)]/정동윤, 514; 정찬형, 248; 정동윤, 179; 송옥렬, 127.
862)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499.
863) 中井, 註釋民法(12), 447; 이영수,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상계,” 

212. 무효 및 취소 사유와 같이 채권 자체에 결부되어 있는 부착형 항변과 구별하여 상

계는 채권자인 지위에서 연유하는 비부착형 항변이므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견해로 서민, 166. 
864)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피상계자, 즉 채권양도인의 재산상태의 악화가 일반적으로 전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계 기대 보호의 문제가 압류의 경우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채권양도와 상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위 민법 규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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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독일 민법은 채권양도의 경우에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한 반대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할 수 있지만 양도를 알고서 반대채권을 취득하였거나, 반대

채권의 이행기가 양도를 안 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았고 수동채권보다 

이행기가 늦게 도래할 것인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제406

조). 법률에 의한 채권 양도에서도 이 규정은 준용된다(제412조). 이는 압류

된 채권에 대한 상계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다(제392조). 자신의 급부를 위법

하게 지체하지 않으면 상계적상을 발생시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

계기대는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865)866) 

채권양도 당시에는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수동채권 보다 

나중에 도래할 것이지만 채권양도를 안 시점에는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

하여 상계적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에 위

반한 이행지체로 상계적상을 초래한 채무자의 기회는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는 규범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867)

연방대법원은 자동채권이 될 채권의 법적 기초(Rechtsgrund)가 수동채권

의 양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실제 채권이 양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인에 대한 상계를 인정하였다. 계약이 양도 전에 체결되었지만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이후에 발생한 사안,868) 채무자

865) Gernhuber, 293.
866) 한편 민법 제404조는 “채무자는 채권양도 당시 양도인에 대하여 성립하고 있던 대항

사유(Einwendung)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상계적상의 존재가 어떠

한 대항사유(Einwendung)나 항변(Einrede)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404조가 적용되

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Gernhuber, 292)
867) Gernhuber, 294.
868) BGH NJW 1971, 1270=BGHZ 56, 111(청구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양도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고 그 후에 그 채권이 다시 파산관재인에게 양도된 사안에서 임대인인 

피고가 양도인에 대한 월 4500마르크의 차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

한 사안이다. 청구채권의 양도가 있기 전에 이미 반대채권의 발생기초가 된 임대차 관계

는 존재하고 있었고 반대채권은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전에 발생하였다. 연방대

법원은 민법 제406조에 의해 피고는 채권양수인에게 상계할 수 있고 이는 채권양도인이 

파산하거나 양도채권이 다시 양도인의 파산관재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또한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가, 수동채권의 양도 이후이나 유치권에 기

한 이행거절권이 존재하는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가지고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재판례로 BGH NJW 1972, 1193=BGHZ 58, 327 참조(원고는 1967. 

4. 17. 소외 J 등에게 3000마르크를 대여하면서 J가 피고조합에 가지고 있었던 조합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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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동채권의 양도 전에 보증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수동채권의 양도 

이후에 보증금이 지급되어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사

안869)에서 각각 상계를 인정하였다.870)

및 장래의 청산재산청구권을 담보로 양도받았다. 피고조합은 양도를 알게 된 시점인 

1967. 4. 24. 전인 1967. 2. 22. J와 조합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차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1967. 12. 27. J가 사망하여 위 임차계약은 종료하였지만 주택의 인도는 1969. 

2.에 이루어졌다. 원고는, 1967. 10. 27. 대여계약을 해지하였고 J의 상속인이 1967. 12. 

31. 피고조합을 탈퇴한 후, 대여금원리금과 이자 등에 해당하는 금액인 3601마르크의 청

산재산청구권을 피고조합에 청구하여 제소하였고 피고조합은 위 차임채권을 가지고 상계

를 주장하였다. 1심은 청구채권 중 2744마르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과 연방대법원은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피고조합은 청산재산청구에 대하여 

위 차임채권을 가지고 민법 제273조의 유치권을 행사하여 이행거절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는 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었다. 종전 

판결(BGH NJW 56, 257)은 양도 시점에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권양도로 채무자의 법적 지위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따라 본 판결에서는 반

대채권이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고, 양도채권의 이행기 도래 시점에 이행기가 도래하

고 있고 그 법적 기초가 양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채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채권양도로 채무자의 법적 지위가 악화되어서

는 안 된다는 민법 제404조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청산재산청구권이 양도되지 않았더라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고 J의 상속인의 주

택 인도 시까지 청산재산의 반환을 지연할 수 있고 그 동안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기대는 양도로 축소될 수 없고 피고조합은 

주택 인도 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채권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869) RGZ 73, 138(피고는 1902년 10000 마르크를 지급하기로 하여 매도인로부터 회사를 

인수하였다. 대금지급의 이행기는 1905.1.1.이고 그전에는 이자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매

도인은 곧이어 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1903년 이 회사는 파산하였다. 원고는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02년 회사의 은행

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하였다. 회사가 파산함에 따른 보증채무가 발생하고 이를 이행하

여 1904.1.1. 매도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는 매도인(채권양도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다. 제1심

부터 제국법원까지 모두 상계항변을 인용하였다.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1905.1.1.이고 자

동채권의 이행기가 1904.1.1.이기 때문에 자동채권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고 반대채권의 

취득 시점을 보증관계가 성립된 때로 보아 채권양도를 알기 전에 반대채권을 취득한 것으

로 보았다.); BGH NJW 1974, 2000(소외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피고가 보증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의 파산절차 개시 이후에 피고가 이러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소외 회사

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채권을 가

지고 있었고 이를 기초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

아 피고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는데 수동채권의 양도를 안 시점에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이행기 도래 시점도 수동채권보다 뒤에 도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상계

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원심은 상계 주장을 기각하였지만, 본 판

결에서는 파산개시 시점에 보증채무가 발생하고 있었고 구상채권은 정지조건부 채권이어

서 파산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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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법은 “채권이 순차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에 채무

자는 양도 시에 첫 번째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었던 채권뿐만 아니라 마지막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도 공제(Abrechnung)를 할 수 있다. 그러

나 중간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제1442조). 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 시에 양도인에게 반대채권을 가

지고 있었다면 이로써 상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양도 시”의 

의미에 관하여 통설은 양도 시가 아니라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안 시점이라

고 본다.871) 상계가 아닌 다른 항변의 경우 오스트리아 민법 제1395조872) 

및 제1396조873)에서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채권 양도로 인해 채무자의 지위를 악화시키지 않는

다는 데 있다. 채권 양도 사실을 안 시점에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이행기 도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조건부 채권, 

이행기 미도래 채권, 비 동종 채권 등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갖추어지면 양

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여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다.874)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려는 채무자의 신뢰는 양도 사실을 안 때까지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875) 

반대채권이 주채무와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

870) 반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의 요건에 따르고 

있다(BGH NJW 1956, 257). 스타킹매매대금청구에 대하여 이와 관련이 없는 임대차계약

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비록 임대차계약은 스타킹대

금채권의 양도 전에 체결하였지만 손해배상채권은 그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

으로 하는 상계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871) Dullinger, 8.
872) 오스트리아 민법 제1395조

   양도계약에 의하여 오직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만 새로운 채권이 발생하고 양수

인과 채무자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 양수인을 알지 못한 경

우에는 처음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기타 만족시킬 권한이 있다. 
873) 오스트리아 민법 제1396조

   채무자는 채권 양수인을 알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권한을 갖지 않고 자신이 채

권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진실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을 제

대로 인식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자신의 채권자로 하여 채권만족을 시켜야 한다.
874) Dullinger, 9.
875) Rummel/Rummel,  §1438 Rn. 3.



- 214 -

도 이를 가지고 하는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876) 대법원은 “손

해배상채권이 원래의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그 법적 근거

에 의하면 기준 시점 이전에 존재한 것이다. 계약상 의무가 기준 시점 이전

에 존재하였다면 계약이행채무를 대신하는 손해배상채무도 이미 그 전에-물

론 조건부로-존재하는 것이다. 일의 완성에 대한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된 것이다.”라고 설시하였다. 상계의 양 채무는 그 법적 근거, 내용, 발

생에 있어 완전히 다르지만, 단순히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

니라 이를 뛰어 넘는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주석서에서도 견련관계 있는 반

대채권은 양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877)

이상의 논의는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양도에 대한 것이고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별도의 논의가 있다. 예컨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의 지급으로 인한 보험자 대위로 채권이 보험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채무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에는 양도 시를 기준으

로 하자는 견해가 있으나,878)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 양도에 있어서도 채무

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인식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879)

(3) 스위스

876) SZ 36/40(건설회사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공사를 중단을 

선언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미 이루어진 공사에 대한 기성대금채권을 이 사건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공사도급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주정부는 공사를 재발주하여 남은 

공사 부분에 대하여 다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공사계약보다 

공사비가 증가하였다. 주정부는 위 건설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 만큼

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이 손해배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

다. 오스트리아 대법원(OGH)은 채권양도 전에 성립한 반대채권을 가지고만 채권양수인에

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양도 전에 상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니고 이 사건에서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는 채권양도 전에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가 주

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공사도급계약상 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채권

으로 한 상계로써 양수인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877) Schwimann/Heidinger, §1442 Rn. 5; Rummel/Dullinger, §1442 Rn. 4, 5(이 원칙은 

장래채권의 양도에도 적용가능하다고 주장한다.).
878) Rummel/Rummel, §1442 Rn. 6.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에서는 채무자가 이를 인식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879) Dullinger, 12; Rummel/Dullinger, §1442 R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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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채무법 제169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변제기기준설을 취하고 있

다. 즉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안 시점에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

거나 수동채권의 이행기 보다 먼저 도래할 것인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있

다.880) 이는 종전의 이에 관한 논쟁을 실무의 태도에 따라 입법한 것이라고 

한다.881) 파산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에도 상계를 허용한다(스위스 채무법 제123조 제1항). 상계가 이루어진 후

에는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인에게 담보책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882)

(4) 프랑스

채권양도에 관해 이의 없이 단순 승낙한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항할 수 있

었던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295조 제1항). 상계의 경우, 그 

중에서도 견련관계 없는 법정 상계에만 국한하여 항변의 대항불능 효과를 

발생시킨다.883) 이에 대하여 일부 견해는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은 

최소한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계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항

변사유에 확정하자고 주장한다.884) 그리고 이러한 견해가 일본 민법 제468

조를 거쳐서 우리 민법에 반영되었다고 한다.885)

채무자가 양도 통지만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이후 채권의 상계만이 제한

된다(동조 제2항).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취득하거나 확실성 및 청

구가능성 요건이 충족된 채권으로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없

다.886) 이는 양도통지 이전에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상계적상설에 해당한다. 판례는 반대채권을 양도통지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

도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고 본다.887) 

880) 그러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시점에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ZK-Aepli, Art. 120 OR, N 126.
881) BGE 25 II 324; BK, 1941, §169 OR Rn. 11.
882) BK, 1941, §169 OR Rn. 12.
883) Req. 1889. 2. 4, D. P. 1890. 1. 121(비교사법제도론, 236에서 재인용); 

Malaurie/Aynès/Stoffel-Munck, n° 1418.
884) Colmet de Santerre, Cours analythique de code civil, 1873, t. 7, n°136 bis. VII, 

p.184(김은아, 29에서 재인용).
885) 김은아, 38.
886) Juris-classeur civil, Art. 1271 à 1299(par Martin), n° 29.
887)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291 주 7 재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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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탈리아

민법에서 채무자는 양도통지 이후에 발생한 반대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법정 상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48조 제2항). 채무자가 이의

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채권 양도에 관하여 승낙한 경우에는 양도 이전에 양

도인에 대하여 상계가 가능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상계가능성을 

상실한다(동조 제1항). 이 규정의 취지에 관하여 당연상계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양 채권의 상계적상 도달에 의하여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

문에 그 이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더라도 상계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

생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옹호하는 입

장에서는 상계의 소급효에 의하여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을 정당화한다.888) 

(6) 영국

1) 법률상 상계

①반대채권이 채권양도 통지 전에 발생하고889) ②반대채권의 이행기가 채

888) Kannengießer, 33.
889) Banco Central S.A. v Lingoss & Falce Ltd.[1980] 2 Lloyd's Rep. 166; Business 

Computers Ltd. v Anglo-African Leasing Ltd.[1977] 2 All ER 741(원고는 컴퓨터 제조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컴퓨터를 구매하고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리스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두 번의 거래를 통하여 각각 이행기가 1974.1.30. 

및 1974.5.29. 도래하는 컴퓨터 판매대금 총 약 10000파운드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세 번째 거래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컴퓨터를 판매하고 이를 피고로부터 다시 임차하고 사

용료로 약 31000파운드를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지급불능상태에 빠

지고 원고의 회사채 채권자가 1974.6.13. 재산관리인을 임명하였고 임명에 따른 채권양

도통지가 1974.6.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이 통지가 도달할 때까지 원고의 

1974.5.18.부 할부금 미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재산관리인은 

1974.7.31. 계약파기를 통지하고 피고는 1974.8.8. 이를 수락하고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 약 32000파운드를 청구하였다. 본 판결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의 계약관계는 

원고의 파산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이전에 존재하였지만 채권 발생은 양도 통지 이후에 이

루어졌고 양 채권이 같은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기타 견련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는 상계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대채권이 양도 통지 이전에 발

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양 채권이 견련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

될 수 있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주채무에 대한 담보로 반대채권을 보

유하게 된 경우에도 상계로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있다는 재판례를 설시하고 있다. 다만, 

본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시에 이미 할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형되었다고 하여 상계로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

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손해배상채권 중 최소한 할부금채권이 변형된 부분은 이를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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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도 통지 전에 도달하거나890)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기가 수동채권 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891)는 것을 제시한다. 다만, ②요건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수동채권에 관하여 제소하기 전에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달한 경우

에는 상계를 인정한다는 설명도 있다.892)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

라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893) 

반대채권이 양도 통지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이 

통지 이전에 체결된 때에도 양도인에 대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

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894)895) 

2) 형평상 상계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반대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원인이 되는 거

래가 통지 이전에 이미 있었다면 형평상 상계가 허용된다고 한다.896) 채권

양도 통지 시에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달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수동

채권에 관하여 제소하기 전에는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달하여야 한다고 본

890) Lee-Parker v Izzett[1971] 3 All ER 1099(피고 1이 원고로부터 모기지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고 이를 피고3 등에게 임차하였다. 집의 수리는 임대인인 피고1이 하기로 하

였는데 피고1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3 등이 이를 대신하여 수리하였다. 피고3 등

은 자신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수리비용을 차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본 판결은 이러한 수리비용이 계약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비용이 정당한 경우에는 장

래의 차임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Parsons v Sovereign Bank of 

Canada[1913] AC 160(1907.6.17. 계약이 파기되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고 

1907.6.30.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상계로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

였다.).
891) Jeffryes v Agra and Masterman's Bank[1866] LR 2 Eq. 674; Business Computers 

Ltd. v Anglo-African Leasing Ltd.[1977] 2 All ER 741.
892) Wood, n. 16-47; Derham, n. 17.13.
893) Moore v Jervis(1845) 2 Coll 60, 63 ER 637; Watson v Mid Wales Railway 

Co(1867) LR 2 CP 593.
894) Stephens v Venables(No.1)(1862) 30 Beav 625, 54 ER 1032; Watson v Mid Wales 

Railway Co(1867) LR 2 CP 593(청구채권이 발생한 후 피고는 채권자에게 물건을 임대

(lease)하였다. 그 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

여 피고는 사용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Business Computers Ltd v Anglo-African Leasing 

Ltd[1977] 1 WLR 578.
895) 그러나 반대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상 의무가 통지 이전에 있었다면 반대채권이 통

지 이후에 발생하여도 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

다. 다만, 소제기 시에는 반대채권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Derham, n. 17.15.
896) Mangles v Dixon[1852] 3 HLC 702; Wood, n.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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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97) 형평상 상계에 대하여 이와 같이 요건을 완화하여 인정하는 이유는 

채권양수인이 계약상 권리만 취하여서는 안 되고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불

이익도 같이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898) 가령 매매계약에서 발

생한 매매대금채권만 주장하고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피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채무자인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채권의 양수

인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채권

양수인이 채권양도인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와 연결

되어 있다.899)

3) 계약상 상계

계약상 상계에 관하여는 ①상계계약이 채권양도 통지 이전에 체결되고 ②

상계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채권양도 통지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로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900) 채무자는 양도통지가 

있은 후에는 채권양도인과 상계계약을 체결하여 이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901) 

(7) 일본

1957년 판례에서902) 채무자가 상계의 정당한 기대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

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상계와 압류에 대하여 

무제한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온 이후 채권양도와 상계에 대하여도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1975년 판결에서903) 무제한설에 입각하여 채권양도의 대

897) Wood, n. 16-22, 4-129.
898) Wood, n. 16-23.
899) Wood, n. 16-25.
900) Mangles v Dixon[1852] 3 HLC 702(용선자가 선주와 용선료에서 손해를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Wood, n. 16-33.
901) Wood, n. 16-36.
902) 日最判 1957(昭 32).7.19. 民集 11-7, 1297.
903) 日最判 1975(昭 50).12.8. 民集 29-11, 1864. 소외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외상금채권

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회사의 이

사인 원고가 위 외상금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분실하였다.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어음금을 변상하고 위 외상금채권을 양도받았다. 채권양도 당시 양 채

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고 양도채권의 변제기가 자동채권인 어음금채권

보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할 것이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외상금채권의 지급을 청구

하였고 피고는 위 어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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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상계의 반대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 

선후를 묻지 않고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지

지하는 견해904)와 이를 비판하면서 양자는 법률관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

에 이를 반드시 동일하게 규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①법원의 

명령인가 여부에 따라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하나의 부류로 하고 

채권양도를 다른 부류로 보는 견해는 압류의 경우 경합하는 채권자 간의 채

권자평등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느냐 하는 고려에 관한 것이고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권거래의 보호와 상계의 기대의 보호를 비교 고려하는 것이라고 

한다.905) ②독자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명령, 

추심명령을 한 부류로 하고 전부명령, 채권양도를 다른 부류로 하는 견해는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은 압류채무자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대상으로 하

는 반면, 전부명령이나 채권양도는 스스로 새로운 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906) 그리하여 채권양도의 경우에 있어서 양수

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또 다른 설명은 

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 보호의 문제이고 채권양도

의 경우에는 채권유통의 안전과 대항요건의 존속과의 조화 문제로 차이가 

있고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 보호의 필요가 줄어든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채권양도의 경우 압류와는 달리 거래안전의 요청이 있고 Ⓑ압류의 경우에

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할 여지가 있는 반면 채권양수인은 다른 재산

을 취득할 여지가 없고 Ⓒ압류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로서 지위를 가지는 반

면 채권양수인은 우선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권

리를 대신하여 가지는 반면 채권양수인은 스스로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고 

Ⓔ채권양도의 경우에 채무자는 양도금지특약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904)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제한설(변제기기준설)을 일관하는 견해로 淡路, 債権総論, 453, 

613. 이 견해는 상계적상설은 자동채권이 수동채권보다 먼저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 채

무자가 가지는 상계의 기대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제한설을 취하는 경우에

도 대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의 상계기대는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상계예약의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905) 平野, “押留·債権譲渡と相殺,” 99.
906) 好美, “銀行預金の差押と相殺(下),” 26. 이 견해는 상계와 압류의 경합 문제에서는 무

제한설을 취하고 상계와 채권양도(전부명령)의 경합 문제에서는 제한설을 취한다. 압류의 

경우에는 압류채무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이기 때문에 이익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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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기 때문에 보호 필요성이 약화된다고 한다.907) 그리하여 채권양도와 상

계의 경합 문제에서는 제한설이 다수설을 이룬다.

또한 위 판례변경에 대해서는 무제한설의 입장에서 이를 지지하는 입장과 

변제기기준설의 입장에서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상계기대 보호의 관점

에서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실질관계 고려설에서는 채권

양수인의 청구가 있기까지 채무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계의 기대에 대한 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상계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견해

가 있다.908) 이 견해는 채권양수인의 청구가 있느냐 여부를 중시하여 채권

양수인의 청구가 있기 전에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그러한 경우의 상

계기대는 좀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909) 

(8) 유럽계약법원칙(PECL)

①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할 때 반대채권이 발생하여 있거나 

②반대채권이 양도된 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상계로 양수인

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한다.910) 반대채권이 견련관계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양도 통지 도달 후에 발생한 반대채권으

로 하는 상계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양도 통지 

전에 반대채권이 발생하고 있을 것을 요하고 이행기 도래는 요하고 있지 않

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는 반대채권의 이행기

가 도래할 것을 요한다.911)

(9) 유엔채권양도협약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에서 2001년 6월 채택한 ‘국제거

래에서의 채권양도에 관한 협약’ 초안 제18조 제1항은 원 계약 또는 그와 

동일한 거래의 일부를 이루었던 그 밖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자동채

907) 中田, 債権総論, 391.
908) 小杉, “いわゆる＇債権譲渡と相殺＇についての一考察,” 18.
909) 한편 이 판결에 대하여 개별사안을 고려한 것이고 무제한설의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원고가 소외회사의 이사이고 소외회사가 파산하였다는 점

에서 피고의 상계권을 보호할 가치가 큰 개별 사정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下森, “債権譲渡と相殺,” 135.
910) PECL, 117.
911) PECL,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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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상계 압류와 상계

독일 변제기기준설 변제기기준설

오스트리아 무제한설 무제한설

스위스 변제기기준설 변제기기준설

프랑스 상계적상설 상계적상설

영국법률상상계 변제기기준설 변제기기준설

영국형평상상계

강화된 무제한설

(반대채권이 채권양도 이후 

발생하여도 상계 허용)

·

일본
무제한설(판례),

제한설(다수설)
무제한설(판례)

유럽계약법원칙

약화된 무제한설

(양도된 채권 청구 시 

반대채권 이행기도래 요구)

·

유엔채권양도협약 (완화된)상계적상설 ·

권으로 하는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상계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그 밖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채무자가 양도통지를 

받은 시점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912)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무 사이에 견련성이 있는 경우 상계를 폭넓게 허용하

고 있다는 점과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계적상을 요구하고 있다.913)

(10) 소결

이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1) 양도통지만 있는 경우

우리 민법 제451조 제2항은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양도통지만 한 때”란 채무자가 채권양도계약의 당

912) 김재형, “유엔채권양도협약의 국내법적 수용문제,” 82.
913) 위 초안 제18조 제2항을 상계적상설을 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으로 이상

주, “압류된 채권에 대한 상계의 허용요건,”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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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로 관여하거나 채권양도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는 

등의 사유가 없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양도인이 통지한 경우를 의미한다. 여

기서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는 동조 제1항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경우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와 같다고 하면서 상계항

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914) ①양도통지 이후에 반대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없고, ②양도통

지시에 반대채권이 상계적상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915) ③양도통지시에 반대채권의 변제기

는 도래하고 양도채권의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916) ④채무자의 반대채권이 양도통지 후에 변제기에 도달

한 경우에 관하여는 통지가 있기 전에 취득한 반대채권이면 통지 시 상계적

상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대항요건은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채무자

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므로 상계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는 견해가 종래 다수설이다.917) 이에 대하여 이러한 입장은 채권양수인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명문의 규정 없이 상계항변의 허용범위를 너무 

확대하여 채무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고, 예외적인 사유인 상계항변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통지 시 상계적상에 있거나 수동채권보다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자동채권에 한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

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918) 

(2) 이의를 보류한 승낙이 있는 경우

이의를 보류한 승낙이란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 양도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권을 보류하고 한 승낙을 말한다.919) 이의를 보

914) 주석민법[채권총칙(2)]/서민, 582; 민법주해[X]/이상훈, 593; 양창수·권영준, 권리의 

변동과 구제, 193.
915) 주석민법[채권총칙(2)]/서민, 582.
916) 주석민법[채권총칙(2)]/서민, 583.
917) 곽윤직, 채권총론, 224; 김대정, 채권총론, 871; 송덕수, 채권법총론, 358; 민법주해

[X]/이상훈, 593.
918) 김형배, 채권총론, 590; 김상용, 채권총론, 380; 주석민법[채권총칙(2)]/서민, 583; 민

법개정안 제451조 제3항.
919) 주석민법[채권총칙(2)]/서민, 573. 이 문헌은 그 예로서 채권자에 대한 대항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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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승낙은 채권양도에 있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채무자의 의사가 피력된 것이고 그 효력은 채권양

도 통지를 받은 경우와 같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920)

(3) 이의보류 없는 승낙이 있는 경우

우리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

권양도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이란 채

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 그 채권의 불성립, 성립에 있어서의 흠, 

채권의 소멸 기타의 항변사유를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음을 밝히지 않

고서 한 단순한 승낙을 말한다.921) 여기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에 상계항변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학설은 상계항변이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922) 대법원도 상계항변이 이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승낙 당시 상계 적상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923) 

이 판결은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 사실관계를 보면, ①소외인1

(임차인)이 소외인2로부터 금전을 대차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피고(임대인)

에게 지급하였다. 이때 피고가 위 금전대차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가 연대보증금을 지급하여 소외인1에게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 보증금

에서 구상금액만큼 공제하기로 하였다. ②그 후 소외인1은 원고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명의를 원고 단독으로 하여 임대차관계 종

료 시 원고가 단독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도록 하였다. ③임대차관계가 

으면 이를 양수인에 대하여서도 주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하는 승낙이라고 설명한다.
920) 곽윤직, 채권총론, 224; 김대정, 채권총론, 872; 김상용, 채권총론, 380; 김형배, 채권

총론, 655; 송덕수, 채권법총론, 359; 민법주해[X]/이상훈, 594.
921) 주석민법[채권총칙(2)]/서민, 574.  
922) 곽윤직, 채권총론, 224; 김대정, 채권총론, 871(채권양도 통지 시점에 자동채권의 변제

기가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여 현재 상계적상이 있는 때에 상계할 수 있

다고 설명); 민법주해[X]/이상훈, 594; 김형배, 채권총론, 588; 김상용, 채권총론, 379.
923) 大判 1999. 8. 20., 99다18039, 공보 1999,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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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연대보증채

무를 이행하여 소외인1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대법원은 원고 

단독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소외인1이 보증금채권을 원고

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해 채무자인 피고가 승낙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승낙 당시 양수인인 원고는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인 공제약정 사실을 알

고 있었으므로 상계로 양도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채권발생의 시기를 

보면 금전대차상환채무의 이행기가 가장 빠르고(이때 보증채무의 사전구상권

이 발생), 그 다음에 보증금반환채무(수동채권)이 발생하고 그 후에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채무(자동채권)가 발생하였다. 승낙 당시 자동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수동채권의 이행기

보다 늦게 도래하고 있으므로 변제기기준설에 의하면 양수인에게 상계를 할 

수 없게 된다. 자동채권인 사후구상금채권을 사전구상금채권의 변형이라고 

보아 그 이행기 도래 시기를 사전구상금채권의 이행기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변제기기준설에 의하더라도 상계로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924) 채

권양도를 승낙한 뒤에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

여서는 채권양수인에게 상계항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925)

이 재판례에서 양 채권의 변제기 선후에 따라 상계의 허용 여부를 구별하

지 않는 것은 압류채권에 대한 상계허용 여부에 관하여 자동채권의 변제기

가 압류된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앞서거나 동시인 경우에 한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판례의 입장과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926) 채권양도 통지의 경우에는 변제기기준설을 취하면서 채권양도 승

낙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인식을 이유로 무제한설을 취하고 있는 것이 된다. 

또한 이 견해는 “이의보류 없는 승낙이 있었는데도 채권양수인이 상계가능

한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악의·중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채무자의 상계를 허용하고 있어 채권의 거래안전의 보장 측면에서 다

소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924) 사전구상권채권에는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어 그러한 의제가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925) 大判 1984. 9. 11., 83다카2288, 공보 1984, 1642.
926) 홍준호,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와 상계항변의 단절 여부,”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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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1) 채권양도와 압류의 경우를 달리볼 것인지 여부

양자를 달리 보는 견해는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양수인을 좀 더 보호하여 

상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양도와 달리 압류는 압

류채무자의 자력이 약화되어 있다는 중요한 표증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는 오히려 상계를 더 제한하여 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채권양도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새

로운 권리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압류와

는 구별된다고 주장하지만 압류도 경우에 따라서는 장래의 채권이전을 동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설명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압

류 후에 확정판결을 받아 본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게 된다면 전부명령에 의

해 이전되는 채권의 상태는 가압류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압

류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모두와 결합될 수 있으므로 가압류와 전부명령

을 구분하여 상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

부명령과 채권양도는 전자가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고 후자가 법률행위에 의

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채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채권 이전이 발생한

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계 가능 여부에 있어 이 둘을 구

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상계와 압류의 경합 문제에 관하여 (완화된) 

상계적상설을 취하므로 채권양도에 관하여 더 엄격하게 상계를 제한할 여지

도 없고 동일하게 (완화된) 상계적상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이의보류 없는 승낙이 있는 경우

이의보류 없는 승낙(이하 “무유보 승낙”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

자는 양수인에 대한 상계항변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규정의 연원이 되는 프랑스 민법 제

1290조가 상계항변에 국한하여 항변권 상실의 효력을 부여하였고 일본 민법 

제468조에서 이를 다른 항변 사유로 확대하였다는 사실에서 비추어보면 이 

점은 더욱 확고해진다. 다만 견련관계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대

한 채무자의 무유보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상계권을 포기하지 않

은 이상, 여전히 상계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매매계약

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무유보 승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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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손해

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면 매수인이 이 채권을 가지고 매매대금채권에 대하

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도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양

도에 있어 임대인이 무유보 승낙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목적물 개축 등으

로 인해 임대인이 가지는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여전히 공제

할 수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927) 무유보 승낙으로 상실하게 되는 항변은 

원칙적으로 채권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되어야 하고 채권 발생의 기초되는 

법률관계의 변경에 기한 항변은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928) 이러한 측면

에서 견련관계 있는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무유보 승낙 이후에도 여전

히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고 양도승낙 당시 

‘상계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다면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다 하더

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929) 

무유보 승낙의 취지가 무유보승낙을 한 채무자에 대한 제재와 양수인 보호

를 통한 채권거래 안전보장에 있는데, 양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러한 보

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930)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①

상계의 원인, ②반대채권의 존재, ③상계적상을 그 대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③상계적상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상계에 대한 충분한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채권양수인이 상계적상 사실까지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

지 못한 것이라면 이러한 양수인에 대하여는 상계를 인정하여도 된다고 생

각된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승낙한 것이 제

반사정에 비추어 상계권 포기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

다고 할 것이다. ①상계의 원인, ②반대채권의 존재에 대한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위 대법원 판결(99다18039)의 사실관계에

서는 아직 반대채권인 구상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

한 후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면 이를 피고가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반환채

927) 大判 2002. 12. 10., 2002다52657, 공보 2003, 361.
928) 무유보 승낙시 대항불능 항변사유를 제한하려는 이론적 설명은 김은아, 83 이하 참조.
929) 大判 1999. 8. 20., 99다18039, 공보 1999, 1878. 
930) 김은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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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서 공제한다는 약정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양수인의 인식은 이러한 

공제약정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여진다. 결국 위 판결에서는 반대채권이 발생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상계예약을 인

식의 대상으로 본 것이므로 채권양수인이 ①상계의 원인에 대한 악의가 있

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채권양수인이 상계의 원인이나 반대채권이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무유보 승낙을 한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상계를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반대채권의 발생 없

이 상계의 원인만이 있거나 반대채권의 존재가 있는 정도로는 채무자에게 

보호할 만한 상계기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의 보류 없는 승낙

에 의해 채무자에게는 상계 기대의 여지가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이 이러한 상계의 원인을 인식하였다고 하여 양수인 

보호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 판결의 결론에는 공감하지만, 그 

근거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견련관계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 임차인은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지

급하였고 임대인인 피고는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에 임차보증금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

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채권과 임차보

증금반환채무는 전체적으로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기 때

문에 견련관계에 있다. 즉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임대

인이 임차인의 이러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신 보증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이, 상계와 압류의 경합 문제에 대하여는 변제기기준설에 의하

면서, 양도승낙의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한 채권의 존재에 대한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로 무제한설을 취하는 것은 평가모순을 자아낼 여

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양도의 승낙은 최소한 양도통지로서의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통지의 경우에도 무제한설을 취하여여 할 것인데, 채권양도

의 경우에 압류의 경우보다 상계자(채무자, 제3채무자)를 더 보호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만약 양도통지의 경우에 변제기기준설을 취

한다면 양도승낙에서 양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변제기기준설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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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 논의

민법 개정 논의에서는 압류와 상계의 경합에 관한 규정은 기존의 것을 유

지하고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에 관하여 변제기기준설의 입장에 입각한 규

정을 신설하려고 한다.931) 이 문제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을 두어 법적 명확

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상계와 압류의 경합 

문제에 관하여 학계 및 실무의 태도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

고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 문제에 관하여는 아직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오해의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압

류와 상계의 경합,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 문제를 일괄하여 규정을 마련하

여야 할 것이다. 이들 문제에 관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더라도 이들 문

제를 같이 논의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4. 장래 발생할 채권을 양도한 경우

(1) 문제제기

장래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

여 이를 충족하는 경우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932) 즉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

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장래의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고 본다(특정성 및 개연성).933) 

장래 채권의 양도와 상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장

래 채권 양도는 이미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931)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법무부, 2004, 721. 제451조 제3항을 신설하여 “③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에 양도인에 대한 채권이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그 이행

기가 양도된 채권의 이행기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상계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

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932) 大判 2010. 4. 8., 2009다96069; 大判 1996. 7. 30.선고 95다7932, 공보 1996,  

2621; 大判 1997. 7. 25., 95다21624 공보 1997, 2653.
933) 日最判 1999(平 11).1.29. 民集  53-1,151 판결에서 8년여의 장래 진료보수채권 양도

도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여 발생확실성 요건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논문으

로 양창수, “장래채권의 양도,” 262 참조. 이 논문의 저자는 발생가능성 요건에 대해 ①

처분행위의 요건에 근거없는 예외를 두는 것이고 ②자산유동화 수요에 부합하지 않고 ③

우리 재판례에서 실제로 이 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장래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한 예가 없

다고 하여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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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의 시점(양도 통지 시점)뿐만 아니라 채권의 발생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이다. 장래 채권 양도는 일종의 사전 양도로서 아직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여야 그 때에 비로소 채권 양도가 이루어

지는 것이고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채권이 양도될 수 없는 것이다.

장래 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될 자가 통지를 받은 이후에 반대

채권을 취득하여 이로써 채권 양도에 대항할 수 있는가. 채권 양도가 채권 

발생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채권 양도 이전에 반대채권을 취득한 것

으로 보아 상계가 우선한다고 할 수 있는가.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는 부합

하는 측면이 있으나, 장래 채권의 양도 사실을 알고 반대채권을 취득한 것이

므로 상계기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장래 채권 양도의 허용성에 관해 독일에서는 민법 시행 초기에는 다소 논

란이 있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

다.934) 현재 독일 판례는 장래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매우 관용적인 입장을 

취한다. 채권 관계 또는 법적 기초가 발생할 필요는 없고 장래 채권 발생이 

개연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족하고,935) 장래채무자가 양도시점에 확

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가능하다고 본다.936) 특정된 채권이 

934) Mylich, 29 ff.
935) RGZ 55, 334[건설공사수급인이 1900.6.1. 피고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을 원고가 미리 1900.4.1. 양수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사안에서 채권의 기초는 없

고 발생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도 양도가 가능하고 채권 발생시에 바로 양수인에게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판시하였다. 민법의 규정이나 제국 국회나 위원회의 토의에서 이 문제를 보

통법(gemeinem Recht)에 의한 경우와 다르게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거래요청에 부합한다고 설시하였다. 민법 제398조 제2문(계약체결로 양수인은 종전 

채권자에 갈음한다는 규정)도 이러한 해석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한다고 하였다.]; BGH 

NJW 1965, 2197; MünchKomm/Roth, §398 Rn. 79.
936) BAG NJW 1967, 751(다만, 양도범위가 충분히 특정되거나 특정될 수 있도록 하여 양

도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 근로자 S는 사용자로

부터 900마르크를 대여하여 매달 90마르크씩 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이 상환채무와 임금채

무를 이행기도래시에 상계하기로 상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에 근로자 S는 할부금채무

의 한도에서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 판결에서 상계계약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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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에 양도로서 신뢰할 수 있게 정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발생한 법적 

근거를 지정하거나 발생의 기준이 되는 사정(Lebenssachverhalt)을 한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937)

이에 관한 법률구성은 양도채권의 법적기초(Rechtsgrundlage)가 존재하느

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매매, 도급, 임대차나 단체법상 재산청구권에 있어

서 양도시점에 법적 기초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양도가 이루어진 후 해당채

권은 일단 채권양도인에게 발생하고 그 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져서 채권이 

양수인에게 귀속한다.938) 이를 경유적 취득(Durchgangserwerb)이라고 한

다. 채권이 양수인에게 귀속하기 전에 채권양도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양수

인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양수인이 채권발생시 바로 채권을 취

득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939) 기대권을 취득하거나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채

권을 취득하는 것과 같이 채권의 법적 기초가 이미 존재하는 사안에서 사전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채권 발생 시에 바로 이를 취득하게 

된다.940) 이를 직접취득(Direkterwerb)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사전 양도

양도통지의 도달보다 먼저 이루어졌음에도 민법 제406조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도에

서 채권양수인에게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MünchKomm/Roth, §398 Rn. 81; 

Soergel/Zeiss, §398 Rn. 5.
937) MünchKomm/Roth, §398 Rn. 81.
938) Staudinger/Busche, §398 Rn. 75.
939) 연방대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대출 및 보증인수를 하고 소외인이 매도한 토지에 대

한 매매대금채권을 사전 양수받았지만 매매대금채권은 파산개시 후에 발생한 사안에서 파

산개시 후 채권양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파산법 제15조에 의해 파산채권자에게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BGH NJW 1955, 544). 조건부 소유권 이전이나 조건부 채

권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순수한 기대권을 취득하고 파산개시 후 조건 성취시에는 양

수인이 별제권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본 사안의 사전양도의 경우에는 채권적 구속력이 발

생하는 것에 그치고 기대권과 같은 물권적 법적 지위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

우에는 부동산에 부동산담보권(Grundpfandrecht)을 설정하여 대출 및 보증인수에 대한 

담보를 가질 수 있었는데 피고가 토지를 분할하고 분할된 부분을 다시 매도하기 위하여 

별도로 담보권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940) BGHZ 30, 238=BGH NJW 1959, 1539(은행이 KG에게 대여금을 교부하고 KG의 상품 

인도에 따른 현재 및 장래의 채권을 담보로서 양도받았다. 그 후 KG는 지급을 정지하고 

화의절차를 신청하였으나 좌절되고 결국 그의 재산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 지급

정지 후 파산개시 전까지 KG는 영업을 계속하였고 그의 고객 중 일부는 물품 대금을 파

산개시 이후에야 지급하였다. 이 사건의 피고인 KG 재산의 파산관재인은 고객의 대금 지

급을 파산재단에 포함시켰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이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물품 대금 채권은 지급 정지

를 안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부인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피고는 부인권의 행사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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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장래채권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인의 채권발생에 대한 기대와 결

부된 현존하는 법적 지위가 함께 양도된다. 이는 중대한 차이를 초래하는데 

사전양도를 받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장래 채권을 청구하거나 채권존

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양도인의 파산 시에도 양도된 채권은 파산재

단에 귀속하지 않게 된다.941) 또한 이 경우에는 사전양도 자체가 독일 민법 

제398조 이하의 채권양도규정을 유추적용받게 된다.942)

장래 채권 양도에 있어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시점에 관하여 보면, 사

전 양도를 알기 전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문제없이 인정될 

수 있다.943) 사전 양도 인식 이전에 반대채권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인식 이후에 반대채권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연방

대법원은 장래 채권에 관한 사전 양도를 채무자가 안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고 보아 이러한 경우에 상계를 부정하였다.944) 채무자의 상계권은 그가 반

관계없이 파산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

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연방대법원도 은행은 장래 채권의 양도인의 

지급정지를 알고 난 후에 발생한 채권을 그 전에 받은 장래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획득하

더라도 이는 파산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즉 장래 채권 양도 후 채권 발생은 양

수인인 은행에게 발생하지만 그 발생 시기가 지급정지 이후라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BGHZ 49, 197=BGH NJW 1968, 493(부동산소유권양도

합의의 양수인의 기대권의 양도에서 기대권을 양도받은 자는 원 양수인이자 기대권의 양

도인인 자의 중간취득이나 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바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되

도록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등기 경료로써 소유자로부터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941) Staudinger/Busche, §398 Rn. 73.
942) BGH NJW 1969, 276.
943) BGH NJW 1990, 2544(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에 대하여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급여채권의 법적 기초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임명된 1974년에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는 채무자로서 1980. 11. 급여채권의 양도를 인식하였다. 원고는 담보목적으로 급여

채권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추심권을 받아서 청구한 사안이다.); BGH NJW 1976, 1351. 

“장래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나중에 그 채권이 온전하게 발생하면 자신의 반

대채권의 도움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944) BGHZ 66, 384=BGH NJW 1976, 1351[원고가 기화연료 등을 소유권유보부로 M회사

에게 매도하였고 M회사는 이를 다시 피고 1에게 매도하였는데 대금채권은 애초 원고와 

M회사 사이의 거래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 양도되었다. 원고가 양수한 대금채권을 청

구하자 피고 1은 M회사에 대한 대금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다. 피고 

2는 M회사 및 피고 1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피고 1은 이 사건 대금채권의 사

전양도 사실을 반대채권 취득 당시 알고 있었다. 이 판결문에서는 v. Tuhr(BGB AT II 1, 

S. 394)와 Schomaker(BBI 1969, 940)의 견해를 직접 소개하면서 채무자가 반대채권 취

득시 사전양도를 알고 있었다면 상계주장할 수 없다는 Schomaker의 주장을 따른다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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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채권을 취득할 때 주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계산한 경우에 보호된

다고 보았다.945) 선의의 채무자에게만 민법 제406조에 의해 그러한 종류의 

상계권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가 없는 악의의 채무자, 즉 반

대채권을 취득할 때 이로써 상계를 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지 않은 채무

자에게는 그러한 상계권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인

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전양도의 시점이고 처분의 효력발생시점, 즉 양수

인으로의 채권이전시점이 아니다. 제1초안 이유서의 내용을 보면 민법 제

406조는 양도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을 그 취

지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채권양도로 채무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

는다는 민법 제404조의 원칙과 채권양도를 안 채무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407조의 신뢰보호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신뢰보호원칙을 우선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는 찬동하는 견해가 다수이다.946)

법률행위로 취득한 채권에 한하여 판례의 입장에 찬동하고 사전 양도를 안 

뒤에 반대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반대채권이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발생

한 것이 아니라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947) 사전

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그 후의 재판례에서도 반복된다. BGH NJW 2002, 2865 참

조(원고가 A회사와 팩터링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발생하는 A회사의 매매대금채권을 사전

양수하기로 하였다. A회사는 K컴퓨터회사와 거래를 하던 중 1999.6.9.부터 K컴퓨터회사

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K컴퓨터회사도 1999.6.7.부터 반대채권을 가지

고 있었다. 한편 K컴퓨터회사는 1998.7.경부터 원고와 A회사 사이의 사전양도약정을 인

식하고 있었다. 그 후 K컴퓨터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K컴

퓨터회사의 도산관재인이다. 원고는 양수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에 제소하였는데 

피고는 A회사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다. 1심과 항소심은 상계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고수하여 상계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A회사와 K컴퓨터회사 사이에 채권양도금지약

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물권적 효력이 있는 채권양도금지로부터 채권의 처분

가능성을 보호하고 채권자가 채권을 대여 및 금융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보존하려는 

취지를 가지는 상법 제354조a 1문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항소심에서는 사전양도의 인

식을 채권양도의 인식과 같이 본다면 상계가능성을 부담한 채권을 취득한 양수인도 항상 

보호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시하였다.)
945) 또한 이러한 점은 채권양수인이 직접취득하든 경유취득하든 동일하다고 판시하였다.
946) Gernhuber, 296(법률행위로 취득한 채권에 관해서); MünchKomm/Roth, §406 Rn. 

19(수동채권의 양도를 알고 난 이후에 법률행위로 반대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계를 

부정한다. 그러나 법률상 취득의 경우에는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Staudinger/Busche, §406 Rn. 27.
947) Gernhuber, 296; MünchKomm/Roth, §406 Rn. 19(반대채권을 법률 규정에 의해 취득

한 경우, 예컨대 양도인의 불법행위로 반대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채권양도를 알고 난 이

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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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를 인식한 이후에 자신의 의사의 의하여 반대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권

리 남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예컨대 법률규정으로 반대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뢰를 보

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채권이 이미 성립하고 있었는데 그 후 수동

채권에 관하여 사전양도가 있고 이어서 수동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동채

권의 상계 허용 여부는 수동채권의 채무자인 상계자가 채권 발생의 당사자

로서 이에 관해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상계기대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948)949) 한편 연방대법

원은 같은 법적 관계에서 발생하여 민법 제273조에 의해 수동채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유치권이 있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의 사전 양도시 자동채권

의 법적 근거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자동채권이 양도 이후에 발생한 경

우에도 유치권이 있는 동안에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자동채권으로 수동채권

의 양수인에게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950)

2) 오스트리아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그 발생근거만 있고 향후 발생 예정인 경우

에도 그 법적 근거와 채무자가 충분히 특정되었다면, 이러한 장래채권을 양

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다.951) 장래채권의 양도

에 있어서 대항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장래채

권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952)와 이 경우에도 장래채권 양도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953)가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채권발생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채권이 실제로 발생할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반대채권

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로써 양수인에게 상계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한

948) MünchKomm/Roth, §406 Rn. 20.
949) 그러나 사견으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와 같이 채무자의 의사가 관여

하지 않고 수동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논거가 타당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한다.
950) BGH NJW 1972, 1193=BGHZ 58, 327. 상세한 사실관계와 판시내용은 제5장 제1절 

5. (2) 1) 참조.
951) OGH 04.04.1978, 3 Ob 518/77; Rummel/Dullinger, §1442 Rn. 5.
952) Koch, “Nochmals zur Aufrechnung bei Zession künftiger Forderungen,” 1160.
953) Dullinger, 9; Rummel/Dullinger, §1442 Rn. 5; Kerschner, “Zur Aufrechnung bei 

Zession künftiger Forderungen,” 557. 양도사실을 안 이상 채무자는 더 이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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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54) 그렇지 않다면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법률이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3) 영국

영국에서는 재판례가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

다. Dearle v Hall 사건955)에서 장래채권의 양도통지는 그 채권이 기대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았다. Roxburghe v Cox 사건956)에서 베갈레

이 판사(Beggallay LJ)는 양도된 채권이 현실적인 채권이 될 때까지는 채권

양도통지를 할 수 없어서 이러한 통지를 통해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상계

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채권양도에서 통지는 채권취득의 수단

이지만 상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인식에 대한 것으로서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957)

(3) 우리나라 논의

우리나라 대법원은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

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본다.958) 장래발생가능

954) OGH 04.04.1978, 3 Ob 518/77.
955) (1828) 38 E.R. 475. 매년 93파운드를 받을 권리를 상속받은 자가 이 중 매년 37 파

운드를 받을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후 매년 93파운드를 받을 권리 모두를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소한 사안이다. 원고에 대한 첫 번째 양도에서 통

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956) (1881) 17 Ch D 520, 527.
957) Derham, n. 17. 28. 한편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항소법원은 문제의 합의가 장래계

정의 현재의 양도로서 작동하고 이것의 인식은 장래채권에 관한 사후의 상계권 발생을 배

제한다고 보았다[L F Dommerich & Co v Canadian Admiral Corp Ltd(1962) 34 DLR 

(2d) 530].
958) 大判 1996. 7. 30., 95다7932, 공보 1996, 2621(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

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는 장

래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결); 大判 1997. 7. 25., 95다21624, 공보 1997, 2653(장래 

매매계약의 해제시 발생할 원상회복 채권을 채권양도 당시 특정할 수 있거나 가까운 장래

에 발생할 가능성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판결); 大判 2010. 2. 25., 2009다

76799, 공보 2010, 644(명예퇴직수당이 가압류된 후 실제 명예퇴직 시까지 20년 5개월

이 걸린 경우, 채권의 기초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

고, 권리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하여, 채권가압류결정 등

이 유효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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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요건에 관하여는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959) 장래 채권의 양도와 상계의 

경합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판결을 한 것이 없다고 보인다. 

 

(4) 검토

독일 민법(제407조), 오스트리아 민법(제1395조), 스위스 채무법(제167조)

에서는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한 급부 및 법률행위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채무자가 양도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다. 반면 우리 민법은 

이탈리아 민법(제1264조),960) 일본 민법(제467조)과 같이 프랑스 민법(제

1690조)을 따라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채권양도를 채무자

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구성을 취한다.961) 여기서 통지는 일반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채권 양도에 대한 것인데, 장래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채권이 실제

로 발생한 이후에 다시 채권 양도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국

내에서는 현재 양도의 통지를 하면 되고 장래 채권이 발생한 후에 다시 통

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견해962)와 이러한 통지도 유효하지만 그 효력

은 채권 발생 시에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963)가 있고 채권 발생 이후에 다시 

양도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 법률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장래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의 통지를 받은 때에 이미 반대채권이 성립하고 있다면 이를 가지고 하는 

상계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채무자가 반대채권의 이행청구를 

하여 그 이행을 받고 이를 다시 지급할 때 수동채권이 아직 발생하기 전이

므로 이는 채무발생을 예상하여 채무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 지급과 

같게 된다(충당관계).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대상인 장래 채권이 양도되

959) 양창수, “장래채권의 양도,” 264.
960) 이탈리아 민법은 통지에 의한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면서도 채무자가 통지 이전에 채권

양도를 알고 있었음을 채권양수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게 한 변제

의 효력을 부인한다(제1264조 제2항).
961) 다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권양도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

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962) 김형배, 채권총론, 585; 김대정, 채권총론, 868; 양창수, “장래채권의 양도,” 250(통지

의 취지가 공시에 있다는 점에서 비록 권리발생이전에 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이로써 그 이후의 이해관계인에게 우선한다).
963) 주석민법[채권총칙(2)]/서민,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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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선급금이 우선하여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964) 선급금 지급은 기한

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지급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이 기본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장래 채권의 경우, 채권이 이미 성립되

었지만 이행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와 구조가 유사하므로, 구체적 상

황에서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에 

관한 논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

하고 있었다면 채권을 이행 받고 선급금을 지급하여 압류에 우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지위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압류 시 상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완화된 상계

적상설의 논리가 장래 채권 양도에 있어서도 그대로 관철된다. 양 채무가 견

련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상계로 

장래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는 점은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

합에 있어서와 같다. 

기본적 채권관계가 없는 장래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설사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선급금이나 기한이익 상실로 구성할 유

사성이 없으므로 상계로 대항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논의는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와 상계의 경합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장래채권양도와 선행상계예약의 관계는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와 선행상계

예약에 관한 논의965)를 그대로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5. 일부 채권양도의 경우 법률관계

일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양도통지 전에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

래하였다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동채권이 자동채권보다 그 액수가 더 큰 경우에 

일부 양도된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먼

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

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예컨대 수동채권

964) 제4장 제6절 6. (1) 참조.
965) 제5장 제2절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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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1억원이고 자동채권액이 5천만원인 경우 수동채권 중 6천만원이 양도

된 경우 수동채권의 채무자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에 대하여 상계하여

야 하는가. ①이전되지 않은 수동채권부분에 먼저 상계되어야 하고 그 잔액

에 대하여 이전된 수동채권에 대하여 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②각 

분할 채권액의 채권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입장, ③일

부 양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에게

나 자유롭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채권의 일부 이전이 되기 전에 상계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상계가 되고 남

은 부분에 대하여 채권의 이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채권양도 여부에 관

계 없이 동일한 부분이 상계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이전 되지 않은 수

동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는 ① 입장도 설득력이 있다. 

수동채권의 각 부분에 있어 차등을 둘 이유가 없음에도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상계의 대상이 정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는 분할채권액의 채

권총액에 대한 비율로 상계가 되어야 한다는 ② 입장도 설득력이 있다. 

대법원은 ③ 입장에 따라 채권의 일부 양도뿐만 아니라 전부 명령에 의해 

채권의 일부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무자의 상계 주장에 대해 전부채

권자(양수인에 해당)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966)967)

생각건대 ①, ②의 입장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추고 있지만 채무자(전부

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의 상계 주장을 저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입법론으로는 ①, 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

지만 실정법의 해석 및 운영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상계기대 및 상계권 행사

상의 편의를 채권자 측의 사정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판례

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경우 통상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잔여 채권을 추가 양수 받음으

로써 상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의 무자력에 따른 위험은 결국 양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제6장 상계의 효과

966) 大判 2002. 2. 8., 2000다50596, 공보 2002, 656.
967) 大判 2010. 3. 25., 2007다35152, 공보 2010,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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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각 채무는 대등액(對等額)에 관하여 소멸한다.

(제492조 본문, 제493조 제2항).968) 양 채무의 경제적 가치 차이를 고려하

지 않고 대상 채무 중 보다 작은 채무의 금액만큼 소멸한다. 채권은 같은 금

액을 표상하고 있더라도 그 변제의 확실성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상계에 있어서는 양 채무는 표상하는 금액만큼 

소멸한다. 이는 상계의 한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

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상계는 일정한 경우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하

여 제한될 수 있으나 일단 상계의 요건이 충족되어 그 효과가 발생하면 대

등액만큼 채무가 온전히 소멸하고 금액이 축소되어 소멸하는 일은 없다. 

제1절 소급효

1. 서

우리 민법은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즉 상계적상의 상태에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여(제493조 제2항) 상계의 소급효를 인정한다. 이는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유스티니아누스황제의 고전주의적인 입법에서 상계는 

소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상계적상에 이르면 법률상 당연히(ipso iure) 이루

어지는 것으로 규율하였다(I.4.6.30).969) "법률상 당연히 감축한다(ut 

actiones ipso iure minuant)"는 표현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는데 이를 상계

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sine facto hominis)고 보았던 학설전통이 있

었고 이는 프랑스 민법 제1290조, 이탈리아 민법 제1242조 등에 반영되었

다.970) 

968) 일본민법은 제505조 제1항 본문에서 “対当額”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대등(對等)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상하나 우열이 없음을 의미하는 반면에 

“対当”은 상대하다, 상당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는 일본의 문헌이 있다(中田, 

債権総論, 365). 우리민법이 일본민법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

으나 이를 일본과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969) “...sed nostra constitutio des compensationes, quae iure aperto nituntur, latius 

introduxit, ut actiones ipso iure minuant sive in rem sive personales sive alias 

quascumque...(그러나 朕의 한 칙령(C.h.t.14.pr)은 명백한 권리에 의존하는 상계들을 더 

넓게 도입하였는바, 소권들은, 대물소권이든 대인소권이든 아니면 다른 임의의 어떤 소권

이든, 법률상 당연히 감축된다.)” 최병조, “로마법상의 상계,” 233. 
970) 최병조, “로마법상의 상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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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법적 고찰

(1) 프랑스

프랑스 민법은 채무자가 상계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률의 효력에 의하여 

당연히 상계가 발생하고 양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점에 소멸한다고 규

정한다(제1290조). 그러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

가 재판에서 상계를 주장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971)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법은 상계적상에 있는 채무는 이미 서로 변제가 이루어져 상

호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연상계주의에 입각한 규정인데, 오스

트리아의 다수설972)과 판례973)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의

사표시가 있으면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채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상계의 요건은 상계적상 시뿐만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 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고 본다.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최근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①소급효

를 인정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고 ②소급효를 부정함으로서 오히려 단

순하고 명확한 법률관계를 만들 수 있고 ③양 채무의 이자율이 다른 경우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의 채권자는 상계를 지연하여 이자 수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소급효를 통해 이를 제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다.974)

(3) 독일

독일 민법에서 상계는 쌍방의 채무가 상계에 적합하게 서로 대립하는 시점

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하는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제

389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는 상계적상에 있는 양 채무가 독립

971)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08; Malaurie, Aynès et Stoffel-Munck, n° 1191; 

Carbonnier, n° 338.
972) Rummel/Rummel, §1438 Rn. 14; Mayrhofer, 612.
973) SZ 69/57; SZ 59/137.
974) Dullinger, 159 ff; Rummel/Dullinger, §1438 Rn. 14; Schwimann/Heidinger, §1438 

R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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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 채무가 소멸하

고 그 소멸의 효과는 상계적상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입법이유는 상

계의 의사표시 시점에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실제 생활과 거래의 요

청을 충족하지만 그렇게 되면 장래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

하게 몇몇 추가적인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하고 기존의 원칙들이 가지는 단

순함과 명료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975)

(4) 영국

법률상 상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재판 시에 발생한다. 법률상 상계는 당

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거나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통해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바로 채권 소멸

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소급효도 없다고 본다.976) 그러나 이에 대

한 예외가 있는데 채무자에게 악의로 상계권을 은폐하고 이러한 은폐를 한 

채권자가 파산이 된 경우에는 법원이 상계에 소급효를 부여하여 상계자(채무

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977) 또한 당사자의 행위로 보아 상계합의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상계의 소급효가 발생할 수 있다.978)

형평상 상계도 소급효를 갖지 않고 재판 시에 반대채권이 소멸하게 된다고 

본다.979) 그러나 채무자는 상계권을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고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975) Motive II, 109 = Mugdan, 60. 민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Windscheid가 상계에 장래

효를 부여하자는 견해를 피력하였지만, 상계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지체상금의 

발생 등 세부적인 결과를 일일이 고려하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이

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무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소급효라는 의제(Fiktion)를 

두는 수밖에 없다고 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Jacobs/Schubert, 

699-701).
976) Stein v Blake[1996] AC 243, 251, per Hoffmann LJ[법적 상계는 양 소인(both 

causes of action)이 법원의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는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Derham, n. 2.35; Wood, n. 2-14.
977) Ex p Stephens(1805) 11 Ves Jun 24(Derham, n. 12.11에서 재인용); Vulliamy v 

Noble(1817) 36 ER 228(대출 담보로 주식을 위탁한 채무자가 대출상환 시 주식을 돌려

받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은행에 연대채무를 부담하였는데 은행이 그 주식을 임의로 매

각하고 파산한 사안에서 은행의 사기로 인한 채무와 연대채무는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

였다. Derham, n. 4.71에서 재인용).
978) Wallis v Bastard(1853) 4 De Gm & G 251.
979) Derham, n. 4.30. 반면 채무불이행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형평상 상계

는 소급효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로 Wood, n.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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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이자지급 의무도 면하기 때문에980) 소급하여 상계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 형평상 상계는 법원에 의해 규율되고 재판은 

창설적 효력(constitutive effect)을 갖는다.981) 

(5) 일본

일본 민법은 우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제506조 제2항). 구민법에서는 

당연상계주의를 택하고 있었으나(제520조) 1896년 민법에서 의사표시에 의

한 상계주의를 택하고 상계에 소급효를 부여하였다. 그 입법 이유는 ①소급

효를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에 부합하고, ②상계는 쌍방의 채

무를 간편하게 소멸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계적상 시에 상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적당하고, ③교활한 당사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지연하게 하여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상계의 효과

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좌우되게 한 것과도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

한다.982) 일본 교과서에서는 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많은 경우 당사자의 기

대를 존중하는 것이고 공평하기도 하다고 설명하고 있다.983) 서로 동시이행

의 관계에 있는 채무 사이에 채무의 잔액 부분에 대한 지체책임은, 상계의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984)

그러나 최근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에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

한 때는 그 의사표시를 한 자 및 상대방이 서로 부담하는 채무는 그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장래효를 정하고 있다.985) 그 

제안요지에서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다른 경우에

는, 상계적상 충족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가 되기까지 동안에 실제 지급한 지

980) Derham, n. 4.30.
981) Fountoulakis, 117. 독일에서의 상계는 상계의 의사표시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의 

재판은 이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에 그치지만 영국의 형평상 상계는 재판이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982) 潮見, 債権総論, 349; 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81; 法典調査会民法議事速

記錄三, 572 이하.
983) 我妻, 債権総論, 347; 中田, 債権総論, 369; 奥田, 債権総論, 596.
984) 日最判 1997(平成 9).7.15. 民集 51-6, 2581.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하여 도급인이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

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도급인은 상계 후의 남은 보수채무에 있어서 상계의 의사표시

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985)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322, [3.1.3.25].



- 242 -

연손해금에 관하여 간명한 법률관계 처리를 달성하는 것은 오히려 소급효의 

사고를 채용하지 않는 구성 하에서 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 일본 의회의 민법 개정 논의에서도 상계의 장래효를 인정하는 쪽으로 의

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①현재 실무에서는 이미 지급된 지연손해

금 등의 처리가 번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약에 의하여 상계의 의사표

시가 된 시점에 정산계산을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②당사자의 기대 

보호의 필요성이 반드시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장래효를 인정하는 것이 간편

한 결제를 실현할 수 있어서 당사자의 기대에 합치한다고 생각되고 ③상계

권은 통상 양 당사자에게 주어지므로 한쪽 당사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지

연하면 다른 당사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④상계의 소급효를 인

정하는 것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주의와 반드시 친화적인 것은 아니

고 오히려 당연상계주의와 친화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986)

(6)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계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장래효를 부여한

다.987) 그리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

금 등은 상계로 소멸하지 않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988) 또한 상계 이후에 

지급이 있는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상계 이전에 

지급이 있는 경우 이는 채무 소멸의 효력이 있어 수동채무가 소멸하고 상계

의 상호대립성 요건이 결여되어 상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한다. 스웨

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이와 같이 상계에 장래효를 부여하

고 있다고 한다. 상계의 소급효를 부여하는 것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당

연상계주의를 반성 없이 수용한 결과이고 상계에 장래효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한다.

3. 우리나라의 논의

소급효의 이유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당사자

986)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集 第1集<第2卷>, 409.
987) 유럽계약법원칙(PECL, Article 13:106)과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2004, Article 

8.5 (3))에서도 상계에 장래효를 부여하고 있다.
988) DCFR, III. 6:105 and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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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채권관계가 이미 결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보기 때문에 소급효를 인

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나 거래의 실정에 합당하다고 설명한다.989) 그리

하여 상계적상이 있는 때부터 이자의 발생은 정지되고 이행지체책임도 소멸

한다고 본다. 

상계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상계주의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의사

표시주의를 취하면서도 상계의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하여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상계의 법률관계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법률관

계의 간명한 해결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채권관계가 비교

적 단순하였던 시대에는 상계적상 발생 시에 채권이 결재되었다고 하는 당

사자의 기대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현대에는 채권양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

고 있고 국가나 법인은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상계적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채권채무가 결재되었다고 보기

는 어렵고,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법률관계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상계의 소급효로 인하여 상계적상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체상

금이 소멸하게 되는데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주채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되는 것

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990)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991)에서도 이자 등 계

산 기간을 상계통지의 도달 일까지로 한다고 정하여 상계의 장래효를 의도

하고 있다(제10조 제4항, 제11조 제2항).

장래효에 관한 외국의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민법의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상계의 소급효와 배치되는 당사자의 행위

가 있을 때, 가령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는 경

우에는, 상계에 장래효를 부여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상계계약의 내용에서 상계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상계의 

효력 발생 시기가 문제된다. 이탈리아에서는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상계는 

소급효는 없고 장래효를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992) 이에 관하여 당사자가 

소급효를 의도한 경우에 이를 무시하고 장래효를 강제할 필요성이 없기 때

989) 곽윤직, 채권총론, 290; 김형배, 채권총론, 777; 김대정, 채권총론, 439-440; 주석민법

[채권총칙(3)]/조용구, 465; 민법주해[XI]/윤용섭, 396.
990) Dullinger, 160.
991)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6호(2012.9.20.개정)(가계용).
992) Cass.(28.10.1969,n.3551) Giur. it. Mass., 1969(Kannengießer, 4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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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소급효를 가지든지 장래효를 가지든지 결정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장래효를 가진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

하다는 비판이 있다.993)

상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상계자가 단순히 동의하는 경우, 상계예약 사

안,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의 상계계약에서는 상계적상이 뚜렷이 드러나고 일

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와 그 법적 구조가 유사하므로, 당사자 간 다른 

합의가 없다면, 상계의 소급효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상호대립성이나 동종성 요

건이 흠결된 상황에서 상계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계적상 자체가 상계계약 

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제2절 상계충당

1. 서

상계충당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어느 채무가 상

계로 소멸한 것인지 정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수개의 수동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어느 수동채

권이 소멸하였는지 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994) 이는 변제충당의 정의

를 상계충당에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상

계충당 문제는 충당순서에 따라 통상 이자의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 모두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한 경우에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계충당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변제충당의 규정(제476조 내지 제479조)

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99조). 이는 일본 민법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상계충당의 법리는 변제충당의 법리와 상이한 점이 많다. 변제충당

의 경우 변제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처분권을 가

지기 때문에 충당지정에 관하여 상대방보다 우월한 권한을 가진다. 반면 상

계충당의 경우에는 어차피 양 당사자가 서로 상계자이자 피상계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상계자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할 근거가 미약하다. 상계충당

993) Kannengießer, 46.
994)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502; 곽윤직, 채권총론, 290; 김형배, 채권총론,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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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자동채권(연이율) 수동채권(연이율)

①2010.1.1. 1억(10%)

②2011.1.1. 3억(10%)

③2012.1.1. 2억(20%)

④2013.1.1.

상계자가 충당지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수동채권 ③에 대하여 먼저 충

당하는 것이 상계자에게 유리하므로 상계자는 이 수동채권에 먼저 충당하

려고 할 것이다(법정충당의 경우도 같다). 그러면 2012. 1. 1.기준으로 자

동채권 ②3억+3천만원이 수동채권 ③2억원에 충당되어 자동채권 ②1억 

3천만원이 남게 된다. 이는 다시 2012. 1. 1.을 기준으로995) 수동채권 ①

1억+2천만원에 충당되어 결국 자동채권 ②1천만원이 남는다. 현재시점인 

2013. 1. 1.을 기준으로 보면 자동채권이 1천만+1백만이 된다. 

이행기 순으로 충당이 되면 2011. 1. 1.기준으로 자동채권 ②3억원이 수

동채권 ①1억+1천만원에 충당되어 1억 9천만원이 남는다. 이 자동채권이 

2012. 1. 1.기준으로 1억 9천만+1천9백만원이 되고 수동채권 ③2억원에 

충당되어 결국 자동채권 9백만원이 남게 되고 현재는 990만원이다.

에 있어 상계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먼저 한 사람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차이에 기반하여 상계충당에 관하여는 세 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민법의 규정에 충실하게 변제충당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상계자가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면 그에 의하고 상계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피상계자가 지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상계자가 즉시 이의

를 한 때에는 법정충당순서에 의하여 상계충당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이다. 둘

째, 상계충당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정충당은 상계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

여 배제하고 당사자 일방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법정충당만 적용하는 것

이다. 상계의 의사표시를 누가 먼저 했는가에 관계없이 객관적 기준으로 충

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셋째, 당연상계주의의 입장을 취하거나 상계의 소급

효와 관련하여 당연상계주의의 법리를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상계충당은 원칙적으로 변제기 도래 선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

는 입장이다. 즉 변제기 도래 순서로 양 채무가 순차로 일치하는 금액만큼 

충당되는 것이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각각의 입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시점은 2013.1.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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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자동채권(연이율) 수동채권(연이율)

①2010.1.1. 1억(10%)

②2011.1.1. 3억(10%)

③2012.1.1. 2억(20%)

④2013.1.1. 1억(20%)

상계자가 충당지정을 할 수 있다면 자동채권②를 가지고 수동채권③에 먼

저 충당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2. 1. 1.기준으로 자동채권② 1억 3천만

이 남는다. 이는 수동채권①에 충당되어 자동채권②는 1천만이 남게 된

다. 2013. 1. 1. 기준으로 결국 자동채권 합계는 1억 1천만이 된다.

법정변제충당순서로 하여 변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자동채권은 ④, ② 

순이고 수동채권은 ③, ① 순이다. 이행기 순서로 하면 자동채권은 ②, ④ 

순이고 수동채권은 ①, ③순이다.

법정변제충당순서로 하면 자동채권④ 1억을 수동채권③ 2억+4천만에 충

당하여(2013. 1. 1.) 수동채권③ 1억 4천만이 남게 되고 이는 자동채권② 

3억+6천만이 충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동채권② 2억 2천만이 남게 된

다. 이는 수동채권① 1억+3천만에 충당되어 결국 자동채권② 9천만이 남

게 된다.996)

변제기 순서로 하면 자동채권② 3억이 수동채권① 1억+1천만에 충당되

어 자동채권② 1억 9천만이 남게 된다. 이는 1억 9천만+19백만이 되어 

수동채권③ 2억에 충당된다. 그리하여 자동채권② 9백만이 남게 된다. 현

재 시점에서는 자동채권④ 1억원과 합하여 1억 990만이다.

995) 2011.1.1.을 기준으로 하면 수동채권 ①1억+1천만원에 충당되어 결국 자동채권 ②2천

만원이 남는다. 현재시점인 2013.1.1.을 기준으로 보면 자동채권이 2천만+4백만원이 된

다. 그러나 2012.1.1.을 기준으로 상계충당을 하여 이자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본 상황에서 

그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상계충당계산을 하는 것은 바로 전에 있었던 상계

충당의 전제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위 예에서 자동채권 ②2천만원에 대하여는 2011.1.1.

부터 2012.1.1.까지의 기간에 이중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모순이 생긴다.
996) 법정변제충당순서로 하더라도 전의 상계적상시점 보다 후의 상계적상시점이 거슬러 올

라갈 수는 없다. 가령 이 예에서 수동채권③과 자동채권④를 상계한 후 남은 수동채권③

을 자동채권②와 상계할 때 기준시점을 2012.1.1.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와 같이 

하면 이미 수동채권③에 관하여 이자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자동채권④에 충당시켰는데 

이를 번복하고 마치 이자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이 의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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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변제충당의 경우에는 변제자의 변제 지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충당이 이

루어지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 법정 충당이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상계충당의 

경우에는 상계자의 상계충당지정이 있더라도 피상계자가 지체 없이 이의하

는 경우에는 법정충당순서에 의하여 충당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독

일 민법 제396조). 피상계자의 이익을 상계자의 이익과 균형 있게 보호하려

는 취지로 보인다. 

1) 자동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 적용

상계충당규정이 수개의 주채무에 대하여 하나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경

우에 적용된다는 점에는 문제가 없다. 하나의 주채무에 대하여 여러 개의 반

대채권이 있는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일부 견해는 이 경우에 채무자의 충당지정이 없는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997) 다른 견해는 충당될 반대채권을 지정하였다면 그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계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있

다.998) 그 외에도 반대채권의 충당지정은 피상계자나 법원에서 하여야 한다

는 것도 있다.999) 다수설은 이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1000) 이

와 같이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1001) 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

고 설명한다. 연방대법원도 반대채권의 지정충당 및 법정충당에 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긍정한 바 있다.1002)

같은 원금에 대하여 같은 기간임에도 이자가 거듭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997) Staudinger/Gursky, §396 Rn. 38.
998) Planck, 3. Aufl, Anm 3(Staudinger/Gursky, §396 Rn. 39에서 재인용).
999) AK-BGB/Brüggemeier, Rn. 1(Staudinger/Gursky, §396 Rn. 39에서 재인용).
1000) Staudinger/Gursky, §396 Rn. 39.
1001) Motive II, 740 = Mugdan, 565.
1002) BGH NJW 1987, 181(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고리로 대여받아 6년 동안 이를 상

환하다가 이 소비대차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당시 연방은행의 금리는 7~8% 정도였는데 이 계약의 이자는 이를 120% 이상 

초과하여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금을 제외

한 이자(신용비용) 부분에 관하여 반환채권을 가지고 이를 남은 원금채무에 충당 또는 상

계하려고 하였다. 문제는 할부금상환과 같은 계속적 급부의 반환채권은 4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이었다. 본 판결은 이자반환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은 매번 자동적으로 원금 채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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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충당

상계자가 충당지정을 하는 경우에 이에 의하여 충당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충당지정이 충당합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1003) 또한 충당지정에 대하여 피상계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상계를 부정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상계는 인정하지만 그 충

당지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의 제기 시 별도로 피상계자가 

원하는 충당지정을 이의의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지만 이것은 특별한 효력

이 없고 법정충당순서에 의해 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1004)

3) 피상계자의 이의

상계자가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충당에 의할 것이지만,1005) 상계

자가 지정을 한 뒤에 피상계자가 이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1006) 일단 위 규정의 문언 상으로는 “당사자 일방이 상계에 적합

한 수개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므로 상계자가 수개의 자동채

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자동채

권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상계의 대상이 될 자동채권을 선택하는 것은 상

여 상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금채무는 처음부터 상환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발생 시부터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자반환채권과 상계적상이 발생하고 상계적상 시 소멸시효가 완

성하지 않았으므로 그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여도 상계가 가능하다고 설시하였다. 그리

하여 상계자는 민법 제396조 제1항 1문에 의하여 자동채권에 상계충당지정을 할 수 있고 

상계충당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 제396조 제1항 2문 및 제366조 제2항의 법정

상계충당에 의하여 담보가 적은, 시효가 완성한 자동채권에 먼저 충당이 이루어진다고 판

시하였다.).
1003) Gernhuber, 303(충당순서의 합의는 그에 맞는 상계의 의사표시만을 허용하고 그와 

다른 충당 순서로 하는 상계는 법률행위에 의한 상계금지와 같이 상계 자체를 무효로 만

든다); Staudinger/Gursky, §396 Rn. 18). 선행하는 합의와 배치하는 상계자의 지정은 효

력이 없지만 상계는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로 MünchKomm/Schlüter, §396 Rn. 1.
1004) 다만, 상계자의 충당지정이, 피상계자가 충당지정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

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피상계자의 충당지정으로 인해 상계자의 충당지정 자체를 무

효로 할 수 있다.
1005) 법정충당순서에 의할 때 이행기 도래, 담보의 정도, 채무자 부담 정도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자동채권은 모두 이행기에 도래하여야 하므로 이행기 도래는 의미가 없다. 담보의 

정도는 상계자를 위하여 담보가 적게 설정된 채권을 먼저 충당하고 채무자 부담은 피상계

자에게 부담이 큰 채권을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1006) Staudinger/Gursky, §396 Rn.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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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의 처분권 행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계충당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는 어려운 점이 있다. 피처분자가 처분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 대상을 변경

시킬 수 없는 것이다.1007)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 하에서 피상계

자의 이의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1008) ① 피상계자가 상계권을 가지

고 있을 것, ② 법정충당에 의한 상계가 피상계자에게 객관적으로 유리할 것

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상계자가 담보가 더 많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선택

하는 경우에는1009) 피상계자는 이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정충당 순서에 

의하면 담보가 적은 채무에 우선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독일 민법 제366

조 제2항) 피상계자의 입장에서는 담보가 많은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향후 

해당 담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의권 행사는 일부 채권에 한정하여 할 수도 있다.1010) 가령 상계자가 

4개의 자동채권에 관해 상계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상계자가 3개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한 개의 채권에 대

하여는 묵시적으로 상계지정을 수락한 것이 된다. 통상적으로는 일부 채권에 

관하여 이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피상계자가 일부 채권

에 대해서만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상계자 이의를 할 수 있

는 그 일부채권에 대하여 법정충당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1011) 가령 

피상계자의 입장에서 자동채권(상계자의 입장에서는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이것이 일방에 대하여 상계금지가 부과되어 있거나 

상계자가 자동채권 취득 시 이 채권에 대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

는 피상계자는 이를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법정충당의 대

상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상계자가 이의를 제기한 결과인 법정충

당이 애초보다 피상계자에게 더 불리한 경우에는 피상계자의 이의를 선해하

여 상계합의의 청약으로 구성하자는 견해가 있다.1012) 이 견해에 의하면 상

계자가 피상계자의 이의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법정충당순서가 아니고 피상

1007) Staudinger/Gursky, §396 Rn. 44.
1008) Staudinger/Gursky, §396 Rn. 45.
1009) 상계자 입장에서는 담보가 적은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더 유리하

다.
1010) Staudinger/Gursky, §396 Rn. 45.
1011) Staudinger/Gursky, §396 Rn. 23.
1012) Staudinger/Gursky, §396 Rn. 23.



- 250 -

계자의 이의 내용과 같이 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부 견해는 상계자가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에 관하여 충당지정을 하고 피

상계자가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라 충당이 

이루어지지만 상계자가 충당지정을 하지 않았거나 상계자의 충당지정에 대

하여 역시 상계권을 가지고 있는 피상계자가 지연 없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에는 일차적으로 상계적상 도래 순으로 충당을 하고 이차적으로 상계적상이 

도래한 채무 사이에 법정충당순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013) 상계

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다만 다수설은 이 견해를 

지지할 법적 근거가 없고 상계의 소급효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견해에 반대한다.1014)1015) 다수설은 상계자의 충당지정에 대하여 피상계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법정충당순서에 의한다고 보고1016) 이것은 상계

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1017)

4)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양도의 채무자 보호와 관련하여 상계충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①채무자가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하여 각각 반대채권

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②양도인이 상계적상에 있는 다수의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①의 경우에 채무자는 양수인의 상계주장에 

1013) Enneccerus/Lehmann, §72 II; Esser/Schmidt, 306.
1014) Staudinger/Gursky, §396 Rn. 13.
1015) 한편 당연상계주의를 신봉하는 입장에서는 상계자가 상계적상시 순서로 상계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반대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본다(Windscheid/Kipp, §349, 473 

f.). 즉 상계자가 지정한 주채무보다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주채무가 있는 경우에 피상계

자는 반대상계를 행사하여 더 오래된 채권으로 상계충당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16) Staudinger/Gursky, §396 Rn. 19; MünchKomm/Schlüter, § 396 Rn. 3; 

Soergel/Zeiss, 1990, §396 Rn. 1.
1017) 변제충당의 경우에는 법정충당순서가 채무자의 가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채무

자의 가정적 의사를 우선한다는 재판례가 있다(BGH NJW 1969, 1846). 독일 민법은 변

제자가 충당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충당순서에 관하여 ①이행기 도래, ②담보 크기(작

은 것 먼저), ③채무자 부담(큰 것 먼저), ④성립시기, ⑤가액비례 순으로 정하고 있다(제

366조 제2항). 이 재판례에서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어음비용채무 23마르크를 먼저 충당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담보 크기를 기준으로 하면 후순위로 충당되어야 

하였지만 연방대법원은 당사자의 추정되는 합리적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법

정충당순서에 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어음비용채무에 우선적으로 충당이 이루어졌다

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상계충당에서도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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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양도에 있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채무자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양도인이나 양수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

계를 할 수 있다(독일 민법 제406조). 그러한 점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하

나의 사람과 같이 다루어지게 된다(personnenidentisch).1018) 반면 양도인은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이는 채무자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측

에서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의 경우에서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

로 상계를 하는 채무자는 수동채권으로 양도인의 채권을 지정하거나 양도된 

채권을 지정할 수 있다. 즉 채무자는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이 상

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양도인이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이의

를 제기하여 양도된 채권에 상계충당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인 측에서 양도

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지정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피상계자로서 

이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5) 비용·이자·원본 간 충당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본 외에 이자 및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을 하고 상계자가 이와 다르게 지정한 경우에

는 피상계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독일 민법 제396조 제2항, 제367조). 

피상계자가 상계를 거절한 경우 그 효과에 관하여 다수설은 상계가 발생하

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본다.1019) 자동채권에 관하여 비용, 이자, 원본

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다수설은 이 규정을 유추적용한다.1020)

수동채권이 여러 개 있고 각각의 수동채권에 대하여 비용, 이자 등 부수채

무가 있는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1차적으로 수동채권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고 각 수동채권에 대하여 그에 관한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상

계충당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1021) 

6) 증명책임

1018) Staudinger/Gursky, §396 Rn. 48.
1019) Staudinger/Gursky, §396 Rn. 51.
1020) Staudinger/Gursky, §396 Rn. 55.
1021) Staudinger/Gursky, §396 Rn.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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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충당의 증명책임에 대하여는 변제충당에서 변제자가 지정충당 또는 법

정충당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계충당에 있어서도 상계자가 이에 대

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본다.1022) 다만 법정상계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 따라 

증명책임이 나뉘게 된다고 본다. 즉,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부담이 크다는 기

준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채무자에 해당하는 상계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담보가 적다는 기준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피상계자가 증

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성립시기 기준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

을 부담한다고 본다. 이러한 입증이 모두 실패할 경우 마지막 기준인 채권액

에 따라 충당된다고 한다. 한편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여러 개 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상계자가 상계충당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

상계자가 상계 대상이 된 채권 외에 다른 채권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상계자가 지정충당 또는 법정충당을 증명하게 된다.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법에서 상계충당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변제충당에 관

한 규정(오스트리아 민법 제1415조 및 제1416조)의 유추적용 문제가 된

다.1023) 오스트리아 민법은 독일 민법과 달리 당연상계주의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흐름이 발생하기 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상계의 의사표시나 상계의 

소급효와 같은 규정이 없고 기본적으로 당연상계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해석

될 소지가 있다. 당연상계주의에 입각하여 상계적상 시에 자동적으로 상계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원칙적으로 상계적상의 발생 순서에 따라 상계충당이 이

루어진다. 예외적으로 변제충당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반대채권

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주채무가 여러 개 있는 때에 

한정된다. 

하나의 주채무에 대하여 여러 개의 반대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충당규

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1024) 다수설은 상계자가 상

계의 반대채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본다.1025) 민법에서 변제충

1022) Staudinger/Gursky, §396 Rn. 56.
1023) Dullinger, 168.
1024) Rummel/Rummel,  §1438 Rn. 17.
1025) Dullinger,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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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규율하고 있는 규정인 제1416조에 의하면 다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권을 부여하고 있고, 다수채무를 가진 채무자에게 이의권을 부여하고 있

지는 않다. 이는 채무자가 다수 채무 중 하나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의권을 행사하여 법정 충당의 순서대로 충당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으

나 채권자가 다수 채권 중 하나에 관하여 청구를 하거나 제소를 하여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

는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변제충당의 법리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원칙적으

로 채무자보다 우선하는 처분권이 있다는 가치판단에 기반하는 것이다.1026) 

이러한 논증은 상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하나의 주채무에 대

하여 다수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계자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반대채권을 지정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 피상계자는 채무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반대채권에 관하여 법정 충당의 순서로 충당이 이루어지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반대상계(replicatio compensationis)의 허용여부가 문제되

는데 반대상계란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으로 상계를 하여 

대항하는 것을 말한다. 상계자가 자유롭게 상계의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피상계자가 하는 반대상계는 인정될 수 

없다.1027) 변제충당규정을 유추적용하는 입장에서는 반대상계는 이의권의 행

사로 해석되어 법정충당순서에 의해 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귀결된

다.1028) 

(3) 스위스

스위스 채무법은 제85조 내지 제87조에서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비용, 이자를 원본에 우선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 점, 채무자에게 

충당지정권을 부여하는 점은 다른 국가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일부변제

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비용 및 이자 채무에 대한 변제를 

일부변제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점, 법정 충당 순서에 있어서 이행청구를 먼

저 받은 채무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은 특색이 있다. 스위스 채

1026) Dullinger, 185.
1027) Rummel/Rummel,  §1438 Rn. 18.
1028) Mayrhofer, 61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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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에서 상계 충당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고 이에 대해 변제충당 규정

을 유추적용한다.1029) 상계자는 자유롭게 충당지정을 할 수 있고 피상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030) 지정이 없는 상계는 집행될 수 없기 때문에 효

력이 없다. 당사자가 모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먼저 도달이 된 

것이 우선한다. 동시 도달의 경우에는 둘 다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4) 프랑스

프랑스 민법 제1297조는 상계적상에 있는 수개의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

하는 경우의 상계에 관하여는 변제의 충당에 관한 제1256조에 의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제1256조는 법정충당에 관한 규정이다. 그 순서는 ①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②변제이익이 큰 채무, ③발생시기가 빠른 채무이고 이러한 기

준으로 우열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④채무액수비율로 충당한다. 상계충당

은 기본적으로 이행기 도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변제이익이 큰 

채무에 먼저 충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프랑스 민법이 당연상계주의를 

취하는 만큼 이행기 도래 순으로 양 측의 채무를 배열한 후 각 상계적상에 

있는 채무에 관하여 위 기준에 의하여 순서대로 충당이 이루어진다

.1031)1032) 까딸라 개정 시안에서는 상계충당에 관하여 지정충당 규정을 적

1029) ZK-Aepli, Art. 124 OR, N 113.
1030) von Tuhr/Escher, 206. 
1031) 상계충당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호대립하는 모든 채무가 상계를 위한 요건을 갖

추고 있어야 하고 한 당사자가 하나의 채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하

고 확실성 요건을 갖춘 다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상계적상이 발생한 채

권으로만 상계할 수 있다(Répertoire de droit civil, tome III, 2e éd., 1993, 

compensation n° 97).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최소한 둘 이상의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Baudry-Lacantinerie et Barde, n° 1864). 즉 한 쪽 당사자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이르렀

을 때 다른 쪽 당사자의 여러 채무가 이에 충당될 상황에서 상계충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주석서에서도 자신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하여 단 하나의 채

권만을 가지고 있다면 두 채무 사이에 상계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설명

을 하고 있다(Juris-classeur civil, Art. 1271 à 1299(par Martin), 1994, n° 4).
1032)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①이행기 2010.1.1. 원금 1억원 이율 연 10%, ②이

행기 2011.1.1. 원금 1억원 이율 연 5%이고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③이행기 

2011.1.1. 원금 1억원 이율 10%, ④이행기 2011.1.1. 원금 1억원 이율 5%라고 하자. 

2011.1.1.에 이르러 상계적상이 발생하고 갑의 채권은 ①채권 원금 1억원 및 이자 1천만

원, ②채권 원금 1억원이고 을의 채권은 ③채권 원금 1억원, ④채권 원금 1억원이다. 이 

때 변제이익의 측면에서는 이율이 클수록 변제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①채권과 ③채

권이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을의 ③채권이 갑의 ①채권에 이자, 원금 순으로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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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고 하고 법정충당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1033)

(5) 이탈리아

민법 제1249조는 상계충당에 관하여 법정변제충당규정인 제1193조 제2항

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지정변제충당규정인 제1193조 제1항은 준용규정으

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상계충당에서 지정변제충당을 허용한다면 양 당사자

가 서로 다른 채권을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어떤 채권이 소멸하는

지는 불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법정충당순서와 다르게 충당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고 설명한다.1034)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충당순서와 

다르게 충당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

(compensazione volontaria)에서는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것이지만,1035) 법

정 상계(compensazione legale)에서 충당순서에 관하여 합의하여 법정 충당

과 다르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1036)

상계충당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상계적상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

다는 견해와 상계의 의사표시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상계적상시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에 의하면 최초 상계적상 발생 시점

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충당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최초 상계충당 시점 이후에 발생한 반대채권은 비록 상계

충당법리상 순위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먼저 발생한 반대채권에 관하여 법정

충당순서에 의해 상계충당이 이루어진다고 한다.1037)

저 충당되어 갑의 ①채권은 원금 1천만원이 남게 되고 이어서 을의 ④채권이 갑의 ①, ②

채권에 차례로 충당되어 결국 갑의 ②채권이 원금 1천만원으로 남게 된다(반대로 갑을 기

준으로 보면 갑의 ①채권이 을의 ③채권에 원금, 이자 순으로 충당되고 ①채권의 남은 부

분과 ②채권이 을의 ④채권에 충당되어 결국 갑의 ②채권이 1천만원 남게 된다).
1033) 제1245조[변제충당의 준용]

   동일한 자에게 상계가 가능한 수개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상계는 변제충당에 관한 제

1228조의 1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28조의 1[채무자의 변제충당권]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변제할 때에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다.
1034) Kannengießer, 34.
1035) Ruscello, S. 116(Kannengießer, 35에서 재인용).
1036) Kannengießer, 35.
1037) Kannengießer,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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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국

수동채권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상계는 변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는 변

제충당(appropriation)의 법리에 의해 규율된다.1038) 즉 변제충당과 마찬가

지로 1차적으로 채무자인 상계자에게 충당지정권을 부여하고 2차적으로 채

권자인 피상계자에게 부여하고 양자 모두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몇 가

지 기준에 의하여 충당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다만 영국에서는 법률상 상계

의 경우 재판상에서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채권자가 수동채권을 정하여 소

제기를 하고 채무자가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게 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자가 그 중 하

나를 선택하여 소 제기하면서 채무자의 반대채권을 차감하는 경우 이미 상

계충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인 피고가 자신에게 

우선 충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는 구체적인 상

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한다.1039) 예컨대 출소기한이 도과한(time-barred) 

채권에 충당하는 것이 문제되는 때에, 변제충당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충당지

정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출소기한이 도과한 채권에 충당지정하는 것

이 가능하다.1040) 그러나 상계충당의 경우에는 소제기가 가능한 채권만이 충

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계자의 충당지정이 없더라도 피상계

자인 채권자가 이 채권에 충당지정을 할 수는 없다.1041)

채무자가 여러 개의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채권자인 

1038) Wood, n. 2-200.
1039) Wood, n. 2-201.
1040) 양자 모두 충당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는데 이 경우에는 채무자는 

출소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채무에 충당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Nash v. 

Hodgson[1855] 6 De G.M. & G. 474(피고가 3장의 약속어음을 원고의 피상속인에게 

발행하였는데 두 장은 1840년 초에, 나머지 한 장은 1841년에 발행이 이루어졌다. 두 장

의 어음이 6년의 출소기한이 도과한 시점인 1846년 12월에 피고가 5파운드를 변제하였

다. 1850년 원고는 1841년 발행된 어음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챈서리법원은 피고의 변제는 출소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나머

지 한 장의 어음에 충당되어 이에 대하여는 출소기한의 적용이 배제되어 결국 원고의 청

구는 인용된다고 판시하였다.)  .
1041) Wood, n. 13-29: Smith v. Betty [1903] 2 K.B. 317(사망한 변호사의 유언집행자가 

변호사의 고객에게 소송 관련 비용 청구를 하였다. 비용 중 일부는 출소기한이 도과한 것

이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고객은 변호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하였다. 그 

채권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이었다. 이에 원고인 유언집행자는 출소기한이 도과한 비용 

채권에 상계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유언집행자의 주장을 기각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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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계자가 1차적인 충당지정권한을 가진다. 그는 자동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이기 때문이다.1042) 피상계자가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상계자가 

자동채권에 대하여 충당지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채무자에게 1차적으로, 

채권자에게 2차적으로 충당지정권을 부여하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1043)

(7) 일본

일본 민법은 우리 규정과 같이 변제충당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

512조). 상계자가 수동채권의 상계 순서를 지정할 수 있고 상계자가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순서를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상계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모두 지정을 하지 않으면 법정충당의 

순서에 의한다.1044) 자동채권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1045)

상계자가 완전히 자유로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불공평한 결과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1046) 갑과 을 상호간에 같은 액수의 무이자채

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도달한 후에 갑이 을에 대하여 

이자부채권을 취득한 경우 을이 이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은 불공평

하다는 것이다. 또한 갑과 을 상호간에 이자부채권을 가지고 있고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달한 후에 을이 갑에 대하여 무이자채권을 취득한 경우 을은 이

를 가지고 갑의 이자부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면 이는 불공평한 것이다. 전자

의 경우 후에 을이 이자부채권을 지정하여 상계를 하는 것은 결국 전에 상

계적상에 도달한 양 채권이 상계에 의하여 청산된다고 하는 당사자의 기대

에 반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례는 상계충당에 있어서 상계자에

게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에 대하여 충당지정권을 인정한 것이 있다.1047) 다

1042) Wood, n. 2-202.
1043) 또한 The Maistros [1984] 1 Lloyds L.R. 646, 651 참조. 
1044) 淡路, 債権総論, 619.
1045) 注釋民法(12)/中井, 458.
1046) 我妻, 債権総論, 346. 또한 ①상계의 소급효와의 관계에서 보면 이자채권이 있는 경

우에는 먼저 원본채권 사이에서 상계의 순서를 정하고 그것에 의하여 순차 상계충당을 하

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충당계산의 대상이 되는 

이자채권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고 ②당사자는 먼저 상계적상에 달한 채권끼리 부터 순차 

상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와 같은 순서로 상계를 하는 것이 형평

에도 부합하고 ③법정충당규정에서 “변제의 이익”의 대소는 상계의 경우에는 소급효와의 

관계도 있어서 판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하는 견해로 奥田, 債権総論, 594.
1047) 東京地裁 1971(昭 46).8.16. 金法 630, 33. 그러나 상계 충당 기준 시점인 상계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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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경우에도 이자는 원금에 우선하여 충당된다고 판시하였다. 

법정충당순서에 관하여 최고재판소는 ①원금 채권의 상계적상 순서에 따라 

상계 순서를 결정하고, ②이행기가 동시에 도래하는 복수의 원금 채권 상호

간 및 원금 채권과 이자·비용 채권 사이는 법정변제충당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충당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1048)1049)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여 살펴보

기로 한다.

시점은 1968년 5월 2일, 1968년 5월 6일, 1968년 5월 18일, 1968년 10월 3일 등 시간 

순서 대로 이동하고 있다. 
1048) 日最判　1981(昭 56).7.2. 民集 35-5, 881; 본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星野雅紀, 

“相殺の順序を指定しない複数元本債権と相殺充当の方法,” 判例タイムズ 472号71頁, 

1982, 71-73 참조(상계는 소급효를 가진다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판결의 결

론을 지지한다. 이자채권이 있는 경우 우선 상계로 사용할 원본채권의 순서를 특정하여 

상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시기의 순서에 따라서 순차 상계한다고 하지 않으면 

소급효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구체적인 이자채권의 범위도 특정될 수 없다고 설명한

다.). 또한 그 후에 나온 판결인 日最判 1982(昭 57).3.12. 金法 1003,  63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049)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 부친이 한국인이었는데 1973년에 사망하였다. 원고는 부친

이 피고 신용금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5개의 예금채권을 상속인 협의의 결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환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여전히 상속인전원

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 1심 변론종결기일에 원고의 부친에 

대한 3개의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심은 유산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였

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본건 예금채권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항변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심은 

1977년 개정 후 한국민법을 적용하여 상속분을 산출하였는데 원고는 개정 전 법률을 적

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원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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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자동채권(연이율):대여금 수동채권(연이율):예금

①
원금 320만7976엔(6%)

변제기 1973.4.14.

원금 521만 7391엔

예금 1974.5.4.

만기 1975.5.4.

②
원금 447만 6522엔(6%)

변제기 1978.3.31.

원금 652만 1739엔

예금 1974.5.31. 

만기 1975.5.31. 

③
원금 500만엔(6%)

변제기 1976.5.5. 

원금 12만엔

예금 1974.5.31. 

만기 1975.5.31. 

④

원금 40만 1739엔

예금 1974.6.15. 

만기 1975.6.15. 

⑤
원금 130만 4348엔

예금 1974.6.15.

이들 채권의 상계순서에 대하여 본 판결은 그 변제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

동채권은 ①, ③, ②의 순서로, 수동채권은 ⑤, ①, ②, ③, ④의 순서로 상

계충당하였다. 수동채권 ①~④는 정기예금으로서 그 만기가 이행기이고, 

수동채권 ⑤는 기한의 결정이 없는 채권으로서 예금 시가 변제기라고 보

았다. 

그리하여 위 자동채권을 그 순서에 따라 위 수동채권의 각 순서에 충당시

켜 상계관계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행기가 동일한 수동채권 ②와 ③은 

법정충당규정인 민법 제489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각 가액에 비례하여 

충당하였다. 또한 이자를 모두 먼저 충당시킨 것이 아니라 각 수동채권마

다 이자, 원본의 순으로 충당하여 수동채권 ⑤의 이자, 원본, 수동채권 ①

의 이자, 원본, 수동채권 ② 및 ③의 이자, 원본, 수동채권 ④의 이자, 원

본의 순으로 충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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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 관한 판결문에는 상계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상계적상 시에 쌍방의 

채권액을 판정하고 만약 쌍방의 채권이 수개인 경우에는 어떠한 자동채권이 

어떠한 수동채권에 상계할지 설시해 주어야 한다.1050)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은 변제충당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쌍방 모두 지

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자에게 채무소멸이익이 더 큰 것에 먼저 충당

하도록 정하고 있다.1051) 제안요지를 보면 “상계의 소급효를 폐지하는 제안

과의 정합을 도모하기 위해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순서에 관계없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를 위하여 이익이 많은 것을 먼저 충당하는 것으

로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간시안은 “(1)상계를 한 채권자의 채권

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합의가 있으면 그 순서에 따라 충당한다. 

(2)위 (1)의 합의가 없으면 상계에 적합하게 된 시기의 순서에 따라 충당한

다. (3)위 (2)의 경우에 상계에 적합하게 된 시기가 같은 채무가 복수이면 

변제 충당에 관한 규율 중 법정충당의 규율을 준용한다.”라고 하여 ①충당합

의, ②이행기 도래 순서(상계적상 순서), ③법정충당 순서로 하도록 정한다.

(8)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자동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상계의 의사표시에서 어떤 채권을 자동채

권으로 하여 상계하는지 특정할 때 비로소 상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수동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변제충당 규정을 준용한다.1052) 이는 상계자

1050) 日大判 1934(昭 9).10.12. 民集 13-1985. 자동채권의 총금액이 수동채권의 그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를 통하여 자동채권 중 어느 것을 보다 먼저 상계하는지 순위

를 살피지 않고 자동채권의 초과부분만 확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1051) “<1> 변제의 충당에 관한 [3.1.3.11](의 일부, 민법 488조, 490조 및 491조의 규정

에 상당하는 규율)은 상계에 관하여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상계의 지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바에 따라 상

계에 의해 소멸하는 채무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

부 및 변제기가 도래한 순서에 관계없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를 위하여 채무소멸

의 이익이 큰 것에 먼저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4>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를 위하

여 채무소멸의 이익이 동등한 때에는 각 채무의 액에 상응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1052) DCFR, 1129. 규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III.-6:106: 둘 이상이 채권 채무 

   (1) 한 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할 채권을 

특정할 때 통지는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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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의로 상계의 대상이 될 수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우리나라의 논의

민법은 상계충당에 관하여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99조). 독일의 경우 비교적 상세하게 상계충당

이 되는 경우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우리 민법의 규정은 

상계충당에 관하여는 변제충당 규정을 준용한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변제

충당은 변제자에게 1차적으로 충당지정권을 부여하고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

은 경우 변제수령자가 충당지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다시 변제자는 

이의를 제기하여 법정충당순서로 충당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제476조). 

양 당사자 모두 충당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정충당순서로 충당이 이

루어진다. 법정충당순서는 ①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②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③이행기 도래가 빠른 채무이고 이에 의하여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액 비례하여 충당이 이루어진다(제477조). 이러한 내용은 변제자에게 일

방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상계충당의 경우 피상계자 또한 

상계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달리 볼 여지가 있다.

(1) 학설

변제충당규정 적용설1053)이 종래 다수설이나 상계적상도래시 기준설이 의

문을 제기한다.1054) 이자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채권의 충당순서를 정한 

후에 이자채권의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원본채권의 충당순서를 먼저 정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는 통상 먼저 상계적상에 도달한 채권부터 순차 상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 상계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되

고, 변제이익의 대소는 그 소급효와의 관계에서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2) 판례

대법원은 자동채권의 상계충당에 관하여 변제충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2) 상계자가 피상계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제충당규

정을 준용한다.”
1053) 민법주해[XI]/윤용섭, 433-434;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502.
1054) 김형배, 채권총칙,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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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자, 피상계자 순으로 충당지정권을 부여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법정충당

에 의하도록 하였다.1055) 이자와 원본 사이에 충당 순위에 관하여는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056)

(3)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1057)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의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와 같이 할 경우 은행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은행이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 담보나 보

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채무자가 1차적으로 충당지정권을 가지지만 은행 측에서 이의를 할 

경우 은행이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충당지정을 할 수 있다. 이

는 은행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당사자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상대

방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충당순서 또는 변제기 도래 순으로 충당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검토

민법상 변제충당규정은 변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다르지 않는데 변제충당의 법리 자

체가 변제자의 충당권을 상대방의 그것보다 더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제충당은 변제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수개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변제로 제공한 금액이 이들 채무를 모두 충족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어

떻게 충당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만약 변제의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라면 그 중 누구에게 변제를 할 것인가는 변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지 여러 채무가 한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자의 이

1055) 大判 2011. 8. 25., 2011다24814 판결; 大判 2013. 2. 28., 2012다94155 판결.
1056) 大判 2005. 7. 8., 2005다8125, 공보 2005, 1303. 
1057)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5호(2012. 9. 20. 개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

용) 제13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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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선택권이 제한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변제충당의 기본 취

지이다. 그리하여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은 우선 변제자에게 충당지정권을 부

여하고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인 채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변제자가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정변제충당순서에 의하게 되는데 이는 변제자에게 유리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계충당에 관하여는 세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변제충당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상계충당에 대하여 변제충당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우리 

민법 규정에 가장 충실한 입장이다. 그러나 변제충당은 상계충당의 상황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한 없는 준용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둘째, 독일 민법과 같이 피상계자에게 이의권

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상계자의 상계충당에 대하여 피상계자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게 하고 이의 시에는 법정충당순서에 의하는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공평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

로 그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이행기 도

래 순으로 충당하는 방안이다. 이는 당연상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입

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법이 의사표시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시효완

성 채권에 대하여 상계적상 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상계를 허용하고 

상계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등 당연상계주의를 전제로 하는 측면도 있기 때

문에 이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행기 도래 순으로 하면 계산이 간단

해 지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일본의 최고재판

소는 일본 민법에서 명시적으로 상계충당에 관해 변제충당 규정을 준용하도

록 하고 있음에도 상계 대상 채무를 이행기 도래 순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이는 명문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론을 취하는 것이 된다. 사견으로는 

제49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변제충당 조항을 준용하여 상계권 행사를 먼저 

한 상계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계충당의 

결과가 지나치게 상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상계

자의 지정권이 제한되고 이행기 도래 순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1) 자동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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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때 어떤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지 표시

해 주어야 한다. 어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계는 자동채권을 

사용하여 수동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자동채권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를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분권자인 상계자에게 자동채권의 선택권

한이 있다고 판단된다.1058) 하나의 자동채권에 관하여 이미 상계적상이 발생

한 경우에도 상계자는 다른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사

정에 따라서 권리 남용이 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수동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

수동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는 전형적인 상계 충당의 예에 해당한다. 상계

자는 충당할 수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계

자가 지정을 할 수 있다. 피상계자의 지정에 대하여 상계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상계가 된다. 이행기가 도래한 수동채

권에 먼저 충당이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수동채권 사이에서는 상계자에게 

이익이 큰 채권 순으로 충당이 되고 이익이 같은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선

후로 하고 이마저도 같으면 채권 금액에 비례하여 충당한다. 각각의 수동채

권에 관하여 비용이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에 관하여 비용을 먼저 모

두 충당하고 다음에 이자를 충당하고 그 다음에 원본을 충당하여야 할 것이

다.

(3)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여러 개인 경우

이 경우에 민법의 규정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여 상계자의 충당지정을 무한

정 인정하면 상계자에게 너무 유리하여 공평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

우 통상 피상계자에게도 상계권이 있었을 것인데 단지 상계의 의사표시를 

먼저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계자에게 충당지정

권을 부여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해하고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부당한 결

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상계권 행사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본다.

1058) 변제충당으로 말하자면 변제의 대상이 아니라 변제의 수단인 금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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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자동채권(연이율) 수동채권(연이율)

①2010.1.1. 3억(20%)

②2011.1.1. 3억(10%)

③2012.1.1. 1억(10%)

④2013.1.1. 2억(20%)

이러한 경우에 상계자가 자동채권은 ①, ③, 수동채권은 ④, ② 순서로 충

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자동채권① 3억 + 1억 8천, 수동채권④ 2억

을 서로에 대하여 먼저 충당되도록 하면(2013.1.1.) 자동채권①은 2억 8

천이 남게 되고 이것이 수동채권② 3억 + 6천만과 충당되어 수동채권② 

8천만이 남게 된다. 여기에 자동채권③ 1억 + 1천만이 충당되어 결국 자

동채권 3천만이 남게 된다. 

이행기 도래 순으로 하면 자동채권① 3억 + 6천만이 수동채권② 3억에 

충당되어 자동채권 6천만이 남고 이것이 8400만이 되어 수동채권④ 2억

에 충당되어 수동채권④ 1억 1600만이 남게 되고 여기에 자동채권③ 1억 

+ 1천만이 충당되어 결국 수동채권 600만이 남게 된다. 

지정충당을 할 때 이행기도래 순으로 할 때에 비해 상계자에게 3600만원

의 이득이 더 발생한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상계자가 이

와 같이 충당지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충당지정이 권리남용

으로 판단되면 원본의 이행기 도래 순으로 양 측의 채권을 나열하여 먼저 

상계적상이 발생하는 채권 순으로 차례대로 상계충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순서가 정해진 후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을 하면 될 것이

다.1059)

(4) 상계대상채무의 상대성

상계충당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상계충당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무와 수동

채무가 상대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이다. 즉 일부채무에 대하여 상계금지약

1059) 비용, 이자, 원본 각각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각 비용 모두를 충당하고 다음에 이

자 모두를 충당하고 원본을 충당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

다(注釋民法(12),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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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060)이 있거나 압류 또는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이들 채무가 절대적으로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여전히 다른 자동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압류와 상계의 경합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변제기기준설에 의할 경우 수동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되었을 때 상계가 제한되는 것은 수동채권 보다 이행기가 뒤

에 도래하는 자동채권에 국한되고 그렇지 않은 자동채권은 여전히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5) 견련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선급금반환채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같이 충당이나 공제의 사례에 

있어서는 상계충당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하는 채무 상호간에 우선적

으로 충당 또는 채무소멸이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대상 채무가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충당을 할 필요성이 있다. 견련관계에 

있는 채무 상호간에 상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상계충

당순위가 앞서는 또 다른 자동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가지고 해당 수동채무

에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상계권 남용이 될 수 있고 이에 해

당하지 않더라도 상계기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압류 및 채권양도

와 상계가 경합하는 경우에 견련관계 있는 채무에 대하여 보다 특별한 지위

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계충당 문제에 있어서도 이들 채무를 특별

히 취급하여 먼저 충당을 하고 남은 채무를 기존의 다른 채무와 함께 일반

적인 상계충당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상계기대와 추정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상계충당의 경우에는 압류나 채권양도와는 달리 제3

자의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1061) 

제7장 상계권의 남용

1060) 하나의 채무에 대하여 상계금지약정을 할 때 모든 측면에서 상계를 제한하는 것도 가

능하지만 부분적으로 상계를 제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특정 채무

를 수동채무로 하는 상계만을 제한하거나 특정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 사이에서만 

상계를 제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1061) 이해관계인을 찾아본다면 보증인을 생각할 수 있다. 보증인의 경우에 자신의 채무가 

상대방의 채무와 견련관계 있는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충당되어 소멸하여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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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

용하지 못한다(제2조). 이 규정은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상계권도 권리

에 해당하므로 상계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됨에는 의문이 

없다. 상계권 남용을 상계와 압류의 경합 문제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견해가 

일본에서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1062) 그러나 각국에서 상계권남용이 문

제되는 재판례를 보면 수동채권이 압류된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상

계권 행사 유형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계에 있어 권리남용이 특히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는 그만

큼 상계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견련성과 확

실성을 상계의 요건으로 채택하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교적 쉽게 상계

의 요건을 달성할 수 있고 수동채권과 전혀 관계없는 자동채권을 헐값에 취

득하여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채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음에

도 이를 가지고 상계를 하여 상대방의 수동채권 만족을 불필요하게 지연시

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당한 상계권의 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민법 등 제반 법률 규정에서는 상계를 제한하는 조항을 마

련해 두고 있으나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그 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상계권 남용 법리를 이용하고 발전시

켜 나갈 필요가 있다. 민법은 상계를 하는 것이 채무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

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제492조 제1항 단서) 상계권 남용의 사안 중 일

부는 이에 포섭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에 관하여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계의 경우 채권 사이의 가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대등액에서 양 채무를 소멸하는 효력을 가지는데 이

러한 점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값싼 반대채권을 취득하여 상계를 하는 경

우이다. 이러한 상계는 자신에게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초래하고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둘째, 상계자 자신에게 어떠

한 경제적, 법적 이득은 없고 오로지 제3자에게 손해만 발생하는 경우이다. 

1062) 伊藤, 債権消滅論, 13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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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무 가운데 압류가 된 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하거나, 담보가 없는 채

무가 있음에도 담보가 있는 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하여 채권자의 채권 확보

에 지장을 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교정이 필요한 법률관계를 이용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이다. 착오,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으로 비정상적인 법

률관계가 형성되어 이를 바로잡을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상계

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필요가 있다.

제2절 상계권의 남용 일반

1.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제3자로부터 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가지고 상계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권을 취득한 경위가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 상

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①), 선행행

위에 관하여 신뢰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반하는 후행행위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고(②), 채무의 현실이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상계로써 저지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③,④), 확실성이 없는 반대채권으로 상계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⑤). 한편 상계계약에 대

해서는 권리남용원칙이 고려되지 않는다.1063)

①상계를 목적으로 채권을 취득하여 상계를 하는 것이 상계권 남용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은 은행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오로지 상계

를 통하여 제3자(자매 은행)의 고객에 대한 채권을 전액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3자가 고객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취득하여 상계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 

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1064) 은행이 고객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고객의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자매

은행간 고객에 대한 정보가 쉽게 공유되는 점을 이용하여 반대채권을 양수

1063) Staudinger/Gursky, §387 Rn. 263.
1064) BGH NJW 1987, 2997(상계의 반대채권인 제3자가 고객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고

객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었고 제3자와 자매 은행의 사이에 있는 은행이 제3자

의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를 양수받아 고객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려고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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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상계하는 것은, 은행과 고객 간의 특수한 신뢰관계, 동 고객의 다른 채

권자와의 형평, 반대채권의 발생원인인 주식사기와, 이 사건 당사자인 은행 

및 고객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은행이 고객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것을 알

고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담보를 이용하여 제3자의 채권만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은행거래에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 제3자로부터 채권을 취득

하고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된다는 재판례1065)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은행이 은행거래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자신에

게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채권 양도인의 채권만족을 도모하기 위

하여 담보를 실행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된다는 재판례가 있다.1066) 

②도급인(원고)이 수급인으로부터 채권양수한 하자확정 및 하자제거비용채

권에 대하여 하수급인(피고)이 채권양도 당시 도급인에게 하자제거를 해 주

겠다고 하고서도 나중에 수급인에 대한 보수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

서 하수급인의 상계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재판례가 있다.1067) 하수급

인이 수급인의 파산개시 후에 자신이 여전히 수급인에게 상당한 보수채권이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도급인에게 추완 및 하자제거 이행의 의사표시를 하였

1065) BGH NJW 1975, 122(피고 은행이 고객의 파산개시 전후에 다른 파산채권자로부터 

고객에 대한 두 개의 어음금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고객과의 담보약정에 따라 피담보채무

의 범위에 포함하여 별제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파산개시는 1970.8.6. 채권취득은 각각 

1970.7.30. 및 1970.8.11.이다. 파산한 고객의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의 채권 취득시점

을 알지 못하고 어음금지급을 하였다가 후에 어음금반환청구를 하여 법원의 인용판결 받

았다.); BGH NJW 1981, 1600(피고 저축은행이 소외 은행으로 채권을 취득하여 자신의 

토지채무를 이용하여 채권만족을 얻으려고 한 사안. 피고 저축은행은 고객과의 거래 약관

에 제3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을 위해서도 담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
1066) BGH NJW 1983, 1735. 피고은행이 V회사로부터 통상적인 방법, 즉 대출금 담보 목

적으로 취득한 B회사에 대한 채권을 후에 B회사가 파산하자 피고은행이 원래 B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과 함께 추심한 사안이다. B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담보상태가 악화

된다는 점에서 피고은행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채권 추심이 신의칙에 반하

지 않는 것이지만 이 판결의 사안에서는 피고은행이 V회사의 채권을 추심할 필요성과 경

제적 이익 모두 없다고 하여 피고은행의 채권추심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1067) OLG Köln NJW-RR 1995, 211. 하수급인은 처음에는 도급인에게 하자제거를 해 주

겠다고 하였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자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하자제거하게 하여 

그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청구한 사안이다. 당시 보수채권의 채무자인 수급인은 파산이 개

시되어 수급인으로부터는 보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자제거비용채권의 원래 형태

인 담보책임채권이 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인에게 양도될 당시 하수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보수채권이 있어 상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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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는 보수채권에 관계없이 담보책임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③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병원 측에서 위자

료를 초과하는 간병비로 상계하여 대항하는 것은1068) 독일 민법의 신의칙 

규정(제242조)과 관련된 사회국가원칙에 기초하여 그 중 일정금액(해당사안

에서는 50%)에 한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재판례가 있다.1069) 

④주(州)에서 수감자에게 비인간적인 조건으로 구금을 하여 손해배상채무

(300유로)를 부담한 경우 이러한 채무에 대하여 형사소송비용 반환채권(약 

24000유로)으로 상계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된다고 판단하였다.1070) 상당

수의 수형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비용을 상환하기 어렵고 소송비

용보조를 받게 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비용 반환채권은 이행되기 어렵고 경제

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인 반면 국가의 비인간적인 구금으로 인한 수형자의 

손해배상채권은 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의 국가의 기본권보호임

무에 근거를 두고 있고 피침해자의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제재 및 

예방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상계를 허용

한다면 손해배상채권의 취지를 보장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상계는 권리남

용이 된다고 본 것이다. 손해배상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

라 독일 민법 제393조의 상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와 별도로 

독일 민법 제242조의 신의칙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상계를 권리남용으

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확실성 요건도 권리남용을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시

사하는 판결이 있다. 원고의 공탁된 경매대금(매각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이혼한 피고가 재산분할청구채권(Zugewinnausgleichsanspruch)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재산분할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

리고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가지고 하는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의칙 위반이 될 수 

1068) 이 판결에서 간병비는 원고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간병비과 

위자료가 견련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도 설시하고 있다.
1069) OLG Bremen NJW 1987, 846(이 판결은 위자료 채권은 소 계속 시부터 압류 및 양

도가 가능하다는 민법 제847조 제1항 2문을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이 폐지된 현

재는 다르게 법리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
1070) BGH NJW-RR 2010, 167 = BGHZ 182,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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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시하였다.1071) 

(2) 스위스

1) 상계권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상계권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

하고 있다.1072) 상계규정에 따라 유효한 상계가 있어야 하고 상계를 권리남

용적으로 만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계의 권리남용 여부

를 판단하는 시점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시점이다. 

상계자가 오로지 상계의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

다.1073) 채권양도의 목적이 오로지 상계를 위해 필요한 채권의 대립을 만들

어내기 위한 것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1074) 

다수의 상계 가능성 중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이 되지 아니한다.1075)

반면 권리남용이 되는 예로서 B에 대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없는 A가 C

로 하여금 B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게 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하여 C가 이를 가지고 상계하는 경우,1076) 상계금지규정

을 우회하기 위하여 상계를 내용으로 하는 경개(Neuerung)를 하는 경

우1077), 어음 관리인은 자신의 개인 채무에 대해 어음채권으로 상계할 권한

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상계를 하고 이에 대해 위 관리인이 동

의하는 경우1078)가 있다. 또한 매매계약으로 유보 없이 특정 기일까지 대금

1071) BGH NJW 2000, 948, 950.
1072)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84.
1073)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89. 해당하는 채무가 상계의 자동채권이든 

수동채권이든 관계 없다고 설명한다.
1074)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90.
1075)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92.
1076)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90.
1077) BGE 41 III 148 f. 저축은행에서 증자를 목적으로 발행한 신주를 인수한 피고가 주금

납입채무(또는 이를 갈음하는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주가하락

의 손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거나 상계를 내용으로 

한 경개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기각된 사안이다. 이를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인수한 

주식을 반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1078) BGE 36 II 537(539)(원고는 블랑카(Blanchard)를 어음채무자로 하는 4000프랑 어음

을 취득하여 이 중 1000프랑은 지급받고 잔액 3000프랑은 다른 어음으로 대체하였다. 블



- 272 -

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하여 그 후 제기한 상계주장은 권

리남용 또는 상계권 포기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재판례도 있

다.1079)1080) 이와 같이 상계권의 남용은 상계금지의 취지를 잠탈하거나 상

계를 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기대에 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계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은 상계의 효력이 발

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 채무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애초에 없었던 것과 

같이 계속 존속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남용의 인정이 상계권 소멸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발생사유로 인하여 상계로 이를 소멸시키는 것이 제

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권리남용이 아닌 다른 사정에 기반하여 상계하는 것

은 허용된다.1081)

2) 상계권 결여를 원용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상계의 상대방이 상계금지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상계

가 허용되어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상계권 포기를 금하는 규정의 취

지에 반하는 경우(①,②), 상계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발생한 경우(③)가 이에 

해당한다.

①스위스 채무법은 채무자가 상계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제126조).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전에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채

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제265조). 즉 상계권이 발생하

기 전에 상계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종전에는 약관으

로 상계권 포기 규정을 두어왔으나 이 규정에 의하여 그러한 상계권의 사전 

랑카는 대체된 어음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원고의 관리인에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하였고 원고의 관리인은 이에 동의하고 어음을 교부해 주었다. 원

고는 이러한 상계에 의해 어음채권이 소멸하여 3000프랑 및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관리인이 자신의 개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어음

을 사용할 수 있다는 권한을 원고로부터 받았다고 블랑카가 선의로 믿은 경우에 한하여 

어음채무의 소멸이 인정될 수 있고 그 외에는 상계로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손해

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079) BGE 72 II 29.
1080) 판례의 태도에 반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로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92 참조.
1081)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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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는 임대차관계에서는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임차인이 법에서 

규정한 한도를 넘는 차임을 지급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

을 때 향후 도래하는 차임지급채무에 대하여 이러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

은 사전에 상계권 포기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용되고 임대인은 상계

권 포기를 원용할 수 없다.1082) 

②스위스 채무법 제323조b 제2항은 고의로 가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된 상

계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979조 제2항은 무기명증권의 양수

인이 증권취득 시 채무자의 손해를 알고 있었다면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기인하는 항변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채무자의 상계주장사유를 알고 무기명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채무자는 새로

운 권리자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양수인이 채권

대립의 요건이 결여되어 상계가 제한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이다. 권리취득자가 채무자의 상계권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적용되는 것

이 아니라 그 취득이 오로지 채무자에게 상계권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인 경

우에만 적용된다.1083) 

③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매수인에게 접근하여 

매수인의 채무자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통한 상계

로 위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하여 금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후

에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될 수 있고 매수인 측에

서는 채권대립이 없어 상계의 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청

구에 대하여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다.1084) 

(3) 일본

일반적인 법 규정은 없고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주로 도산관계에서 

상계권남용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파산법 제71조, 제72조와 회사갱생법 재

49조에서 일정한 경우에 상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상계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것인가이다. 구체적

인 예를 들면 ①지급정지명령을 알고 자동채권을 취득하였지만 그 취득의 

1082)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102.
1083)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107.
1084)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104; BGE 15, 33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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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관계가 파산신청 1년 이전에 발생한 경우, ②지급정지명령을 알기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 ③지급정지 전 원인에 기하여 지급정지 후 예금을 

하여 수동채권을 발생시킨 경우를 들 수 있다.1085) 

은행이 파산위험이 있는 고객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고객의 예금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하

여 일본에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불허하거나 도산법상 부인

권을 통하여 상계의 효력을 제거하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1086)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는 자동채권의 양도인이 자력이 충분하여 굳이 채권양

도 및 상계를 하지 않더라도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상

계를 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의미에서 

권리남용이라고 본다. 이 견해는 상계권 행사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권리

남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대하여 부인권을 주장하는 견해는 비록 이러한 

경우에 자동채권을 취득하고 상계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고객인 파산자의 행

위가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부인권의 취지상 이러한 경우에도 상계를 부인

하여 다른 채권자의 공정한 만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자동채권 취득 전후의 사정, 즉 자동채권 취득 시가, 양도인과의 관

계, 취득 동기 등을 고려하여 부인권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재판례는 은행이 취득한 어음이 부도가 났음에도 다른 어음채무자에게 상

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동행상계1087)의 경우에도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

다.1088) 은행이 어음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지 어음금채권을 행사

하는지는 은행의 자유라는 이유를 제시한다. 또한 압류되지 않은 수동채권이 

있음에도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저격상계)이 상

1085) 森田修, 債権回收法講義, 133.
1086) 森田修, 債権回收法講義, 133-135.
1087) 은행고객 B가 어음을 발행하고 A2가 이를 취득하였는데 B의 파산직전에 A1 은행이 

A2를 위하여 이를 어음할인하여 취득하였다. 이 경우 어음할인 계약에 의하여 A1 은행은 

A2에게 어음을 다시 되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되팔지 않고 A1 은행이 B에 대하

여 가지고 있는 은행 채무에 대하여 어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데 

이를 동행상계라고 한다. A2는 A1에게 어음의 상환청구를 하여 손해를 면할 수 있음에도 

굳이 동행상계를 하여 파산자 B의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인정할 수 있

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1088) 日最判 1978(昭 53).5.2. 判時 89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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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권 남용이 된다고 판단한 하급심 재판례가 있다.1089)

일부 학설에서는 상계권 남용 법리에 대해 “상계제도의 취지 및 채권 회수

의 집단적 질서의 관점에 비추어 해의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남용

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1090)1091)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1092)에서는 상계권 남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압

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상계를 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

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제3채무자의 상계권 행사가 압류채권자 등과의 관계

에서 공평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계권 남용으로 보아 상계로 압류채

권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고,1093) 압류 등의 신청이 있은 후에 채권을 취득

한 경우 그 취득 당시 그러한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상계

로써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1094) 민사법연구회에서 

나온 민법의 개정에 관한 검토사항에서도 상계권의 남용에 관하여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1095) 

2.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1) 국내의 논의

상계권 남용 법리 자체에 관하여는 반대하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089) 日大阪地判 1974(昭和 49).2.15. 金法 729, 33(공사대금의 일부가 유효한 전부명령에 

의해 이전되고 채무자가 이보다 이행기가 늦게 도래하는 다른 일부의 공사대금을 변제하

고 이전된 공사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상계한 것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한 사안).
1090) 中田, 債権総論, 382.
1091) 상계권 남용에 관한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상세한 소개는 주석민법[채권총칙(3)]/조

용구, 405 이하 참고.
1092)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324-327.
1093) “변제가 금지된 제3채무자는 상계하는 권리의 행사가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

와의 공평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3.1.3.31])
1094) “<1> 변제가 금지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

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1>에도 불구하고, 변제

가 금지된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신청이 있은 후에 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

득 당시, 그들의 신청이 있었음을 안 때에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3.1.3.30])
1095)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検討事項, 255. “상계권의 행사가 압류채권자 또는 가

압류채권자에 공평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상계의 효력을 압류채권자 또

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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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에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가에 관하여는 견해 대립이 있다. 상계권 

남용을 권리 남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는 견해1096)와 상계권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반대채권을 취득한 목

적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상계자의 지위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족하고 주관적 요건을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1097)가 있다.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그 근거로 ①상계

권 행사 경위나 채권의 취득 목적에서 이미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고, 

②일반적 권리남용이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임에 반하여 상계권 

남용은 상계를 목적으로 상계적상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

가 있고, ③도산법도 채권취득 시 회사의 지급 정지 상태를 아는 것만 요구

하고 별도로 권리 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한다.

(2) 판례의 태도

소외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액면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취득한 원고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피

고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어음금채권으로 상계한 사안이다. 원심은 이

를 상계권 남용으로 배척하였고 대법원도 “원고가 위 약속어음 채권을 취득

한 목적과 경위,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 상계권을 행사하게 된 사정”을 고

려하여 원고의 상계권 행사를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

았다.1098) 상계권 남용의 판단에는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액면가의 80%로 

취득한 경우도 상계권의 남용이 되는지, 채권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

도 상계권의 남용이 되는지, 애초에 상계하려는 생각 없이 채권을 취득한 경

우는 어떠한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답이 주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고 보인다.

대법원은 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 어음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으

로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목적이나 취

1096) 이해진, “사고신고 담보금에 대한 상계와 권리남용,” 138.
1097) 오금석,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反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04.
1098) 大判 2003. 4. 11., 2002다59481, 공보 20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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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1099)1100) 상계를 부정하는 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를 

상계권 남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목적이 정해진 채권으로

서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제492조 제1항 단서)에 해당

한다고 보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검토

채권의 취득에 의한 상계의 경우에도 피상계자에 대하여는 채무를 현실 지

급하기로 하는 어떤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계권 남용을 인정하는 것

이 쉽지 않다. 피상계자는 자동채권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 상계로 인

하여 피상계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계권 

남용이 문제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상계자가 일방적으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상계자와 

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서 

상계에 해당하는 채권액 전부를 사실상 만족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

서 상계의 결과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신에게 부당한 이

득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하면 상계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상대방이나 제

3자에게 손해가 없고 자신에게 이득도 없다면 그러한 상계가 권리남용으로 

취급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계권 남용의 판단은 경제적

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부당한 이득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동채권을 부담한 과정, 반대채권을 취득한 경위, 반대채권을 취득한 가격, 

상계권 행사 시점, 상계의 대상이 되는 양 채무의 관계 및 이행기 선후, 상

대방의 상계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기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상계자의 주관적 요건이다. 권리 남용에 있어서 로

1099) 大判 1993.06.08., 92다54272, 공보 1993, 2000. 
1100) 이에 대한 평석으로 오관석, “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과 상계,” 9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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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시대부터 주관적 요건이 강조되어 왔고 이를 권리 남용의 유일무이한 

요건으로 본 학자도 있다고 한다.1101) 권리남용의 요건에 대하여 권리자의 

인식이 필요한가에 관하여 재판례는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1102) 학설은 필요

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설이다.1103) 특히 상계권 남용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주관적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1104) 상계권 남

용을 판단함에 있어 주관적 요건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상계자가 상대방 또

는 제3의 권리관여자의 손해를 예상하거나 더 나아가 해의를 가지고 상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그러한 상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 크다고 

할 것이고 반대로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권리자의 적법한 권리 행

사를 쉽사리 내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경우에 

있어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통해 

이를 추정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의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3절 착오 송금의 경우

1. 문제제기

착오 송금의 유형은 ①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②송금 금액

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송금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수

취인에게 송금을 하거나 송금 금액이 잘못된 경우에 수취인은 형식적으로 

은행에 대하여 송금액에 대하여 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은

행이 착오 송금에 의한 예금에 대하여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것

1101) G. Ripert, La règle morale dans les obligations civiles, préc., n° 101(박현정, “프

랑스 민법학상 신의칙에 관한 연구,” 54-55에서 재인용)(프랑스에서는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으로 가해의 의사를 요구하였는데 가해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중과실에 의한 행위도 

같은 것으로 봄으로써 그 외연을 확장하였다고 한다.).
1102) 민법주해[I]/윤용섭, 193-194.

1103)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86; 이영준, 민법총칙, 73; 강태성, 민법총칙, 92; 이은영, 

민법총칙, 88. 반면 김대정, 민법총칙, 159는 주관적 요건을 항상 요구하는 것은 제2조에 

대한 입법자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하면서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판단 기준을 달리 정하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104) 大判 2003. 4. 11., 2002다59481, 공보 20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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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입금기장거절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착오 송금의 경

우에 수취인은 입금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 예금계약

에 의하여 수취은행이 착오 송금을 입금하여야 하는 것은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취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입금을 강요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1105) 연방대법원은 특정 계좌에 입금하여 달라는 상대방의 지

시를 간과하고 동일 상대방의 다른 마이너스 계좌에 입금하여 상계처리가 

된 사안에서 송금이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실체법적으로 변제가 

귀속되어야 할 권리자의 계좌에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의 반환을 청구하

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1106)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잘

못 송금되어 계좌명의인이 송금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입금기장거절권이 인정된다고 설시하였다. 은행에 대하여 대출채무

가 있을 경우 은행의 상계로 송금액의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

다. 독일에서는 이와 같이 입금기장거절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일단 

입금기장거절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상계권 남용이 인정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스위스

스위스 채무법 제125조 제1호에서 악의로 유치한 물건의 반환 채무에 대

하여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악의로 유치

한 것의 의미에 대하여는 물건의 소유자가 불법으로 인식하는 점유라고 설

명한다.1107) 예컨대 상속계약의 이행을 위해 금전을 가지고 있는 수임인이 

상속계약이 파기로 확정된 이후에도 금전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수임인이 

1105) Canaris, ZIP 1986, 1021, 1025 f.
1106) BGH NJW 1995, 520(원고가 의사의 보수 지급에 있어 특정 계좌에 입금하여 달라는 

의사의 지시를 간과하고 의사가 피고은행에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에 송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은행은 의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가지고 상계 처리하였고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송금액 반환을 청구하였다. 1심은 청구기각, 2심은 청구인용, 3심은 청구기각하였다.).
1107) BernKomm/Becker, 1941, Art. 125 OR, 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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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이 종료된 것을 알고도 금전을 징수하여 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은행업

자가 인수 승낙 보상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후 인수를 거절한 경우, 파산채

권자가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산재단으로부터 목적물을 박탈한 경우 등

이 이에 해당한다고 소개한다.1108)

은행이 고객과의 은행지로계약(Bankgirovertrag)를 해지하고 그 후에 제3

자가 이 고객을 위하여 송금을 하였는데 이를 고객에게 귀속시키기를 거부

하고 거래관계가 단절되기 전에 제공한 대여금채권에 상계한 사안에서 은행

에게 비난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재판례가 있다.1109) 그러나 

이는 스위스 채무법 제125조 제1호의 악의의 유치(böswillige 

Vorenthaltung)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객의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은행 측

이 고객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금

지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110)

(3) 일본

최고재판소는 착오로 이체가 이루어지면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이체

액 상당의 보통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지급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

환채권을 가질 뿐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

허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111) 이에 대하여 착오이체시 지급인으로

부터 반환요청을 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여도 이는 효

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112) 즉 수취 은행은 지급인이 착오

로 지급이체를 의뢰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수취인에게 가지게 

하는 제도의 운영자인 점에서 다른 채권자와 다르게 되고 이러한 차이는 이

러한 은행이 지급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조력할 요청을 받은 시

1108) ZK-Aepli, Art. 125 OR, N 54.
1109) BGZ 111 II 447ff. 이 판결은 스위스 채무법 제125조 제1호의 악의로 유치한 물건의 

반환을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인도가 이의를 제기할 행위에 의해 이

루어졌거나 물건을 보유하는 것이 물건을 인도한 취지에 반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
1110)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103. 이 견해는 이어서 은행이 주장하는 상

계의 자동채권이 채무자 측의 악의적 행위(arglistiges Verhalten)로 발생한 것이라면 채무

자의 이러한 상계금지주장은 권리남용이 되어 배척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1111) 日最判 1996(平成 8).4.26. 民集 50-5, 1267. 판례 변천 과정에 대한 논의는 오흥록, 

55 이하 참조.
1112) 木南敦, “吳振込と預金の成否,”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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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부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수취 은행은 지급지시의 요청을 

받으면 지급지시 의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것이 요구되고 이와 양립하지 

않는 상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1) 학설의 대립

독일에서와 같이 입금기장거절권을 인정하여 이를 통하여 착오 송금 문제

를 해결하려는 입장이 있다.1113) 그러나 다수설은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1114) 착오입금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1115)

착오 송금시 이에 대하여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는 것이 상계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1116) ①착오 이

체에서는 상계가 가능하게 된 문제상황을 수취은행이 아닌 지급인이 야기하

였다는 점, ②상계권 남용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례는 은행이 자신에게는 별다

른 이익이 없으면서도 상계를 함으로써 채무자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이

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동채권을 취득하여 사실상 반대채권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인데 착오 이체의 경우에는 

수취은행의 상계가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법적으로 보호받

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

고 있다. 반면 예외적으로 상계권 남용을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1117) ①송금의뢰인과 수취인 모두 착오송금된 금액의 반환을 원

1113) 김상중, “송금인의 수취인 착오로 이루어진 계좌이체에 따른 반환관계,” 255.
1114) 윤진수, “2007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379; 김창모, “착오로 수인을 잘못 지

정하여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예금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469; 오흥록, 95.
1115) 오흥록, 114.
1116) 오흥록, 130.
1117) 이병준, “원인관계가 없는 착오송금된 금액에 대한 수취은행의 상계권제한,” 경영법

률 제21집 제2호(2011.1), 524. 또한 수취은행이 상계 당시 해당 예금이 사실상 수취인

에게 속하지 않고 지급인 또는 지급은행의 반환청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황

에서 수취은행이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계권 

남용을 긍정하는 견해로 김상중, “송금인의 수취인 착오로 이루어진 계좌이체에 따른 반

환관계,” 고려법학 제55호(2009.12), 259 참조. 송금의뢰인과 요청과 수취인의 승낙이 있

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취은행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수취은행의 상계는 신의칙 위반 또

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견해로 김재형,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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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수취은행이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없고 ②은행은 공공적 역할

을 수행하고 있어 착오 이체를 교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③수취인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소비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수취은행이 상계를 

하는 것은 공평 및 정의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2) 판례의 태도

착오에 의한 송금으로 계좌에 입금이 된 경우 은행 측에서 이에 따른 예금

반환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출금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

는 것이 가능한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송금의

뢰인이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수취인도 이를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상계는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

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

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

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1118) 구체적인 이유 설시를 보면 

①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을 보호할 필요성은 현저히 감쇄되는 점, ②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수취은행이 휘말리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우려는 없는 점, ③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④수취인이 착

오송금으로 인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수취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입금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 있는 수취

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예금을 인출·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금지되어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검토

악의로 유치한 물건의 상계 금지 원칙은 프랑스 민법의 소유자가 부당하게 

1118) 大判 2010. 5. 27., 2007다66088, 공보 20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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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당한 물건의 반환채무에 대한 상계 금지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후에 독일 민법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상계금지로 

확대 및 일반화되었다.1119) 이러한 연혁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우리 민법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상계 금지 규정(제496조)의 취지는 잘

못의 시정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착오 송금에서 문제되는 상계의 상황은 

착오로 송금된 금전의 반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은행이 착오로 송금된 상황

을 이용하여 상계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지만 이를 넓게 본다면 잘못의 시

정 과정은 온전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착오,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교정이 필요한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하고 

있는 자가 이러한 법률관계를 이용하여 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상계권 남용의 적용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 또는 유형이 될 

수 있고 착오 송금된 상태를 이용하여 이를 알고 있는 은행이 상계를 하는 

것은 상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계좌이체의 형태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획일성 또는 반복적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착오입금의 경우에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예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은행이 이를 지급하

면 예금채권은 유효하게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취인이 착오입금을 

인정하고 예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 즉 수취은행이 착오 입금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막연히 지급을 통하여 수취은행이 면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수취은행이 착오이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취은행의 상계를 인정

한다면 수취은행은 대출채권을 예금액만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예금자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된다. 착오

입금이 지급인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은행 측에서 이러한 사실

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까지 은행 측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은행의 공공성

에 비추어볼 때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착오 송금 사례에서 상계권 남용을 부인하는 입장의 근거는 ①착오 송금 

상황이 수취은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②수취은행의 상계가 자신에

1119) Windscheid/Kipp, §350, 494; Staudinger/Gursky, §393 Rn. 6. 보다 상세한 설명은 

Pielemeier, 74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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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이득이 없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손해만 가져오는 상계권 남용의 사

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계권 남용

의 사례는 반드시 상계자의 과실이 개입하거나 상계자에게 이익이 있을 것

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인의 착오에 의하여 해당 계좌에 명목상 입금이 

이루어졌지만 지급인 및 수취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러한 송금이 문제가 있

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교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여 상계를 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제8장 소송절차상 상계

제1절 서

상계를 소송절차에서 주장하는 경우는 ①소송절차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

를 하였는데 이를 소송에서 제기하는 경우와 ②상계항변으로 처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를 소송상 상계 또는 재판상 상계라고 한

다.1120) 상계항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

도의 소제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

하여 원고에게 소제기를 하는 반소와는 구별된다.1121)

상계의 역사를 보면 애초 상계는 소송절차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었

다. 소송절차 밖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인정한 것은 근대 민법전이 제정되

기 시작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프랑스 민법은 상계항변은 소송상 주

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122)

소송절차상 상계를 인정함으로써 자동채권에 관하여 별소에서 판단할 필요 

없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에 관한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소송경

제적 이점이 있다. 다만, 자동채권액이 수동채권액보다 큰 경우에는 청구기

각 판결을 함에 그치고 자동채권의 잔존액에 관하여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

은 한, 다시 소제기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1120) 민법주해[XI]/윤용섭, 388.
112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683.
1122) 제2장 제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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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계항변이 각하된 경우 등

1. 문제제기

소송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였지만, 상계항

변이 각하된 경우 실체법상 법률관계와 소송법상 법률관계가 상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실체법적으로는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 채무가 소멸하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였지만 소송법적으로는 상계항변

으로 제기한 자동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는 소송상 상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소송상 상계의 경우 이를 상계

의 의사표시로 보아 그 즉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

니면 상계항변에 관한 판결을 기다려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상계의 효력

이 발생한다고 볼 것인가. 

상계항변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면 소송지연과 관련하여 특

별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상계항변을 제기하면 반대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 반대채권이 청구채권과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

는 청구채권에 관한 심리와 상당부분이 중복될 것이지만 반대채권이 청구채

권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반대채권에 대하여 별도로 새로운 심리

를 개시하여야 한다.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지연을 위하여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반대채권이 성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상계 주장이 근

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사실은 상계

항변에 관하여 각하를 하거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고 청구채권에

대하여 판결을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고 소송법적 이유로 인하여 상계의

효력이 좌우되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2.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판례와 통설은 소송 상 상계의 주장은 실체법적 성격과 절차법적 성격을 

모두 가진다고 보고 있다(이중적 성격).1123) 이에 따르면 소송상 상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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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소송절차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시에 제기되어

야 하고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소송법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계

항변이 각하된 경우에 상계요건의 충족 문제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다. 즉 소

송에서 주장된 상계에 관하여 그것의 실체법적 효력은 오직 민법에 의해 규

율되어야 한다. 상계는 항상 실체법상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송절차에서 

주장되었다고 하여 그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1124) 그리하여 

상계항변이 소송법상 사유로 각하된 경우에도 실체법상 효력은 발생한다. 즉 

원고는 청구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용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게 되고, 피고는 상계로 사용한 자동채권을 더 이상 소송

에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절차법 이론에 따르면 소송상 상계는 소송 외 상계와 같은 사법상 

효력을 가지지만 민사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소송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125) 소송상 상계는 상계권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항변)에 불과하고 판

결에 의하여 상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1126) 이러한 절차법 이론에 

대하여는, 형성판결로 이어지는 소송행위와 소송 외에서의 형성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체계에 반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2의 상계를 만들어

낸다는 비판이 있다.1127)  

소송상 허용되지 않는 상계의 효력에 관하여는, 법질서통일의 요청에서 합

리적으로 이를 보충할 것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실체법적으로 상계의 의사표

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거나,1128) 일부무효의 법리를 근거로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1129) 독일 민법 제139조는 법률행위의 일

부가 무효인 경우에, 무효인 부분이 없어도 그 행위가 행하여졌으리라고 인

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추하여 소송상 상계의 소송법적 효력이 무효가 됨에 따라 실체법적 효력

1123) BGHZ 23, 17 = BGH NJW 1957, 591; Staudinger/Gursky, 2011, Vor zu §§387ff 

Rn. 27; MünchKomm/Schlüter, §387 Rn. 39.
1124) Gernhuber, 312.
1125) Staudinger/Gursky, Vor §§387ff Rn. 29.
1126) Nikisch, “Die Aufrechnung im Prozess,” 780.
1127) Staudinger/Gursky, 2011, Vor zu §§387ff Rn. 30.
1128) Gernhuber, 284.
1129) Lüke, AcP 162(1963), 537; Arens, Willensmängel bei Parteihandlungen im 

Zivilprozeß, 1968, 190(각각 Gernhuber, 28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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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효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입장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일부무효를 유효로 볼 여지가 생기고 이는 판결의 실체법적 

효력에 있어 이견의 여지가 생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130)

한편 소송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막상 소송에서는 이를 늦게 

주장하는 등의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 상계

의 실체적 효력에 의하여 자동채권은 소멸되었지만 소송법에 의하여 이것이 

소송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진실한 법률관계

가 소송수행상의 과실로 왜곡되는 것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감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131) 소송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소송상 

상계 항변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다. 이러한 경우에 후에 

상계의 자동채권에 관하여 소제기가 되었다면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이러한 

경우에도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뒤에 제기된 청구는 기각되

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1132)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은 소송절차 정지 및 기판력에 있어서 상계에 관하

여 “피고가 항변으로 청구채권과 법적 관련이 없는 반대채권을 주장한 경우

에는 청구채권에 관한 심리가 판결을 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부분판결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반대채권에 관한 심리는 정지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133) 또한 “피고가 상계를 주장한 반대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결은 상계로 대항한 금액의 한도에서 기판력이 있다

.”1134)

이러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소송절차상 상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되는데,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달리 절차법론이 보다 다수의 입장이고1135) 재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136) 이 견해는 소송절차상 상계와 소송절차 

1130) Gernhuber, 284.
1131) Gernhuber, 285.
1132) MünchKomm/Schlüter, §387 BGB Rn. 40.
1133) 제391조 제3항.
1134) 제411조 제1항 2문.
1135) Dullinger, 188.
1136) SZ 50/35. 원고의 차임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

이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법원이 피고의 반대채권이 확실성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 288 -

외 상계를 구분하여 소송절차상 상계는 소송절차에서 항변의 형태로 상계의 

주장을 하고 판결에서 이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때에 상계의 효력이 발

생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러한 판결은 형성적 효력을 가진다. 위 민사소송

법 규정은 소송절차상 상계에 국한하여 적용된다. 반면 소송절차 외에서 이

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피고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반대채권의 

성립 문제는 단지 판결의 선결 문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발

생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에 따라 반대채권이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거

나 다른 절차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에서 처음 상계의 의

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반대채권에 관한 판단은 선결문제에 불과

하여 법원은 자유롭게 상계항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실체법론을 지지하는 견해는 실체법적 효력과 절차법적 효력은 원칙

적으로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소송상 상계에 있어서 상계자의 전형적인 의사

는 소송절차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상계의 실체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1137) 이에 따르면 위 민사소송법 규정은 소송상 상계뿐만 아

니라 소송 외 상계에도 적용된다.

한편 소송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이를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

거나 이것이 각하된 경우 그 법적 처리에 관하여는, 주 채무에 관한 청구채

권은 전부 인용이 될 것이고 후에 피고가 반대채권에 대하여 청구를 한다면 

이에 관하여 전소의 원고가 상계의 효과를 주장하여 반대채권이 소멸되었음

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한편에서는 상계에 대한 

고려 없이 선고된 판결에 기한 청구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채권이 상

계항변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견

해가 독일에서 전개되고 있지만,1138) 피고가 상계항변을 제대로 제기하지 않

상계를 기각하였다. 본 판결에서 오스트리아 최고재판소는 재판외 상계와 재판상 상계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재판외 상계는 무조건적이고 주채무의 존재에 상관없

이 이루어진다. 즉 주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인데 반하여 재판

상 상계는 법원이 주채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한하여 조건부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재판외 상계의 의사표시는 선결문제이고 판결에는 명시되지 

않는 것이고, 재판상 상계는 주채무가 존재하고 상계가능성이 있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는 판결에도 명시된다고 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재판외 상계인지 재판상 

상계인지 밝혀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137) Rummel/Rummel, §1438 Rn. 20; Schwimann/Heidinger, §1438 Rn. 29; Dullinger, 

191.
1138) Lüke-Huppert, “Die Aufrechnung,” 169 FN 54(Dullinger, 19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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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발생하는 이러한 결과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는 기판력의 취지상 필연

적인 귀결이라는 비판이 있다.1139) 기판력에 관한 다른 사례에서 원고가 이

미 소멸한 매매대금채권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

일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확정 판결에 기한 원고의 청구 또는 집행에 

관하여 신의칙 또는 반사회질서를 이유로 이행 또는 집행을 거부 또는 저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체법적으로는 잘못이 있지만 일단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스위스

한편 소송절차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지만 소송절차에서 자동채권

에 관하여 상계항변을 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지연 등의 이유로 상계에 관

해 심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논의가 있다.1140) 소송대상이 된 청구채권

에 관하여 청구기각이 된 경우에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계요건이 결여된 것이므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도 상계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피고는 이후에 상계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피고가 청구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후 채무이행까지 하였다면 

상계의 반대채권은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라 다시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 

원고 측에서 상계 주장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 스위

스 채무법에서는 조건부 상계를 금지하고 있지만(제124조 제3호) 예비적 상

계는 허용된다고 설명한다.1141) 피상계자는 상계의 효력이 과연 발생하는지, 

그리고 발생한다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알고 있을 이익이 있기 때문

에 상계는 다른 형성권의 행사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소송에

서 하는 예비적 상계는 청구채권인 수동채권의 존재가 상계의 요건 중 하나

이고 예비적 상계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은 상계자인 원고에게 부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1142) 

(4) 일본

1139) Dullinger, 197.
1140)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148.
1141) BSK OR I-Wolfgang Peter, 2011, Vor Art. 120-126 N 5.
1142) BSK OR I-Wolfgang Peter, 2011, Art. 124 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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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소송상 상계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사법행위설(양행위병존설), 

소송행위설,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1143) 다수설인 사법행위설에 의하면 소

송상 상계는 외형상으로는 1개의 행위이나, 법적으로는 사법상의 형성권의 

행사인 상계의 의사표시와 그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소멸의 법률효과

를 재판소에 대하여 진술하는 사실의 주장의 2개의 행위가 존재하고 각각의 

요건과 효과는 전자는 민법, 후자는 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한다. 소송

행위설은 재판상 상계는 순수한 단일의 소송행위이고 그 요건과 효과는 소

송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한다. 절충설은 재판상의 상계는 사법행위와 소송

행위가 불가분의 1개의 행위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리하여 요건은 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그 효과는 사법상의 효력과 소송상 효력의 이중성을 가

진다고 보아 소송상 효력이 상실되면 사법상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설명한

다.1144)

판례는 “재판상 상계는 소송행위인 동시에 사법상의 법률행위인 성질을 모

두 가지는 하나의 행위로 하여 소송행위가 되는 부분과 사법상 법률행위가 

되는 부분이 병존하는 특종의 행위”라고 하면서 소송이 소 취하 등 판결 이

외의 사유로 종결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동시에 

사법상의 행위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다.1145)

3. 우리나라의 논의

(1) 학설

국내에서는 소송상 형성권 행사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1146) 외관상은 

하나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송행위와 사법행위가 병존한다는 견

해(병존설), 순수한 소송행위로 보는 견해(소송행위설), 사법행위적 성격과 

소송행위적 성격을 모두 가진 하나의 행위라는 견해(양성설), 병존설의 입장

을 취하면서 상계권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여 상계가 각하 등

에 의해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법상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신병존설)이 있다. 신병존설이 다수설이다.1147)

1143) 注釋民法(12)/中井, 411.
1144) 이를 절충설 중에서도 비독립효과설이라고 한다. 注釋民法(12)/中井, 412.
1145) 大判 1934(昭 9).7.11. 法学 4.2.227.
1146) 김홍엽, 448.
1147)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428-429;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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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대법원은 신병존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뒤 그 소송을 취하하였다 하여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1148) 최근에는 

예비적 상계항변을 제기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고 상계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상계항변은 사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149) 

4. 검토

(1) 상계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소송 외 상계)

소송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지 않거나 

상계항변이 각하된 경우이다. 항변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데 이

를 인정하는 것은 변론주의원칙상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도 상계항변을 한 

사실이 없는데 상계를 인정한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

여 심판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1150) 이로 인해 실체법적 상

황과 절차법적 상황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것은 항변사항 

일반에 관하여 우리 법 실무가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상계항변에 관하

여 다르게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청구채

권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해 집행될 수 있고, 반대채권의 청구는 상계의 효

력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채권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는 반

대채권의 채권자는 반대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

게 된다.

(2) 소송상 상계의 경우

소송상 상계는 상계항변이 각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 당사

자의 의사나 법질서의 통일성 면에서 타당하므로 상계항변이 각하되거나 소

가 취하된 경우에는 실체법상 상계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

1148) 大判 1982.05.11., 80다916, 공보 1982, 560.
1149) 大判 2013. 3. 28., 2011다3329, 공보 2013, 739. 
1150) 大判 1963. 2. 14., 62다760, 집 11-1민,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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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볼 경우 상계항변 시에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상

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가 상계항변이 각하 또는 기각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게 된다.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

는 기준 시점은 상계적상 시, 상계의 요건을 검토하는 기준시점은 상계항변 

시, 그리고 상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되는 것은 재판확정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조건부 상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상계의 의사표시

에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493조 제1항 후문), 조건부 

상계를 금지하는 취지는 소송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조건부로 하여 법

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상계항변을 제한하려

는데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계항변은 소송진행 중에 판명될 사실을 조건

으로 하는 예비적 주장에 해당하고(소송내적 조건),1151) 절차의 안정을 해치

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제3절 집행절차상 상계(표준시 후의 형성권 행사)

1. 문제제기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등의 형성권을 변론종결 후

에 행사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상계와 관련하여서는 변론종결 시 전에 상계적상이 발생하고 있어 상

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에 상계

의 의사표시를 하여 청구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비교법적 고찰

독일 민사소송법 제767조는 청구이의의 소(Vollstreckungsabwehrklage)

에 관해 “판결로 확정된 채권 자체에 관계한 대항사유는 채무자가 1심 법원

에서 소로써 제기하여야 한다.”(제1항), “그 대항사유는 이 법률규정에 의해 

이를 주장할 수 있었던 최종 시점인 변론종결시 이후에 그 원인이 발생하였

고 이의제기(Einspruch)로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

115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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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2항)라고 규정한다. 판례는 이 규정에 의하여 상계항변을 비롯한 모

든 형성권은 차단된다는 입장이고1152) 이에 찬동하는 것이 통설이었으

나1153) 현재는 이를 비판하는 견해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1154) 상계의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상계적상이 발생하였다면1155)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기판력에 의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그 후에 반대채권을 

취득하였거나 상계적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

한다.1156)1157)

3. 우리나라의 논의

1152) BGH NJW 2005, 2926; 1994, 2769; 1990, 3210; 1980, 2527(가집행판결이 취소되

어 부당집행이 되어 집행채무자에게 발생하여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집행

채권자인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Vollstreckungsabwehrklage)를 제기하여 원고에 대한 자

신의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이미 전 소송에서 상계적상이 발생하였으

므로 이를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상고기각하였다.).
1153) MünchKomm/K. Schmidt/Brinkmann, §767 ZPO Rn. 60; Zöller/Vollkommer, Vor 

§322 ZPO Rn. 66; Reihe/Schmidt-von Rhein, §767 ZPO Rn. 15. 
1154) Stein/Jonas/Münzberg, §767 ZPO Rn. 37(형성권 존재는 대항사유의 가능성이 있는 

것 뿐인데 이를 가지고 대항사유와 같이 보는 것은, ①형성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무자는 사실상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실체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이 축소되

는 결과가 되고 ②성급하게 상계권 행사로 변론종결 이후에야 증명할 수 있었을 반대채권

을 상실하게 될 수 있고 ③상계는 민법에서 변제나 공탁, 면제 등과 같은 가치를 갖는 수

단인데 변제나 공탁 등은 변론종결 이후에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유독 상계만 이

와 같이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게 된다는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

로 판례의 입장에 반대한다.); Musielak/Lackmann, §767 ZPO Rn. 37(실체법에서 형성권

의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법 규정으로 이를 배제할 수는 없고 통설

이 염려하는 소송지연의 위험은 민사소송법 제533조, 제296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유추적

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BeckOK/Preuß §767 ZPO Rn. 47, 48.
1155) BGH NJW 2005, 2926(보수청구에 대하여 일의 하자제거비용배상채권으로 상계한 

사안에서 원심은 전심의 변론종결 시에 하자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었고 이를 주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였지만, 연방대법원은 대항사유의 원인이 변

론종결 전에 존재하였고 그 효력이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한다면 그 의사표시를 객관적

으로 할 수 있었던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BGH NJW 2003, 3134) 상계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에 상계적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상계의 반대채

권은 피고가 민법 제641조 제3항의 보수지급거절권을 포기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자

제거채무에 대해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 이 채무가 금전지급채권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

고 그 때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시하면서, 원심은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바로 형성권 행사를 위한 요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과 같게 보는 잘못을 하였

다고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1156) Zöller/Herget, §767 ZPO Rn. 12. 
1157) 일본은 변론종결 시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이 있은 경우에도 그 후에 이를 가

지고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본다(於保, 債権総論,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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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비실권설은 모든 형성권에 대하여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로 보고 실

권되지 않는다고 본다.1158) 무효사유는 대부분 분쟁관계에서 법률행위의 목

적이나 내용에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를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한다. 당사자에게 소송 중 취

소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소에서 형성

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판력 표준시 이후에 형성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때 비로소 법률관계가 변

동하게 되어 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상계권비실권설은 다른 형성권은 실권되지만 상계권은 예외로 보는 입장이

다. 상계의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자체에 무효, 취소 등과 같은 하자가 있다

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데다가1159), 원래 반대채권과 소구채권에 대한 분

쟁은 별개이기 때문에 표준시 후의 반대채권행사를 일체 못하게 막는 것은 

피고에게 가혹하고 그 행사의 시기를 상계권자의 자유에 맡긴 실체법의 취

지에도 반한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1160)

제한적 상계실권설은 상계권이 있음을 알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권되지만 몰랐을 경우에는 실권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1161)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도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는데 무효보다 그 효력이 약한 취소·해제

가 차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는 점, 상계권비차단설은 

권리관계의 안정을 기조로 하는 기판력 사상에 반한다는 점, 상계권자가 실

권이 되어도 반대채권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소송을 통해 반대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한다.

상계권실권설은 상계권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계권을 비롯

한 모든 형성권은 차단된다는 견해이다.

(2) 판례

대법원은 취소권이나 해제권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 후에 뒤늦게 이를 행사

1158) 호문혁, 706.
1159) 상계권은 소구채권에 부착된 권리가 아니라고 표현한다(김홍엽, 757).
1160)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696; 송상현·박익환, 457; 김홍엽, 757; 김용진, 502; 전

병서, “상계권의 표준시 후의 행사,” 31.
116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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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소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162) 그러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에는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않은 이상 별도의 소

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다르게 판단

하였다.1163) 상계의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여,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

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

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

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

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적법한 청

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다.1164) 또한 대법원은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에도 이에 기하여 집행을 하지 않고 담보권에 기하여 집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배당이익의 소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1165) 대법

1162) 大判 1979. 8. 14., 79다1105.
1163) 大判 1995. 12. 26., 95다42195, 공보 1996, 542.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한 토

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에서 임차인이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임차인이 전소에서 행사

하지 아니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에게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

러한 경우에 아직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건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

다고 판시하였다. 평석에서는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지상건물을 철거해야 할 때 인

정된 권리이므로 토지인도의무나 건물철거의무가 있을 때에 비로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

게 할 필요가 있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때 매매가 성립하여 권리관계만 변동시키

는 것이고 전소의 변론종결시의 권리관계까지 소급하여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송기석, “임차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

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패소확정된 후, 임차인이 별소로써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336-337) 대지소유자는 건물이 세워질 것을 예상한 것이므로 건물을 매수

하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큰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건물소유자에게는 유책사유 없

이 투자금 회수없이 건물을 철거당하는 것이 가혹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여(목영준,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32) 판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1164) 大判 1998. 11. 24., 98다25344, 공보 1999, 9; 大判 1966. 6. 28., 66다780 집 

14-2민, 101. 언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가는 채무자의 자유이고 청구권의 존재의 확

정에 의하여 상계적상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이의원인이 발생

한 것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이 있었지만 그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이유가 된다고 설명하는 문헌으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278.
1165) 大判 2011. 7. 28., 2010다70018, 공보 2011, 1749. 즉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

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

권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후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

자로서는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후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게 그 담보권에 기

한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기 위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은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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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상계권 비실권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4. 검토

상계권 실권설에 찬동한다. 반대채무가 청구채권과 견련관계 있는 경우에

는 청구채권에 관한 심리 과정에서 반대채무의 존부 및 내용이 현출될 것이

고 상계를 주장할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소송절차에서 주

장하지 않은 상계권을 변론종결 이후에 보호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상계권 행사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만 이는 무한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법익의 보호가 필요하면 제한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채권자가 힘들여 소송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는데 뒤늦게 상계를 

주장하여 이의 집행을 저지하는 것을 허용할 만큼 상계권 보호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에 대한 요청이 더 

큰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여야 한다. 특히 다른 형성권의 경우 실권 후에는 

달리 이를 행사할 수 없는 반면 상계의 반대채권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계자에게 근본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견련관계가 있지 않은 반대채권의 경우에는 청구채권을 심리하면서 그 내

용을 같이 검토하기가 어렵다. 특히 반대채권 중에는 그 성립 및 범위에 대

하여 다툼이 있는 채권도 있어 상계권을 행사할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고, 

법인이나 국가와 같은 거대한 조직의 경우에는 소송이 있을 때마다 소송상

대방에 대한 반대채권 유무를 모두 조사하여 상계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

록 강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기

판력의 실권효에도 불구하고 상계권을 계속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

은 아니다. 견련관계 없는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은 우연히 양 채무가 서

로 마주보게 된 사정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결재의 편의상 이를 

인정하고 있는 측면이 다분하다. 그에 비하면 기판력의 실권효를 통해 추구

하는 소송법적 이익이 훨씬 중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변론종결 시까지 주

자체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상계를 주장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기초가 된 담보권의 피담보체

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상계를 한 경우에도 상계적상의 시기에 소급적으로 대등액에 관하

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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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지 못한 상계의 상계기대는 기판력의 실권효를 저지하면서까지 보호해

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형성권은 기판력

에 의해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4절 기타 문제

1.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1) 문제제기

상계항변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는 반대채권의 성립과 금액에 관하여 실

질적으로 심리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상계항변 제기 자체가 소제기의 실

질을 갖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계항변이 제기된 경우 그 

자동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절차에서 소제기를 하는 경우 이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또한 이미 소제기가 되어 다른 

소송절차에서 심리되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그 후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

여 상계항변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문제된다.

(2) 비교법적 검토

1) 독일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소송상 상계가 소송계속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고 본다.1166) 결정적인 이유를 피고의 의사에서 찾고 있는데 즉 피고는 상계

를 통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방법을 강구한 것이고 자동채권에 관

하여 독립적인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계

항변이 제기된 자동채권에 대하여 소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소송

에서 상계를 거듭하여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1167) 이러한 경우

에 법원으로서는 먼저 제기된 상계가 유효한지 판단을 하여야 한다. 통상은 

상계가 먼저 제기된 소송절차에서 상계에 관하여 판단하기까지 민사소송법 

1166) BGH NJW 1977, 1687; 1986, 276; Staudinger/Gursky, Vor zu §§387 ff Rn. 37. 
판례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 주장에 대하여 소송계속의 효력을 부여해

야 한다는 반대견해도 있다. Blomeyer, §60 I; Zeiss, §53 V 참조.
1167) MünchKomm/Wagner, §145 ZPO Rn. 29; Staudinger/Gursky, Vor zu §§387 ff Rn.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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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1168)에 따라 상계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소송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2) 오스트리아 

판례와 통설은 상계항변의 제기가 반대채권에 관한 소송계속의 성격을 갖

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1169) 따라서 이미 제소가 된 채권도 다른 소송에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될 수 있고 다른 소송에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된 채권도 별도로 소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3) 유럽연합법원

 원고가 오스트리아 법원에 소제기를 하였고 피고는 네덜란드에 이미 소제

기가 되어 있는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민사 및 

상사 사건에 있어 재판 관할 및 판결의 집행에 관한 협정(EuGVÜ) 제21

조1170)에 의하여 자동채권에 관한 소송계속이 상계항변과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유럽연합법원(EuGH)에서는 상계항변의 제기가 소제기

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1171)

4) 일본

최고재판소는 임금가불 가처분이 집행된 후 항소심에서 가처분명령이 취소

되어 가처분채무자가 가불금의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별도의 

소로 청구중인 임금 채권을 가지고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상계항

변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1172) 그 이유는 ①자동채권의 존부에 관

하여 심리가 중복되어 소송상 불경제가 발생한다는 점, ②수동채권의 성질을 

몰각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 ③자동채권에 관한 양 재판소의 판

단이 서로 저촉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는 점, ④

1168) §148 ZPO “법원은 판결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소송이 형성하거나 행정청이 

결정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좌우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송이 처리되거나 행정청의 결정이 

있기까지 심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169) FaschingKomm/Deixler-Hübner, §391 ZPO Rn. 38.
1170) 이 규정은 2002.3.1. 민사 및 상사 사건에 있어 재판 관할 및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명령(EuGVVO) 제27조로 대체되었다. 
1171) EuGH NJW 2003, 2596.
1172) 日最判 1988(昭 63).3.15. 民集 42-3,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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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송을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231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는 점, 

⑤본건 자동채권의 성질 및 본안 소송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본안소송과 병행하여 본건소송에서 항변의 제기를 허용하

지 않아도 피고에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1173)1174)

(3) 우리나라의 논의

대법원은 소제기가 이미 있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

안에서 상계항변이 제기된 절차로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와 소송경제를 위하여 바람직하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계항변

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1175) 이에 대하여 상계의 항변을 통

해 얻어지는 결과는 제소의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미 제

소한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상계의 항변은 부적법 각하해야 하고, 상계의 항

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다시 별소로 주장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는 견해,1176) 상계항변은 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중복제소로 볼 수 없다는 견

해,1177) 상계항변이 예비적이면 후소를 허용하고 무조건적이면 중복소제기로 

처리하자는 견해가 있으나,1178) 다수설은 상계항변으로 제기한 반대채권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별도의 소권행사를 막으면 피고의 권리보호의 길이 막히

게 되어 가혹하다고 하여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상계항변이 제기된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이미 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상계가 논의되는 

절차에 병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1179)

1173) 그 후 같은 취지의 판결로 日最判 1991(平 3).12.17. 民集 45-9, 1435(별소에서 소

송물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소송에서 상계의 항변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
1174) 일본 학설의 입장은 신동기, “상계의 항변과 중복제소의 금지,” 456-458 참조.
1175) 大判 2001. 4. 27., 2000다4050, 공보 2001, 1234. 
1176) 김상수, 96; 조무제, “소송상 상계의 항변,” 106-107; 신동기, “상계의 항변과 중복

제소의 금지,” 468-469; 조정환, “상계항변과 중복제소의 금지,” 283.
1177) 송상현·박익환, 447.
1178) 호문혁, 156.
1179)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73;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268; 김홍엽, 322[상계항변

선행형과 상계항변후행형을 구별하여 논거를 전개하고 있다. 상계항변은 예비적 항변에 

불과하여 채택여부가 불분명하고 상계의 반대채권에 관해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소제

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반대채권을 소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고(상

계항변선행형), 전소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소송의 실정과 당사

자의 편의를 고려할 때 전소가 있더라도 상계항변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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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항변과 소제기는 구별되어야 하고 상계항변은 방어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판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제기와 같이 보아 중복제

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반대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소제기와 상계항변은 그 목적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

에 상계항변을 중복제소로 보아 각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반대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것과 상계의 수동채권을 소멸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는 것은 그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고 상계항변에서는 반대채권의 성

립 여부뿐만 아니라 양 채권의 상호대립성, 동종성 등도 검토하기 때문에 요

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자동채권에 관한 재판의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수동채권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다면 상계권 자체가 차단되어 실권될 수 있

고,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수동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다시 상계 문제

에 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소송 경제를 저해하여 당사자에게 과

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 양 소송에서 서로 모순되는 판결이 나올 가

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중복제소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이

러한 가능성을 재판부에서 감지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재판진

행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상계항변이 제기된 자동채권에 대하여 별소로 이를 청구하는 것도 허용하

여야 한다. 상계항변은 청구채권의 방어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대채권은 

청구채권의 금액에 한정하여 인정될 수 있고, 반대채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되어도 상계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반대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계항변으로 제기된 자동채권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서 심리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소송절차를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하

나의 절차에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아직 자동채권에 관하

여 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피고가 반대채권에 대하여 소제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소 제기를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는 일차적으로 반소의 제기나 이송 등 병합을 고려하여

항변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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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적절하지 않거나 기타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에는 전소의 기판력에 따라 후소에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전소에서 반대채

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상계항변을 판단하는 후소에서

는 반대채권이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반대로 전소에서 상계항변

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대채권을 청구하는 후소에서는 인용된 범위에서 청구

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상계로 인하여 반대채권은 소급하여 소멸

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무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알지 못하고 상계를 한 경우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앞에서 살펴보았다.1180)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1심에서는 상계항변을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소

멸시효항변을 한 사안에서 상계항변으로 채무자인 피고에게 시효이익 포기

의 효과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181) 상계항변은 주채무

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항소심

은 속심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같은 소송절차에서 하였다면 상계항변의 예비적 항변

의 성격상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먼저 고려하고 이 항변이 인용되지 않을 

때 비로소 상계항변을 고려하게 되고 이러한 것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이 

비록 상계항변 보다 늦게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상계항변을 하였다

고 하여 수동채권을 승인하거나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항소심은 제1심에서 종결하였던 변론을 재개

하여 속행하는 것이므로(속심제)1182) 상계항변은 그것이 비록 제1심에서 제

기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제기된 항변에 대해서도 예비적 항변이 되어, 

항소심에서 제기된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먼저 고려한 후 이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상계항변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

은 이러한 법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서 타당한 결론을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 

1180) 제3장 제3절 1. (1) 3) 참조.
1181) 大判 2013. 2. 28., 2011다21556, 공보 2013, 547.
118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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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

상계항변이 인용된 경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패소

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원고의 청구 채권이 성립하였음이 인정된 것이므로 원고의 

소제기가 이유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

담하는 것이 판례와 일부 학설의 입장이다.1183)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소송절

차 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고가 모두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소송절차 중 상계 항변으로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청구채권과 반대채권의 금액 비율로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견해가 있다.1184)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98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99조). 제소 전에 이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는 처음부터 이유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계의 반대채권이 청구채

권과 견련관계가 없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제소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

이라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한 것이었고 제소 전에 상계를 예상하기도 어려

웠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이라고 판단된다. 상계항변이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

시를 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면 피고가 전체 소송비용 중 10-20% 정

1183) Hule, 480(483)(피고가 청구채권에 대해 형식적인 항변으로 방어하든지 청구채권의 

존재에 관한 실체법적 요건을 다투든지 아니면 청구채권을 변제나 상계를 통해 소멸시킬

지는 피고에게 맡겨져 있고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

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가 방어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위험을 정당

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원고는 소제기 시에 반대채권을 고려하여 상계를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소개하고 있다.); Michael 

Bydlinski, 183 ff(법률은 청구의 정당성에 기준을 두어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하고 있고 

개별 공격 방어 방법의 성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공격 방어 방법이 몇 개가 

작용하여 승소 또는 패소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청구채권

이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상계로 소멸하였거나 차이가 없다고 한다.); Dullinger, 205.
1184) Reiterer, 97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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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30% 정도를 부담하면 적당하지 않

을까 생각한다.1185)

제9장 결론

서로 마주보는 채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은 상계 법리를 적

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상

계를 넘어서서 충당과 공제에 해당하게 되고 채권양도나 압류에 의하여 제3

자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우선하여 채권 만족을 확보할 수 있다. 상계에 해당

한다 하더라도 양 채무가 같은 법률행위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동등하게 볼 

수 있어 서로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상계를 허용할 수 있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계

를 하여 대항할 수 있다. 국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채권을 가

지는 경우에는, 양 채권 사이에 업무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상

계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양 채무 사이의 관계에 비

추어 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

토하여야 한다.

다툼이 있거나 이를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를 주장하는 것은 수동채권에 대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저지하

고 지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확실성이 결여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 소송절차에서 이러한 상계가 주

장된 경우에는 상계에 관한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상계충당은 서로 마주 보는 채무가 하나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채무를 서로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순서로 상계를 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실제에 있어서 일회성 거래보다는 계속적 거래가 많고 일회

성 거래에서도 이자 및 비용 채무는 별도의 채무이기 때문에 상계충당의 상

1185) 하급심 판결 중에는 피고가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자신의 동업에 

따른 이익금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여 인용된 사안에서 상계 여부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인용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부담을 명한 것이 있다(울산지법 2012. 11. 28., 2011가단

27539 및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인 울산지법 2013. 4. 10., 2013나119). 원고의 청구 금

액 1억 600만원 중 상계 및 공제에 의하여 9000만원은 소멸하고 1600만원이 인용되었는

데 소송비용은 20%만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다.



- 304 -

황이 보다 일반적이다. 민법은 상계충당에 관해 변제충당 규정을 준용한다고

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변제충당의 경

우 변제자의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변

제자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상계충당의 경우에는 피

상계자 역시 상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상계자는 단지 피상계

자 보다 먼저 상계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변제

충당과 같이 상계자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민법이 상계에 관하여 일차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다 세부적이고 

복잡한 사안에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견련성, 확실

성, 상계권 남용 등의 기준은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

안별로 사례를 만들면서 적용해 나가야 하고 상계가 문제되는 사례를 세부

적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상계에 관한 법리는 개별 사안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그 세밀하게 각각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구체적

인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상계 사례의 해결

에 있어서 획일적인 법규정의 적용보다는 형평 내지 공평의 관점에서 타당

한 결과가 되는지 고민하여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크다.

본고에서는 상계의 의의, 요건, 효과, 제한 등 상계에 관한 제반 쟁점을 검

토하면서 타당한 법리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종래에는 개별 쟁점별

로 논의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으나 양 채무 사이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상

계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계의 전체 

틀 속에서 체결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는 상계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로마법 시

대에 이미 상호대립성, 동종성, 이행기도래, 확실성, 견련성 등 상계의 요건

이 거의 모두 논의되었고 이것이 중세를 거쳐 오늘날 각국의 상계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요 국가에서 상계의 요건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①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데(제495조), 이를 제척기간에 유추적용할 수 있

는가 논의에 관하여,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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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그 행사여부를 결정하여 법률관계를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를 원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이 규정의 유추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②외화채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국내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78조) 외화채무에 대한 상계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상

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적용을 긍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율기준시점

은 상계적상 시점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

력하였다. ③쉽게 증명할 수 없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저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계에 확실성 요건을 요구하는 국

가들이 있는데 이러한 논의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고 여겨 소개하였다. 

④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제

434조) 채권자가 이러한 상계 가능 여부를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이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

였다. ⑤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제3자 변제와 같이 상계를 할 수 있는가

에 관하여는, 상계의 상호대립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정하여야 한다. 물

상보증인이나 담보물의 제3취득자와 같이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

담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3자 상계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담보

를 설정 받은 채권자가 오히려 채무의 현실이행을 받지 못하고 상계를 용인

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제4장에서는 상계의 제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①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채

권에 대한 상계 금지 규정에 관해 독일에서 채권자의 자력구제(사적 집행)를 

방지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고 그 적용범위에 이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이를 소개하였다. 특히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폭

넓게 규정하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위법행위에 의한 책임이라는 점에

서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이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안은 

대부분 불법행위책임에도 해당하게 되어 이 규정에 의해 이에 대해서는 상

계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고의를 

엄격히 해석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②국가채권의 상계에 

관해 외국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도 조세채권이나 벌금채권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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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상계는 제한되어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채권 사이에 업무의 동일

성이 인정되거나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③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동등하

게 볼 수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는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데,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에 관하여 상계 요건을 완화

하는 예를 소개하고 우리도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 상계 문제를 바라볼 필요

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압류 및 채권양도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기대는 폭넓게 보호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우월한 상계기대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압류 

또는 채권양도 시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상계

예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한, 상계로 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상계예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이미 발생한 채

권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행기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계로 압류 등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지만 장래 채권에 대하여는 현재 구체화된 거래에 국한

하여 대상으로 할 수 있고 현재 있지도 않은 거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상계예약은 그 효력을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제6장에서는 상계의 소급효에 여러 국가의 입장을 소개하였고 최근 부각

되고 있는 상계의 장래효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상계충당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변제충당 규정을 적용하여 상계자에게 우

선권을 주되 그 결과 공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상계권 남용으로 보아 법정충

당 또는 이행기도래 순서 기준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7장에서는 법률상 상계의 요건은 충족하지만 형평의 관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상계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이론을 통하여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하였

다. 

제8장에서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소송결과에서 상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소송상 상계는 예비적 상계로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소송외에서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여전히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

다고 보았고, 상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변론종결 시까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보았고,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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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은 소제기로서 취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상계에 대하여는 연혁적, 비교법적으로 많은 자료가 있다. 우리나라도 최

근 대법원에서 다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학계

의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계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관하면서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노력은 부족한 편이다. 상계의 제반 요소는 

민감하게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유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본고를 통해 상계 전반을 조망하고 향

후 보다 나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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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off is a defense to discharge the obligations confronting 

each other. If two persons are bound to each other by 

obligations of the same kind both of which have become due, 

each obligor may make a set-off to the extent of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at of his obligation(Republic of Korea 

Civil Code Article 492 (1)). 

Even though set-off is one way to extinct claim just like 

performance,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m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set-off does not consider the 

difference of economic values between the obligations, 

extinguishing the obligations to the extent of the same 

amount. Second, it is not the requirement for the effect of 

set-off that the cross-claim is ascertained as to its existence 

or its value, so that set-off is available when there is a 

dispute towards the existence or the amount of the 

cross-claim, such as damages claim caused by car accident. 

As a result, it could be delayed to discharge the principal 

claim(i.e. the claim against the person declaring se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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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setting it off with an unascertained cross-claim. Third, 

because set-off discharges the obligations to the extent of 

the same amount, a creditor of the principal claim does not 

receive the full amount of the claim unless the amount of a 

cross-claim is as big as or bigger than that of the principal 

claim. Forth, the creditor can not receive the real 

performance even though he may prefer it. 

For these reasons set-off is inferior to performance for the 

creditor of the principal claim. An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se inferiorities for regulating set-off issues.

Only three conditions are required for the set-off under 

Republic of Korea Civi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Civil Code”). Those are mutuality, obligations of the 

same kind, and claims du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till 

many Articles restricting set-off. The set-off system under 

Korean Civil Code was influenced by the advanced legal 

systems, especially those of Japanese and German Civil 

Codes which have their origin partly in the set-off system of 

French Civil Code but changed the basic principle of the 

method of set-off from ipso iure set-off(i.e. set-off is 

effective without declaration when the reciprocal claims due) 

to set-off by declaration. But it is still necessary to consider 

other requirements for set-off such as connectivity between 

the obligations or ascertainment of the cross-claim when 

dealing with some specific cases. 

The requirement of connectivity is satisfied when the object 

obligations arise from the same legal relationship or they are 

economically related with each other strongly enough to be 

regarded as coming out of the same legal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ligations is not th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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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et-off, and thus it is possible to set off the obligations 

not related to each other. Other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ustria, Swiss, and Japan do not require 

connectivity for the requirement of set-off either. But I 

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ligations of set-off is 

important in studying and understanding many issues 

concerning set-off, especially lifting set-off restrictions. 

Korean Civil Code Articles 496-498 prohibit set-off against 

any obligation arising out of intentional unlawful act, 

obligation of which attachment is prohibited, and obligation 

under garnishment order. But if the obligations of set-off 

are connected to each other, it is required to admit set-off 

regardless of these prohibitions, because the person 

declaring set-off has a great expectation towards setting off 

the principal obligation arising out of the same relationship 

with the cross-claim. And it is also unfair to enforce the 

debtor of the principal claim to perform the whole amount of 

the claim whereas he could not receive the performance for 

his own claim with its full amount. For example if the 

vendee(purchaser) is damaged by the defective product of 

contract but he should pay the whole amount of the price 

then it is unfair and violating his expectation towards the 

contract when he cannot receive the full amount of the claim 

for damages because the vendor does not have enough 

money to pay for it. 

This issue is amplified when it comes to the prohibition of 

set-off against obligation under garnishment order. Korean 

Civil Code Article 498 provides that “[a] third obligor under 

garnishment order may not set up against his obligee who 

requested such order any defense of set-off subs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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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red by him.”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concerning set-off in Korea and Japan. But German Civil 

Code(BGB) Article 392 allows set-off with the claim of 

garnishee against the debtor(Garnishee Claim) only when it 

had been due at the time the garnishment order was served 

on the garnishee or the Garnishee Claim would become due 

not after the debtor’s claim against the garnishee(Debtor 

Claim) would become due, preventing controversies related 

with this issue. There are many Supreme Court decisions of 

Japan and Korea regarding this issue. The conclusive 

decision of Japanese Supreme Court is that the garnishee is 

permitted to use his Garnishee Claim to set-off against 

Debtor Claim unless he acquired it after the garnishment 

order. Japan has the same article as Korean Civil Code 

Article 498 and the position of Japanese Supreme Court 

about this issue is coherent with the literal reading of this 

Article. But Korean Supreme Court continues to have a 

different position from that of Japanese Supreme Court. It 

has the same position of German Civil Code Article 392 

which gives priority of set-off only when Garnishee Claim 

was due when the garnishment order was served or the 

Garnishee Claim would become due prior to Debtor Claim. 

Korean Supreme Court wants to limit the protection of 

set-off with Garnishee Claim because it is fair to consider 

the interest of both garnishor and garnishee in a balanced 

way. 

My legal analysis to this issue is that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cases of set-off into two groups. One is set-off 
between the connected claims which occurred from the same 
transaction(Group A). For example, the claim for medical 
services and the claim for damages during thos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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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red from the same contract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The other is set-off between claims not connected 
with each other, being occurred from different 
transactions(Group B). I think the expectation of garnishee 
in Group A should be respected. But the anticipation of 
garnishee in Group B needs not be protected unless the 
garnishee already had acquired the set-off right when the 
garnishment order was served, which means the Garnishee 
Claim was due at the time of service of garnishee order. 
Though this approach is very new in Japan and Korea, I am 
confident that it has many merits in real cases. First, set-off 
expectation of garnishee is completely coincidental if the two 
claims are not connected. For example, banks would have 
established security for their claims if they had wanted the 
set-off right to be protected from garnishment orders. Even 
though the banks had many ways to guarantee their claims, 
if they did not carry out measures, then this should not 
result in providing them the protection of set-off against 
garnishee order. Second, there are similar models in other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England. French Courts admit 
the role of connectivity of claims in the process of set-off, 
granting special protection to the set-off of connected 
claims. English Court has been approved the distinctive types 
of set-off, i.e. statutory set-off and equitable set-off. 
Equitable set-off requires connectivity between the claims 
and has a priority to assignee or garnishor when one of 
set-off claim was assigned or garnished even though the 
cross claim occurred after the assignment or garnishee order 
was served on debtor or garnishee.
This is an important part of this thesis(Chapter 5), but there 
are still many Chapters dealing with critical issues 
concerning set-off.
Chapter 2 deals with the history of set-off, showing the 
influence of Roman law set-off on the set-off syste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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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countries.
Chapter 3 shows the various kinds of set-off requirements 
in the legally advanced countries such as France, Italy, 
Germany, Austria, Swiss, England, and Japan, dealing with 
specific issues such as a set-off of the obligation of which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ecomes complete or a set-off of 
the obligation of foreign currency.
Chapter 4 deals with restriction of set-off. Set-off against 
obligation arising out of intentional unlawful act is 
prohibited by Korean Civil Code Article 496 but this Article 
is of too wide application so that it is greatly needed to limit 
coverage only to the extent of protecting from self execution 
as a result of exercising set-off. And set-off against 
government claims like penalty or tax should be prohibited if 
they and cross-claim do not have business-connection(for 
example, income tax claims can be cross-claimed only against 
overpaid income taxes).
Chapter 6 deals with set-off appropriation which should be 
regulated differently from performance appropriation 
because usually the recipient of set-off has the right to 
set-off as well. Thus, it is unfair to give the full superior 
power to the person declaring set-off first.
Chapter 7 deals with the abuse of right of set-off which is 
very important because Korean Civil Code permits set-off 
widely and it is needed to prohibit set-off in certain cases 
especially when a person acquire claim at a cheap price only 
to set-off against his own obligation. 
Chapter 8 deals with set-off during the civil procedure. 
Originally set-off could be asserted only on the civil 
procedure. Set-off declared after conclusion of oral 
procedure should not be allowed if it was available before 
the conclusion.  Set-off plea should not regarded as double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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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이다.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소멸원인 중 하나이지만 현실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에 채권자 만족의 측면에서 변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고 상계를 변제보다 제

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특히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

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그 원인과 손해의 정도가 완전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채권의 존부와 금액이 

정하여지지 못하는데 이러한 확실성이 결여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

계를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적시에 얻지 못하고 불필요한 분

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 상계기대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

다. 반대채권이 주채무와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거나 이와 동등하게 볼 

수 있어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예컨대 자동차를 할부로 판매하

고 판매자가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자동차의 하자로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매매대금채권과 견련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양 채권을 대

상으로 하는 상계는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민법이 명시적으로 상계의 이러한 측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는 로마법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논의가 된 쟁점이고 상계의 

실제 사례를 이해하는 데에도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상계에 관한 제반 쟁점을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측면에서 결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상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로마법 시대에 이

미 상호대립성, 동종성, 이행기도래, 확실성, 견련성 등 상계의 요건이 거의 

모두 논의되었고 이것이 중세를 거쳐 오늘날 각국의 상계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주요 국가에서 상계의 요건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 이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상계의 요건에 관한 쟁점의 결론을 

도출한다. ①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

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데(제495조), 이를 제척기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단기간 내에 

그 행사여부를 결정하여 법률관계를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

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를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외화

채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국내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78조) 외화채무에 대한 상계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경우

에 그 환율기준시점은 상계적상 시와 상계의 의사표시 시 중 언제로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상계적상 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채무자는 지급시점의 환율

이 유리하면 외화채무를 직접 변제하고 상계적상시점의 환율이 더 유리하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환율을 선택할 것인데 위 규정의 

취지가 채무자에게 상계 여부의 선택을 통하여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계의 의사표시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3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제3자 변제와 같이 상계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상계의 상호대립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정하여야 한다. 물상보증인이나 

담보물의 제3취득자와 같이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경

우에는 이러한 제3자 상계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담보를 설정 받은 

채권자가 오히려 채무의 현실이행을 받지 못하고 상계를 용인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제4장은 상계의 제한을 다룬다. ①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 규정(제496조)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책임의 요

건을 폭넓게 규정하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위법행위에 의한 책임이라

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이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안은 대부분 불법행위책임에도 해당하게 되어 이 규정에 의해 이에 대해

서는 상계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

하려는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도 이러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②개인과 광범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

대한 조직체인 국가가 하나의 법인격만을 가짐에 따라, 사인의 벌금납부채무



과 국가의 국가배상채무 사이와 같이 전혀 관련 없는 채무 사이에서도 상계

를 인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국가채권의 상계에 대하여 외국에

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도 일정한 제한을 두어, 가령 

업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국한하여, 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채무 사이의 상

계는 이러한 관계가 없는 채무 사이의 상계 보다 강화하여 보호하는 외국의 

예를 소개하고 상계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에

서는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계를 허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제시

하였다.

제5장에서 다루는 압류 또는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 문제는 국내에서 관

심이 많고 연구도 상당히 진척된 부분이다. 견련관계가 있는 채무 사이에서 

상계에 대한 기대는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채무 사이의 

상계는 압류 또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상계를 할 수 있었던 경

우에 한하여 제3채무자(또는 채무자)의 상계 기대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

를 제시한다. 장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도 수동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자동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

면 상계로 압류채권자 또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채권의 이행기를 정할 수 있으므로 압류가 있을 때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상

계예약은 특정 분야의 거래에서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채권을 대상으

로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장래 발생할 

채권에 대한 상계예약인 선행상계예약은 이행기를 정하는 것과 관계가 없고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으므로 그 대상 채권의 범위를, 예약 당시 법률관

계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기초가 형성되어 있는 거래에 관한 

것으로 국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제6장에서는 우리 민법은 상계의 효력이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발생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493조 제2항), 오늘날 상계의 효력이 그 의사

표시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

다. 또한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의 수가 각각 둘 이상인 경우 어느 채권을 



가지고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이냐 하는 상계충당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 민

법은 단순히 변제충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계충당의 사안에서는 보통 

상계의 상대방도 상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구체적 사안

에 있어서 공평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여지가 많고 상계자의 충당지정권

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제7장에서는 법률상 상계의 요건은 충족하지만 형평의 관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상계권 행사를 권리남용이론을 통하여 차단하는 방안에 관해 여러 

나라의 재판례를 소개하고 우리가 취할 입장을 고민해 본다.

제8장에서는 소송에서의 상계 문제를 다룬다. 소송상 상계는 예비적 항변

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지만 소송외에서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계항변이 

각하된 경우에도 상계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변론종결 시까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채권을 별도의 소로써 청구하여

야 하고 판결로 확정된 수동채권에 대하여는 더 이상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계항변은 방어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제기로서 취급되어

서는 안 되고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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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이다.1)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제492조 제1항 

본문).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소멸원인 중 하나이지만 채권자 만족

의 측면에서는 변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다. 

첫째, 채무는 그 액면 금액이 같아도 이행의 확실성 정도에 따라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상계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치하

는 금액에서 양 채무를 소멸시킨다. 둘째,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존재

와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의 경우 그 원인과 손해의 정도가 완전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채권의 존부와 

금액이 정하여지지 못하는데 이러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한다면 상대방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여지가 생긴다. 셋째, 상계의 대상채무금액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한 상계

로 인하여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채무액의 일부만 제공하는 것은 채

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다. 상계는 전부 변제에 관한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일

부 변제를 강제한다. 넷째, 채권자는 채권 내용을 실제로 이행 받을 것을 기

대하는데 상계로 인하여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에게 상계는 변제에 비하여 여러 가지 불리함을 안겨준

다. 상계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상계가 문제

되는 개별 사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 민법은 한편으로 상계의 적극적 요

건으로 상호대립성, 동종성, 이행기 도래를 규정하여 폭넓게 상계를 허용하

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상계 금지 사유를 다수 제시하여 상계를 제한하고 있

1) 이는 의사표시 없이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입법례(당연상계주의)까지 포함하는 가장 포

괄적이고 핵심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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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 상계기대를 특별히 보호하여 상계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반대채권이 주채무와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

거나 이와 동등하게 볼 수 있어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예컨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제3자에게 이미 양도하였는데 임차인

은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 차임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서로 견련관계에 있다고 할 것

이고 양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상계는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용하

여야 할 것이다.

상계의 이러한 특성은 로마법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 선진국에

서 꾸준히 논의가 된 쟁점이고 상계의 실제 사례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국내에서 상계에 관한 연구는 독일, 일본과 비교하는데 그치

는 경향이 있었고 그것도 일부 쟁점에 국한하여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없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좀더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법적 연구를 하고 

또한 상계에 관한 제반 쟁점을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상계의 여러 가지 측면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논문은 상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여러 법리를 연혁적, 비교법적 시각

에서 개관하고, 상계에 관하여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쟁점을 발굴하여 외

국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상계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로마법 시

대의 상계가 중세를 거쳐 오늘날 각국의 상계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3장 상계의 요건에서는 주요 국가에서 상계의 요건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상계의 요건에 관한 쟁

점의 결론을 도출한다. ①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데(제495조), 소멸시효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단기간 내에 그 행사여부를 결정하여 법률관계를 매듭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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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한 제척기간에 이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살펴본다. ②외화

채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국내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78조) 외화채무에 대한 상계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환율기준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③쉽게 증명할 수 없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저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계에 확실성 요건

을 요구하는 국가들의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살

펴본다. ④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제434조) 채권자가 이러한 상계 가능 여부를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

무가 있는지,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이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의 문

제를 살펴본다. ⑤제3자가 상계의 상호대립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채

무자를 위하여 제3자 변제와 같이 상계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이를 부

정하는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이나 담보물의 제3취득자와 같이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3자 상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제4장 상계의 제한에서는 ①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 

규정의 취지에 관해 종래에는 자력이 없는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하여금 현

실의 변제를 받게 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었지만 최근 독일에서는 채권자의 자력구제(사적 집행)를 방지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고 그 적용범위를 이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이

를 소개하고 우리 규정 해석에 관해서도 논의한다. ②개인과 광범위한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대한 국가에 대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부여함에 따

라 벌금납입채권과 국가배상채권 사이와 같이 전혀 관련 없는 채무 사이에

서도 상계를 인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외국에

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

는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대안을 제시한다. ③같은 법률관계

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는 이러한 관

계가 없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의 상

계에 관하여 상계 요건을 완화하는 예를 소개하고 우리도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 상계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지 설명한다. 



- 4 -

제5장 압류 또는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은 국내에서 관심이 많고 연구도 

상당히 진척된 부분이다. 이 문제에 관해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나라의 비

교법적 논의를 소개하고 장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채권양도가 있는 경

우, 상계예약과 경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전개한다.  

제6장 상계의 소급효에서는 이를 인정하게 된 연혁적 배경과 오늘날 상계

의 장래효를 주장하는 견해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서로 대립하는 채무가 둘 

이상인 경우 어느 채무를 가지고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이냐 하는 상계충당 

문제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변제충당의 법리를 상계충당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민법의 태도가 타당한 것인지 논의한다.

제7장에서는 법률상 상계의 요건은 충족하지만 형평의 관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상계권 행사를 권리남용이론을 통하여 차단하는 방안에 관해 여러 

나라의 재판례를 소개하고 우리가 취할 입장을 고민해 본다.

제8장에서는 소송에서의 상계 문제를 다룬다.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소송에서 상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 여부, 변론종결시까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상계를 할 수 없는지 여부, 상계항변이 

소제기로서 취급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다. 

제2장 상계의 의의와 연혁

제1절 상계의 개념

1. 정의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동종 채무를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독일에서는 상계란 상대방에 대한 쌍방의 동종 

채무를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소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2) 이에 대하

여 일본3)과 종래 국내 문헌4)5)에서는 상계란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자신

2) Gernhuber, 225. 슈타우딩어 주석서에서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호 대립하는 두 

채권을 서로 소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taudinger/Gursky, Vor zu §§387ff Rn. 

2).  
3) 我妻, 債権総論, 315; 奥田, 債権総論, 569; 淡路, 債権総論, 585.
4) 곽윤직, 채권총론, 283; 김증한·김학동, 채권총론, 392; 김주수, 채권총론, 434; 김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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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종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

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계가 채무소멸원

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상계를 의사표시라고 정의하는 것은 다소 어색한 점

이 있다. 제493조 제1항 전문은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계” 대신 “의사표시”를 대입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동종 채무를 일방적인 의사표시

에 의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법률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상계의 정의에서 채무의 상호성, 채무의 동종성, 상계의 의사표시 

등과 같은 상계의 요건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제3자 상계나 상계

계약 등에서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상계를 정의함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채권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킨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서 상계는 대물변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채권으로써 채무를 소멸한다는 것에

서 발생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고 무엇보다 대물변제는 당사자의 의사합치를 

근거로 하는 계약인데 반해 상계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계는 대물변제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6)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하고 상계의 대

상이 되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한다. 우리 민법은 제496조, 제497조, 제

498조의 제목으로 수동채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 제420조의 제목에는 자동채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와 별도로 자동채권에 관해, 주된 채권을 청구하면 이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

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반대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하는 상계인 상계계약은, 당사자 간에 존재하

거나 장래 발생할 대립하는 채권을 대등액 또는 대등의 평가액에 관하여 소

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7) 상계계약은 크

채권총론, 516.
5) 최근의 국내문헌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라고 하거나(김대정, 채권총론, 428면) 

“상계적상에 도달한 동종의 채무를 지는 자 상호간에서 1인의 채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쌍방채무를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은영, 채권총론, 746)이라고 정의한다. 
6) 상계계약도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이루어지지만 이는 상대방의 동의를 통해 상계의 제한

을 일부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물변제의 일종으로 볼 실익은 없다.
7) 오태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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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계약에 의한 상계와 상계에 관한 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8) 계약에 

의한 상계는 법정 상계와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

하여 상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지칭한다. 상계에 관한 계약은 계약 자체

만으로 상계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장래 일정한 사유가 발생

하면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정지조건부 상

계계약이나 변제기에 관한 특약(기한이익상실조항)이 실무에 있어 주로 문제

가 된다.9) 이를 일일이 상계에 관한 계약이라고 표현할 실익도 크지 않으므

로 상계예약으로 칭하기로 한다.10) 

2. 채무소멸 원인으로서 상계의 성격

민법은 독자적인 채무 소멸 원인으로 상계를 규정하고 있다. 상계는 변제, 

대물변제, 면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와 비교하여 그 법적 성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변제는 채무소멸원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이다. 민법에서도 채무소멸

원인 중 첫 번째로 변제를 규정하고 있고 다른 채무소멸원인에서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변제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변제자 대위의 경우, 제486조) 상

계에 있어서도 상계충당에 관하여 변제충당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변제와 구

별되는 상계의 특성은 채무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일부 변제를 강제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채무의 

경우 상계는 실제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 동종

의 반대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고 실제에 있어서 금전의 이동은 

없다. 또한 반대채권이 가령 600만원인 경우에는 600만원의 범위에서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일부 변제를 강제당하

는 것과 같다. 일부변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

는데 상계에 의하여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변제가 이루어진다.

8) 상계계약의 개념에 관한 논의는 오태헌, 17 이하 참조.
9) 기한이익상실 약관은 그 대상인 채권 채무의 범위가 지극히 막연하여 법률관계를 부당하

게 불명확하게 하거나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한 유효하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민법주해[XI]/윤용섭, 357).
10) 일본에서도 ①정지조건부 상계계약, ②상계예약, ③변제기에 관한 특약 중 ①②③ 또는 

①②를 상계예약으로 통칭하고 있다고 하고(中田, 債権総論, 368), 우리도 이러한 상계에 

관한 계약을 상계예약이라고 지칭하고 있다(이범주, “민법 제498조와 상계예약,”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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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의 경우에는 본래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계

와 같으나,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

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계와 차이가 있다. 상계는 반대채권에 의한 채무 소멸

이므로 대물변제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 없이 일

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건이 강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면제의 경우 상계를 두 개의 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

러나 상계의 경우 이러한 두 개의 면제가 서로 결부되어 독특한 법리를 형

성하고 있다. 또한 면제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는데 반해 상계는 상대

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제와 구별된다.

제2절 상계의 역사적 전개

1. 로마법상 상계

상계의 역사적 전개는 로마법에서 시작하여 프랑스법계(Romanic Legal 

Systems)와 독일법계(Germanic Legal Systems)로 구분하여 전개된다. 전

자에 속하는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이 있

고 후자는 독일, 스위스, 일본, 그리스 등이 있다. 그 외에 영미법계에서는 

독자적인 상계법 이론을 형성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11) 이들 법체계는 

상계의 방식과 그 요건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법계에서는 소

송상 상계의 주장을 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독일법계에서는 소송 외에서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프랑스법계에서는 채권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독일법계에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12) 이

들 법체계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양 법체계의 공

통 기원이 되는 로마법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대법률소송시대에는 엄격한 요식주의가 재배하여 상계항변이 허용되지 

않았다.13) 질문 방식에 있어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었는데 재판을 용이하게 

하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당사자는 판사에게 할 수 있는 주장이 한

11) Fountoulakis, 23. 
12) 제3장 제2절의 비교법적 검토 참고.
13) 현승종·조규창,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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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어서 예컨대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었거나 소

멸하였다는 주장만 할 수 있을 뿐 반대채권이 있다는 항변은 할 수 없었

다.14) 로마법학자는 상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채권을 정산하는 사실행위로 

파악하였고 채권소멸원인으로는 보지 않았다.15)

기원전 3세기경 신설된 외국관할법무관(praetor peregrinus)은 로마인에게 

적용되는 시민법(ius civile)이 아니라 무역을 담당한 은행가, 상인 등의 공

동체의 상사 실무에 일반화된 법인 만민법(ius gentium)을 적용하였는데 만

민법은 시민법 보다 엄격성이 완화되어 상계를 인정하기에 용이하였다.16) 

초기에 상계는 성의소송(iudicia bonae fidei)에서만 인정되었는데, 성의소

송에서 심판인은 신의성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심리・판

단한 후에 채무불이행이 명백할 경우 배상판결로써 침해된 원고의 이익을 

회복했다.17) 성의소송에서 심판인은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피고의 악의를 

고려하였고 배상액 결정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졌다.18) 성의소송에서 

심판인은 같은 원인에서 발생한(ex eadem causa) 반대채권을 공제할 수 있

었다.19) 그러나 채권의 성격은 서로 다른 것이 허용되었다(ex dispari 

specie). 예컨대 매도인이 계약 내용대로 인도를 하지 않고 계약상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에 반한다고 보았다.20) 성의소송에서 심판인은 

반대채권을 고려할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반대채권의 확정과정에

서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면 반대채권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경우 반대채권의 채권자는 기판사항의 항변(exceptio rei 

iudicatae)을 대항 받지 않고 별개의 청구를 할 수 있었다.21)

반면 엄정소송(iudicia stricti iuris)에서는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상계

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엄정소송에서도 점차 상계가 가능하게 되었

14) Fountoulakis, 25.
15) 현승종·조규창, 912.
16) Fountoulakis, 26. 시민법도 결국에는 만민법의 영향을 받아 상계를 인정하게 된다.
17) 성의소송에서 상계가 문제된 다른 사례 소개로 최병조, “로마법상의 상계,” 221-225.
18) 현승종·조규창, 686.
19) Kaser/Knütel, Rn. 53-27. 이에 대해 심판인은 소송에 계속된 법률관계(res in iudicium 

deducta)만을 심리할 수 있었고 다른 원인에 기한 채권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

하는 문헌이 있다(최병조, “로마법상의 상계,” 220 각주 17).
20) Ourliac et De Malafosse, n° 192(p. 201). 통상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은 인정하지 않았다.
21) 최병조, “로마법상의 상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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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2)23) 엄정소송에서는 반대채권의 존재와 금액의 확실성(liquidation)에 따

라 다르게 판단되었다. 반대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신속히 입증할 수 있는 경

우에는 법무관이 원고에게 청구를 잔액까지 감액하도록 요청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 전액을 기각하였다.24) 반대채권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악의의 항변(exceptio doli)의 형태로 주장할 수 있었다.25) 반대채권을 악의

의 항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는 원고가 악의적으로 반대채권을 부인

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였다. 또한 항변은 원고의 청구를 감액하는 기능

은 없었고 전액을 기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항변을 하는 것은 원고로 하여

금 자신의 청구를 감액하도록 위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즉 반대채권

의 금액이 원고의 청구채권보다 작은 경우에도 그에 기한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전액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엄정소송에

서 양 채권 사이의 견련성은 요구되지 않았다.

시민법상 상계는 은행업자(argentarii)와 파산재산매수자(bonorum 

emptor)26)의 경우에만 허용되었다.27) 은행업자는 고객에 대하여 동종의 반

대채권28)을 공제한 초과액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었고 이를 공제하지 않

은 경우에는 청구금액 모두를 기각하였다.29) 파산재단매수자는 파산재단에 

속한 채권을 소구할 때 상대방(공동채무자)의 반대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청

구하여야 하였다(agere cum deductione).30) 이는 상계라기보다는 공제에 

해당하였는데 상계와 달리 채권의 동종성은 요구되지 않았고 반대채권이 변

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 허용되었다.31)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에는 원고가 반대채권을 고려하지 않고 초과지급

22) Kaser/Knütel,  Rn. 53-30.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엄정소송에서 악의의 항변으로 상

계가 작용하도록 일반화하였다는 설명으로 Loyd, “The Development of Set-Off,” 542.
23) 엄정소송에서 상계항변이 인정되었는가에 관하여 로마법학자가 이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고 이를 인정하는 견해는 실증적 근거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승종·조

규창, 915.
24) Kaser/Knütel,  Rn. 53-30.
25) Kaser/Knütel,  Rn. 53-30.
26) 파산재산매수자를 “강제집행절차에서 판결채무자의 전재산을 취득한 매수인”이라고 표

현하기도 한다(현승종·조규창, 914).
27) 최병조, “로마법상의 상계,” 226 이하; 최병조, 455.
28) 채무 사이의 견련성은 요구되지 않았다.
29) Kaser/Knütel,  Rn. 53-28.
30) Kaser/Knütel,  Rn. 53-29. 
31) Kaser/Knütel,  Rn. 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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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구한 경우에도 청구금액 모두를 기각하지 않았고 심판인은 피고의 상

계항변 제기 여부에 관계없이 확실성 요건을 갖춘 반대채권을 공제하여야 

하였고 잔액에 대하여만 판결할 수 있었다.32) 양 채권이 서로 대립하여 있

는 시점에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다루어졌다.33) 이를 소위 당연상

계(ipso iure compensatur)라 칭하였다. 상계의 요건으로는 견련성 요건은 

포기하고 반대채권의 확실성, 이행기도래, 동종성을 요구하였다.34)

로마법상 상계는 상계가 처음 인정되는 양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상계 제도에 비추어보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법적 수준이 높다. 상호대립성, 

동종성, 이행기도래, 확실성, 견련성 등 상계의 적극적 요건은 이미 로마법에

서 모두 가지고 있었고 로마법 안에서도 시대나 소송유형에 따라 인정되는 

상계 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다양한 비교법적 예를 제시한다.

2. 프랑스법계(the romanic legal system)에서의 상계

(1) 중세

프랑스법계 중 우선 프랑스 법의 상황을 보면 12세기부터 로마법의 연구

가 활성화되었고 그 후 로마법은 수세기에 걸쳐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주요

한 사법적 연원으로 기능하였다.35) 그러나 동시에 지역고유의 관습법의 영

향을 받은 지역도 상당히 존재하였고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법이 

전 유럽을 장악하였다. 상계법은 각 지역별로 이러한 법원(法源)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에 따라 달리 결정되었다.36) 

관습법에서도 상계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상계를 금지하는 지역이 상당수 

있었다.37) 이는 관할에 기인한 것이었는데 봉건 시대에 지역이 작게 나누어

져 있었고 관할은 전속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대채권에 대

32) Kaser/Knütel,  Rn. 53-31.
33) Kaser/Knütel,  Rn. 53-31.
34) 현승종·조규창, 915; 최병조, 455.
35) Fountoulakis, 38.
36) Fountoulakis, 38. 이에 의하면 13세기 이후에 프랑스의 북부 3분의 2 지역은 관례와 

전통에 기반을 둔 관습법의 영향을 받았고 프랑스의 나머지 남부 지역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법에 기반한 ‘성문법(written law)'의 영향을 받았으며 교회법(canon law)은 프랑

스 전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회법원의 관할 사건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었다고 한다.
37) Tigar, 237. 이 논문은 1531년 출간된 Lorris와 Montargis 지역의 관습법에서 상계와 반

소를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루아젤(Loisel)이 정리한 1608년의 관습법에서 반소와 상

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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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이를 심리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38) 또

한 봉건제 사법에서 다른 법원의 판결로 자신의 지역에 있는 재산권을 박탈

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도 상계를 금지하는 중요한 이유

가 되었다.39) 이러한 이유로 상계 대상이 되는 양 채무가 같은 관할에 속하

지 않는 경우에는 상계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16세기 후반에 이르면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1510년 반소는 세속법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서술되었으나 1580년에는 

“반소는 본소와 관련되지 않은 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본소의 항변으로 된

다. 여기서 피고는 항변에 의해 원고가 될 수 있다.”라고 기술하여 반소가 

일정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40) 여기서 양 채권의 견련성은 

관할을 창설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 조항의 견련성 정도에 관하여는 같은 소

송의 일부로 여겨질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었다.41) 16세기 후반에 파

리의 관습은 채무가 확실성 및 불가쟁성(incontestable) 요건을 갖추었을 때 

상계가 허용된다고 보았다.42) 

성문법(written law, droit écrit)에서 상계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상 당연상

계(ipso iure)를 실체법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상계요건이 갖추어지면 바로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고 법원은 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43) 

교회법은 상계를 절차법적인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에서만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견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였다. 즉, 교회법은 로마법의 영향을 크

게 받으면서도 당연상계(ipso iure)의 해석에 있어서는 성문법과 달리 절차

법적인 것으로 보았다.44) 당시 교회법원의 관할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

38) Tigar, 237. 이 논문은 봉건영주가 외부인에 의해 지역 관할이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17·18세기에 로마법의 영향력이 다시 유럽에 미치기까지는 상계와 반소가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39) Bobé, Commentaire sur les coutumes générales de Meaux; avec des notes sur la 

coutume de Paris, 1683, 444(Fountoulakis, 40에서 재인용).
40) Coutumes de la prevosté et vicomté de Paris §106(1580), in 3 N.C.G. 29(Tigar, 

239에서 재인용).
41) Tigar, 239.
42) Fountoulakis, 41. 이 문헌에서는 불가쟁성의 요건은 후에 프랑스 민법에는 반영되지 않

았는데 프랑스 민법의 입안자들이 불가쟁성을 상계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로마법을 따른 

결과였다고 설명한다.
43) Tigar, 241. 12세기 볼로냐에서 시작된 로마법 연구의 도움을 받았고 로마법이 일반법

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44) Tigar, 243. 교회법원에서는 로마법상 상계를 “상호제소(mutual petitions)”라고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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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편적이었으므로 같은 판사가 같은 사건에서 반대채권을 심리하였다.45)

요컨대 관습법은 실체법적인 상계(compensatio)와 절차법적인 반소

(counterclaim)를 구분하여 취급하였고 성문법은 상계를 실체법적인 것으로 

취급하였고 교회법은 상계를 절차법적인 것으로 취급하였다.46)

(2) 프랑스 민법(Code Civil) 제정 이후

프랑스 사법의 통일 과정에서 프랑스 민법의 입안자들은 상계의 개념을 국

가적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로마법상 상계를 주로 반영하는 것이

었다. 그러나 이는 로마법대전(Corpus Iuris Civilis)에서 사용된 ‘당연상계

(ipso iure compensatur)’ 문언에 대하여 당시 로마법학자들이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특히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민법은 “상계는 채무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률의 효력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한다; 양 채무는 그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점에서 그 대등액을 한도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

여(제1290조), 로마법상 당연상계를 반영하면서 이에 대한 소송상 주장을 

요하지 않는다는 그 당시의 해석을 채택한 입법을 하였다. 그러나 법 시행 

후 실무에 있어서는 당연상계가 문언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았고 현재 프랑

스 법원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탈 현상은 

점차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처음에는 채무자의 이행을 상계포기로 해석하였다. 

예컨대 채무자가 변제를 한 경우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상계항

변을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47) 그 후에는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서 상계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였다.48) 

그리하여 당연상계의 문언은 당사자가 소송상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계적상을 무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르게 되었다. 그 경우에 피고는 별

소로 반대채권에 관한 청구를 하여야 하였다. 

였다. 이는 재판시에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실체법적으로 상계적상

시에 양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해석하는 당연상계와는 차이가 있었다. 
45) Decretal. Gregor. IX bk. 2, tit. 4, ch. 1, in 2 Corpus Juris Canonici at cols. 

256-57(Friedberg ed. 1879)(Tigar, 243 주 122에서 재인용).
46) Fountoulakis, 44.
47)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07.

48)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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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법계(the Germanic Legal Systems)에서의 상계

독일법계에서 초기 상계의 모습은 고대 로마와 중세 프랑스 법에서의 모습

과 유사하였다. 게르만 소송 절차는 형식적으로 엄격한 편이었고 양 채권을 

동시에 다루지는 않았다. 작센슈피겔(Sachsenspiegel)에 의하면 한 사람이 

청구를 제기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다시 청구를 한 경우에 먼

저 청구를 제기한 사람은 자신의 청구가 결정되기 전에는 나중에 제기된 청

구를 처리할 필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49) 16세기에 이르러 로마법의 영향

이 증대되고 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로마법상 상계 개념이 도입되었다. 16세

기 말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로마법대전의 상계를 폭넓게 채택하였고 이

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였다.50)

당연상계주의(ipso iure)의 의미에 관하여 19세기 초기의 해석은 상계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발생하여 양 채무는 함께 존재하는 시점에 바로 소멸한

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해석이 그 당시 제정되었던 법률에 반영되었는데 프

랑스 민법, 1811년의 오스트리아 민법(제1438조),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

트법51)이 이러한 입장을 따라 제정되었다. 그 후 상계는 그 의사표시에 의

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52) 

4. 소결

오늘날 상계에 관한 법은 프랑스법계, 독일법계, 영미법계로 구분되어 있

지만 모두 로마법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각국의 관습법도 상계 법리

를 형성하는데 약간의 영향을 미쳤으나 로마법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서로 마주 보는 당사자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서로 소멸시키는 상계를 수용하게 된 것은 로마법의 중요한 기여라

고 생각한다. 예컨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단지 피고가 반대채권이 있다는 

이유로-특히 그것이 청구채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청구 기각을 

주장하는 것을 당연히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로마법에서 상계에 관한 

49) Landrecht, Third Book, art 12 n. 1 Sachsenspiegel:'Swer uffe den anderen claget 

vn ein wider uf in, d alrest claget, d en hat ieme nicht czu antwertene, he ne si 

von im alrest ledic.'(Fountoulakis, 63 주 227에서 재인용).
50) Dullinger, 150.
51) Allgemeines Landrecht für die Preußischen Staaten, Teil 1, Titel 16, 제300조 이하.
52) Dernburg,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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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된 법리가 있었기 때문에 중세 이후 각국에서 상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오늘날 법과 시대상황의 변경을 반영하여 세부적으로 

좀 더 정치한 상계 법리를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제3장 상계의 요건

제1절 서

제492조 제1항 본문에서 채권의 상호대립성, 목적의 동종성, 이행기 도래

와 같은 상계의 적극적 요건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계적상의 요

건에 불과하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상계적상

은 반드시 양 당사자에게 모두 해당할 필요는 없다.53) 예컨대 양 채권 중 

한 채권에만 항변권이 부착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

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지만 상대방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할 

수 있다. 이는 상계의 소극적 요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상계의 소극적 

요건 중 상당수가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 일방에 대한 것이다.

상계의 소극적 요건으로는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제

492조 제1항 단서), 상계배제약정(제492조 제2항 본문), 고의의 불법행위채

권, 압류금지채권,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제496조 내지 제

498조) 등을 민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그 외 다른 법령에서 다수의 상

계 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계의 요건은 다양한 국가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크게 영미법계, 프랑스법계, 독일법계로 대별하여 볼 수 있는데 상계의 요건

에 관하여 비교적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2절 비교법적 검토

53) 이를 지적하는 문헌으로 ZK-Aepli, Art. 120 OR, N 15 참조. 동 문헌에서는 이를 이유

로 상계적상을 인적 관련 문제라고 칭하고 양 채무가 상계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양 채

무에 대하여 누구에게 상계권이 존재하는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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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프랑스 민법에서 법정 상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약정 상계와 재판상 

상계는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54)

(1) 법정 상계(compensation légale)

프랑스 민법은 법정 상계의 적극적 요건으로 채권의 확실성(liquidité), 상

호대립성(réciprocité), 동종성(fongibilité), 청구가능성(exigibilité)을, 소극적 

요건으로 상계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견련성(connexité)

은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이를 소극적 요건 부분에서 설명하면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의 요건이 일부 결여된 상황에서도 상계를 허

용하고 있다. 

①확실성 요건은 채무가 소송에서 어려움 없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5) 

②상호대립성 요건을 보면 프랑스 민법 제1289조에서 2인이 서로가 서로

에 대하여 채무자인 경우 상계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두 당사자

가 동시에 직접 서로 채권자이자 채무자인 것을 의미한다.56) 후견인은 자신

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피후견인이 그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

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57) 당사자가 상호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삼각관계인 

경우에는 그 중 두 당사자가 같은 그룹의 법인 사이인 경우라 하더라도 상

계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58)

③프랑스 민법은 채무의 목적이 일정액의 금전이거나 일정량의 동종의 대

체물일 것을 요구한다(제1291조 제1항). 채무의 동종성이 부정되는 경우에

도 다툼의 여지가 없고 시장시세표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곡물 또는 소비

재의 급여는 금전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 경우 상계를 허용

하는 이유는 비금전채무의 가치를 빨리 정할 수 있고 채무가 쉽게 확정된다

는 점에 있다. 

54)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391.
55) 확실성과 견련성에 관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논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제3장 제3절 4, 

제4장 제6절).
56)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394.
57)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394.
58)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394, fn 5 재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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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채무의 이행기 도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291조 제1항). 그러나 

채무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59) 청구

할 수 없는 채무의 예로 자연채무(naturales obligationes)가 있다. 청구가능

성 요건은 일반적으로 주채무에는 요구되지 않고 반대채권에만 요구되나 프

랑스 민법에서는 양 채무 모두 청구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연상

계주의(ipso iure)의 논리적 귀결이다. 양 채무가 상계적상에 도달하면 자동

적으로 대등액에서 소멸하기 때문에 주채무와 반대채권을 구별하는 것이 불

가능하고 양 채권 모두 상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상계가 법률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프랑스 민

법 제1293조 내지 제1298조). 이러한 금지는 일방 당사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60) 

법정 상계의 효과는 양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점에 대등액을 한도로 

소멸하는 것이다(프랑스 민법 제1290조). 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그에 부속

된 권리인 담보나 보증도 소멸하고 이자채무는 상계적상 시부터 더 이상 발

생하지 않는다. 상계적상 이후의 채무자의 파산은 채무의 소멸에 영향을 주

지 않는다. 

(2) 약정 상계(compensation conventionelle)

당사자는 사적 자치의 범위에서 상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를 약정 상계61)라고 한다.62) 민법상 상계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도 약정 상

계에 의하여 상계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다만, 약정 상계의 내용이 신

의칙이나 공서양속에 반하여 사적 자치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무효이

다.

59) Baudry-Lacantinerie et Barde, n° 1838.
60) Kannengießer, 53.
61) 이를 약정상계로 번역하는 국내 문헌으로 민법주해[XI]/윤용섭, 344.
62) 약정 상계와 임의 상계(compensation facultative)를 합하여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

(compensation volontaire)라고 칭하기도 한다. 임의 상계는 법정 상계의 요건이 결여되

었을 때 그 결여된 요건의 혜택을 입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를 하는 경

우에 상계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압류금지채권의 상계금지 사례에서 그 압류금

지채권의 채권자가 상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정 상계의 성질상 상계금지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는 이를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의 상계는 법정 상계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Kannengießer,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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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상호대립성의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도 양 채권의 관계자 3인의 

합의로 상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고 확실성이나 청구가능성이 없는 채권

도 상계 합의에 의해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약정 상계의 효력은 계약 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소급효는 없다고 본다.63)

(3) 재판상 상계(compensation judiciaire)

민법의 법정 상계와 별도로 프랑스 법원은 재판상 상계를 발전시켰다. 재

판상 상계는 민법이 제정되기 전 소송절차의 도구로서 작용했던 프랑스 관

습법상의 상계 개념을 연상시킨다. 근대 이전 관습법에서는 상계와 반소 사

이에 차이가 있었지만64) 이는 재판상 상계로 통합되었다.65) 재판상 상계는 

민법상 상계의 요건 중 확실성이나 청구가능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에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66) 전통적으로 재판상 상계를 위해서는 견련

관계가 요구되었는데 이제 파기원은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원이 재판상 상계 항변을 인정할 것인지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고 판시하였

고,67) 신민사소송법도 견련성을 상계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제70조 제2

문).

재판상 상계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상계적상시설, 상계항변제기시

설, 재판시설이 있다. 다수설과 판례는 재판시설이다.68) 

(4) 개정 논의(Avant-Projet Catala)

2005년에 프랑스 채권법 개정 예비 초안이 출간되었다.69) 이 개정안은 상

63) Carbonnier, n° 339.
64) Fountoulakis, 40.
65) Fountoulakis, 56. 이는 현행 프랑스법에서 반소 제도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 

상계와 별도로 법리를 구축하고 있었던 반소가 재판상 상계로 통합되었다는 것으로 보인

다. 즉 상계의 기능을 갖지만 별도의 요건을 가졌던 중세 프랑스 관습법상 반소가 재판상 

상계로 흡수된 것으로 해석된다.
66)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10(상호대립성, 동종성 등은 요구된다.).
67) Cass. Civ. 1re, 30 Juin 1993, Bull. civ. I, n° 235(재판상 상계는 반소를 이용하여 이

루어질 수 있는데 반소의 채권은 법정 상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고 또한 주채

무와 같은 원인에서 발생하거나 충분한 관련을 가지고 결합될 필요조차 없다고 판시).
68)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10(또한 재판시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한 

채권에 관하여는 재판상 상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한다. p. 1393 fn 1); 

Baudry-Lacantinerie et Barde, n 1895.
69) Avant-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Articles 1101 à 1386 du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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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규정에 관하여, 첫째, 당연상계주의를 포기하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것

을 요구한다.70) 둘째, 상계는 소급효를 가지고 양 채무의 상계적상 시에 효

력을 발생한다.71) 셋째, 양 채무가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채권이 청구

가능하지 않거나 확실성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도 상계가 허용되어야 한

다.72) 넷째, 약정 상계와 재판상 상계는 민법 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약정 상계는 합의시를 기준으로 장래효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다.73) 

재판상 상계는 일반 상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지만 상계의 재판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고 그 효과는 상계항변의 제기 시에 발생한다.74)

2. 이탈리아

이탈리아 민법은 상계의 종류로 법정 상계(compensazione legale), 재판

상 상계(compensazione giudiziale),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compensazione 

volontaria)를 구분하여 각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정 상계는 상호대립성(reciprocità), 동종성(omogeneità), 확실성

(liquidità), 청구가능성(esigibilità)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동종성에 관하여 민법 제1243조 제1항은 “상계는 금전 또는 동종의 대체

가능한 물건을 목적으로 하고”라고 규정하여 대체가능성(fungibilità)을 추가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체가능성 요건은 1865년 민법에는 없었으나 프

랑스 민법75)의 영향을 받아 민법전에 들어오게 되었다.76) 

civil) et du droit de la prescription(Articles 2234 à 2281 du Code civil), Rapport à 

Monsieur Pascal Clément, Garde des Sceaux, Ministe de la Justice, 22 septembre 

2005. <http://www.lexisnexis.fr/pdf/DO/RAPPORTCATALA.pdf>에서 다운로드 가능.
70) avant-projet Article 1243(1) Le moyen de la compensation légale doit être invoqué 

par le débiteur poursuivi.
71) avant-projet Article 1243(2) En ce cas, les dettes se trouvent éteintes à 

concurrence de leurs quotités respectives, à l'instant où elles ont coexisté avec les 

qualités requises.
72) avant-projet Article 1248 Lorsque deux dettes sont connexes, le juge ne peut 

écarter la demande en compensation au motif que l'une d'entre elles ne reunite pas 

les conditions de liquidité et d'exigibilité.
73) avant-projet Article 1247 Les parties peuvent convenir d'éteindre leurs dettes 

réciproques. Cette compensation n'opère qu'à la date de leur accord.
74) avant-projet Article 1246 La compensation peut être opposée en justice par la 

partie dont la créance n'est pas encore liquide et exigible, à la condition, dans ce 

dernier cas, que le juge puisse prononcer la déchéance du terme. La compensation 

produit ses effets à la date de l'introduction de la demande reconvention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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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성 요건은 다툼 없는 채무 또는 다툼 있는 채권이라도 재판에 의해 확

정될 수 있는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77)

청구가능성 요건은 상계의 시점에 채무의 이행을 재판상 관철할 수 있을 

것을 의미한다.78) 그 기준 시점은 양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때, 즉 상계적

상 시이다(제1242조 제1항).

재판상 상계는 법정 상계에서 확실성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관한 것이

다.79) 따라서 재판상 상계는 상호대립성, 동종성, 청구가능성 등 상계의 다

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80) 확실성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반대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소송절차에서 신속하고 쉽게 확정될 수 있다면 재판

상 상계를 통하여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상 상계

의 취지이다. 법정 상계는 처음부터 확실성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상계적

상 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재판상 상계는 재판에 의하여 확실성

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은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되고 재판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효는 갖지 못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

이다.81)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에 관하여는 1942년 민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신설

되기 전까지 이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학설에 의해서는 그 전부터 약정 

상계(compensazione convenzionale)가 인정되어 왔다.82) 민법 제1252조는 

2가지 종류의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미 반대채권이 성립

한 단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상계를 하는 것과 아직 반대채권이 성립하기 

전에 상계합의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는 상계의 일부 

요건이 결여된 상황에서도 당사자의 합의로 상계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75) Art. 1291 Code Napoléon.
76) Kannengießer, 10.
77) 상세한 내용은 제3절 4. 참조.
78) Kannengießer,17.
79) 재판상 상계를 재판에서 처음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대부

분의 법정 상계가 이에 해당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Kannengießer, 

41).
80) 동종성 요건에 관하여는 재판 과정에서 쉽게 금전채권으로 환산될 수 있다면 비금전채

권이라 하더라도 금전채권과 동종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di Prisco, S. 336 

f(Kannengießer, 42에서 재인용)].
81) Kannengießer, 44 주 334, 335.
82) Kannengießer, 44 주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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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를 가진다. 

3. 독일

독일 민법은 제정 당시 다수설에 따라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제388조 제1항). 상계의 의사표시는 소송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

니었고 소송 외에서도 할 수 있다. 법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적 집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상계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

는데 채무자가 반대채권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묵시적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상호대립성, 동종성, 반대채권의 청구가능성, 주채무의 이행가능성, 상계금

지가 없을 것 등이 상계적상의 요건이다. 이러한 요건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때 갖추어져야 한다. 확실성과 견련성 요건은 절차법적으로 이를 요구하

는 경우가 있을 뿐이고 실체법적 요건은 아니다. 

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법 제1438조는 “실재하고, 동종이고, 그 대상이 한 사람에게

는 채권자로서 귀속되어야 하고 동시에 그가 채무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지

불하여야 하는 성격을 가지는 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 채권

이 서로 일치하는 범위에서 채무는 이미 서로 변제가 이루어져 상호 소멸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상계의 요건을 도출할 수 있는데, ①상

호대립성, ②처분성(Verfügungsbefugnis), ③동종성, ④실재성(Richtigkeit), 

⑤이행기 도래, ⑥상계의 의사표시 등이 그것이다.83) 처분성 요건(②)은 수

동채권이 압류, 강제집행 등의 이유로 수동채권의 채권자에게 이에 대한 처

분권이 제한된 경우에 이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

고 있다. 실재성 요건(④)은 반대채권에 한하여 요구되는 요건으로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소제기가 가능하고, 조건이 없을 것을 의미한다. 

5. 스위스

스위스 채무법 제120조 내지 제126조에서 상계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다. 

83) Dullinger, 5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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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20조는 “①두 사람이 서로 금전액 또는 급부목적이 동종인 다른 급

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각자는 양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하면 자신의 채무를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②채무자는 자신의 반대채권에 대한 다툼

이 있어도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③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다른 채권으로 

상계가 될 수 있었을 때 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면 이를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계의 요건으로 채권의 존재, 이행기 

도래, 상호대립성, 동종성의 요건을 도출하고 있다.84) 상계의 대상은 채권이

어야 하고 단순한 기대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85) 

또한 상계의 효과에 관하여 제124조에서 “①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계권을 사용할 것을 통지하여야 발생한다. ②이러한 경우에 채권과 반대채

권은 대등액에서 상계적상 시에 소멸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상인 간 상호계

산거래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위스 채무법은 원칙적으로 독일과 같은 맥락의 규정을 두고 있다. 상계의 

행사방법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규정하고, 그 효과로서 상계적상 시로 소급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도박채무와 같은 자연채무는 반대채권이 될 수 

없다.86)  반대채권의 확실성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반대채권에 관한 다툼이 

있어도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확실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스위스 채무법은 파산시 상계(제123조), 상호계산과 상계(제124조 제3항) 

등의 문제에 관하여 직접 민법(스위스 채무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의 민법 내용과는 상이한 부분이다. 또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

어서의 상계에 관한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제122조).87) 

6. 영국

(1) 법률상 상계88)

84) BSK OR I-Wolfgang Peter, 2007, Art. 120 N 2 ff.
85) BGE 105 III 4(일정가격에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를 10년 동안 

등기부에 기재하였다. 그 후 양도인은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고 양수인은 매매가격에서 양

도인에 대한 채권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 사안이다.).
86) BSK OR I-Wolfgang Peter, 2007, Art. 120 N 3.
87) “제122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

로 이 채무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 
88) 법률상 상계를 법정 상계(legal set-off), 법원 상계(court set-off), 독립적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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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전까지는 최소한 파산 절차 외에서는 일반적인 상계권이 없었

다.89) 그리하여 채무자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채무액에서 반대채권액

을 공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형평법원(Court of Equity)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다.90) 그러나 1729년에 “채무자 관계인의 구금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방법에 관한 법률(An Act for the Relief of Debtors with 

respect to the Imprisonment of their Persons)"이 5년 기한으로 제정되

고 1735년에 이 법률을 영구적으로 함으로써 상계권의 근거가 법률에 자리 

잡게 되었다.91) 이 두 법률에 의해 법률상 상계가 발생하였다. 이 두 법률은 

1879년 “민사소송법 상소법(Civil Procedure Acts Repeal Act)”으로 폐기

되었으나 법률상 상계에 관한 규정은 존속하였다.92)

법률상 상계의 요건은 ①상호성(mutuality), ②금전채무, ③채무의 확실성, 

④이행기도래, ⑤상계금지 사유의 미존재이다. 형평상 상계와는 달리 양 채

무의 견련성은 요구되지 않는다.93) 주채무와 반대채권이 ‘동일 당사자 사이

에 같은 권리에 있어서(between the same parties and in the same 

right)’ 존재하여야 한다.94) 법률상 상계는 코먼로상(at-law) 항변이기 때문

에 채무자와 채권자 각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법적 권한을 가질 경우에

만 상호성이 충족된다. 만약 양자 중 하나가 형평상 권한(an equitable title)

만 가지는 채권을 가질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상 상호성이 있는 것

이 아니다.95) 예컨대 채권이 형평상 양도된 경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다.96) 그러나 19세기부터는 채권 중 하나가 형평상 권한만을 가지는 경우에

(independant set-off), 또는 절차상 상계(procedural set-off)라고도 한다.
89) 1705년 파산사건에 관해 상계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파산에 의한 사기 방지법

(An Act to Prevent Frauds frequently committed by Bankrupts 1705) 4 Anne, c. 17, 

§11(1705)(Tigar, 248 주 166에서 재인용). 
90) Collins v Collins(1759) 2 Burr 820.
91) Tigar, 248; Loyd, “The Development of Set-Off,” 552.
92) Fountoulakis, 102.
93) Fountoulakis, 103 ff; Aectra Refining and Manufacturing Inc v Exmar NV[1994] 1 

WLR 1634, 1650, per Hoffmann LJ(법률상 상계를 통해 피고는 ‘관련되지 않은

(unrelated)’ 반대채권의 내용을 같은 소송절차에서 다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94) Jones v Mossop[1844] 67 ER 568(원고의 채권자가 사망하여 이를 상속한 자가 약속

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이를 원고가 보증하였다. 이후 상속인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

어 원고가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사망한 원고의 채권자의 관리인으로서 원고

에게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어음금지급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95) Derham, n.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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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코먼로 법원은 법률상 상계를 인정하고 있다.97)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의 입장과 달리 영국에서는 법률상 상계의 

요건으로 양 채무가 모두 금전채무(money debts)일 것을 요구한다. 이는 영

국의 권리구제방법체계(remedies system)에 기인하고 있는데 코먼로에서는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에 있어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금전배상만을 인정하였고 특정이행은 

형평법상으로만 인정되었다.98) 이로 인하여 법률상 상계에 있어서도 금전채

무에 관하여서만 상계를 허용하였다.99) 금전채무가 아닌 경우에 상계를 허

용하면 당사자로 하여금 사실상 특정이행(계약의 내용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금전지급의무는 통상 특정이행청구로 간주되지 않으므

로 상계로 금전채무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코먼로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채무의 확실성에 관하여는 양 채무가 모두 확실하거나 명확히 확정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이에 관하여 케네디 판사는 “‘서로 대립하는 채무(mutual 

debts)’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한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확실한 액수의 채무이거나 소제기 시 확실하게 확정될 수 있는 금전

채무”라고 하며,100) 확실성 요건을 양 채무 모두에게 요구한다. 손해배상채

권과 같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의 예가 많이 있다. 다만, 손해배상액

에 관하여 합의하고 손해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확실성 요건을 충족하였

다고 볼 수 있다.101) 

96) Derham, n. 11.19(채권양도의 경우에 형평법과 코먼로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형평법

상 채권양도는 당사자의 합의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코먼로상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채권양도 시부터 양도통지 도달 시까지 사

이에는 형평법과 코먼로가 채권양도에 관하여 달리 해석하게 된다. 즉 이 시기에 발생한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과 양도된 채권 사이에는 형평법상으로는 상호성이 존재

하지 않는 것이 된다.) 채권양도를 규율하는 규정인 1925년 재산법(Property Act) 제136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평법상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고(Chitty 

on Contracts, n. 19-004), 법률상 양도(statutory assignment)는 법률상 권리(legal 

right)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데 반하여 형평법상 양도(equitable assignment)는 오직 형

평법상 권리(equitable right)를 양도함에 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Chitty on Contracts, n. 

19-005).
97) Derham, n. 11.18.
98) Chitty on Contracts, n. 27-001.
99) Fountoulakis, 104.
100) Bennett v White[1910] 2 K.B. 643 at 648 per Kennedy L.J.
101) Wood, n.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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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도래 요건에 관하여 보면 최고법원법(Judicature Acts)이 제정되기 

전에는 주채무에 관한 소제기 시점에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을 요

구하였으나,102) 1875년 최고법원법 시행 이후부터는 상계항변제기 시에 이

행기가 도래하고 지급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03)

한편 시효에 관하여 보면 1980년 출소기한법(Limitation Act) 제35조104)

에 의하면 반대채권이 주채무의 소제기 시에 출소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청구채권의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반대채권의 시효진행이 중단되기 때문이다.105) 

(2) 감액항변(abatement)

법률상 상계는 양 채무의 확정성 또는 확실성(liquidity)을 요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물건의 매도인은 하자 있는 물건을 매도한 경우에도 매매대금 전액

을 청구할 수 있었고 매수인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손

해배상채권은 그 자체로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확실성이 있는 채권

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매수인이 손해배상청구를 별소로 하는 중에 

매도인이 파산이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문제

가 발생하였다.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코먼로 법원에 의해 18세기 말 또

는 19세기 초에 감액항변(plea of abatement)이 발생하였다.106)107)

이를 통해 피고는 제공된 동산 또는 용역이 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

우에 대금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매매계약에 

관하여 1893년 동산매매법(Sale of Goods Act) 제53조에 이러한 규율이 

102) Richards v James(1848) 154 E.R. 577.
103) Derham, n. 2.09.
104) 1980년 출소기한법 제35조 [소송 중 새로운 청구]

(1) 이 법의 취지상 소송 중 새로운 청구는 별소로 간주되고 제소 시점은 

  가. 제3자 소송절차에 의하거나 절차 중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개시된 때

  나. 다른 경우에는 원래 소제기가 된 때이다.

(2) 이 조항에서 새로운 청구는 상계 또는 반소의 방법에 의한 청구와 다음을 포함하는 청구

를 의미한다.

  가. 새로운 소인의 추가 또는 대체, 또는

  나. 새로운 당사자의 추가 또는 대체. (이하 생략)
105) Wood, n. 13-28.
106) Mondel v Steel(1841) 151 E.R. 1288(원고의 선박대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완성된 

선박이 애초 예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대금공제를 주장한 사안). 

107) 감액항변의 발생과정에 관하여는 Wood, n. 4-32 이하 참조. 



- 25 -

반영하였고108) 현재는 같은 내용으로 1979년 동산매매법 제53조 제1항 제1

호에서 규정한다. 용역은 종전의 코먼로 규율을 계속 적용한다.109)

감액항변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동산 및 용역에 한정된다. 그러나 해상 

운송을 포함한 운송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10) 환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확실성이 없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제한된다.111) 

감액항변의 핵심 요건은 양 채무의 견련성이다.112) 채권자가 자신의 의무

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감액항변의 취

지이므로 반대채권이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래

108) 1893년 동산매매법 제53조 [보증의 위반(breach of warranty)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

     (1) 매도인이 보증의 위반을 한 경우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 측의 조건 위반을 보증의 

위반으로 다루도록 선택하거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 매수인은 그러한 보증의 위반만

으로는 물품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매수인은 

       (a) 매도인의 보증의 위반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감액 또는 소멸을 주장하거나

       (b) 보증의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매도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09) Gilbert-Ash (Northern) Ltd v Modern Engineering (Bristol) Ltd[1974] AC 689. 공사

계약의 수급인인 피고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였다. 피고는 도급인으로부터 해당 공사부분 대금으로 ￡14,532를 수령하였으나 

하수급인인 원고의 공사지연 및 부실공사를 이유로 ￡4,532를 감하여 ￡10,000만 지급하

였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본 판결에서 모리스경은 용역 계약에

서 부실하게 용역이 제공되었다면 대금 감액이 가능하고 물품판매 계약에서 부수적 조항 

위반이 있다면 역시 대금감액 또는 소멸이 가능하지만,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자

금공급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원칙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공사하자가 있는 경우 대금감

액을 할 수 있는지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110) Henriksens Rederi A/s v T.H.Z. Rolimpex the Brede(1974) Q.B. 233. 선박소유주인 

원고는 피고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송이 종료된 후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료를 청구

하였으나 피고는 화물의 일부가 도착하지 않았고 일부는 손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운송료

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운송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손

해를 입은 부분은 보험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용선계약에 의해 이 문제

는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사건이 발생한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중재 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운송료 채권은 6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2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피고의 채권은 별소로

는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상계나 반소의 경우에는 출소기한법 제28조의 의하여 수동채

권의 소제기시에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본 사안과 같이 반대채권이 같은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 판

결에서 해상운송의 사례에서는 이러한 감액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허용

할 경우 손해배상액, 원인, 책임범위 등에 관한 다툼으로 운송료 지급을 지연할 수 있다

는 점을 이유로 제시한다.
111) James Lamont & Co v Hyland(1950) 1 K.B. 585. 직접당사자 사이에 약인의 일부 

불이행에 대하여 확정되고 확실한 반대채권으로 감액 항변을 할 수 있다는 판결로 Nova 

(Jersey) Knit Ltd v Kammgarn Spinnerei GmbH[1977] 2 All ER 463 참조.
112) Derham, n. 2.89; 2.123.



- 26 -

에서 발생한 경우에 감액항변이 인정된다.

감액항변의 성격상 반대채권이 확실할 필요는 없다. 이행된 동산 또는 용

역의 내용이 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만 증명하면 족하다. 계약 내용

을 위반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반대채권액을 확정할 필요도 없다.

감액항변은 실체적 항변의 모든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재판 외에서도 행사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주채무에서 제공된 동산 또는 용역의 가치 감소에 상

응하는 상당 부분을 감액할 수 있다.113) 감액항변은 영구적 항변으로서 별

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980년 출소기한법(Limitation Act)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114) 

감액항변과 형평상 상계는 모두 형평 및 공평의 고려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형평상 상계의 확장에 따라 감액항변의 기능은 줄어들고 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은 피고가 원고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형평상 상계와 감액항변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115) 감액항변이 코먼로 법원에서 발달되었고 형평상 

상계가 형평 법원에서 발달된 것인데 1873년 및 1875년 법원법(Judicature 

Acts)에 의하여116) 형평법과 코먼로의 엄격한 분리가 사라짐에 따라 모든 

법원이 형평법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117)118)

(3) 형평상 상계

법률상 상계에 관한 법률이 1729년 최초로 제정되기 전에 챈서리법원

(Court of Chancery)은 종종 형평법 법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였다.119) 챈

113) Kidwell, n. 411.
114) Henriksens Rederi A/s v T.H.Z. Rolimpex the Brede [1974] Q.B. 233, at 249 per 

Lord Denning M.R. 
115) 법과 형평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형평이 우선한다고 한다. Wood, n. 1-21.
116) 현재는 1981년 최고법원법(Supreme Court Act)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17) Wood, n. 1-21.
118) 감액항변과 형평상 상계의 차이는 ①감액항변은 법상 항변인데 반하여 형평상 상계는 

형평법상 항변이라는 점(발생연원), ②감액항변은 일정한 권리인데 반하여 형평상 상계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에 의해 부여한다는 점, ③감액항변은 주채무의 발생원

인인 계약 위반을 이유로 발생하는 반대채권에 국한되는 반면 형평상 상계는 동일계약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반대채권까지 포함한다는 점, ④감액항변은 

대금지급과 관련된 보증의 위반(breach of warranty)에 한정되는 반면 형평상 상계는 동

일하거나 관련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른 종류의 반대채권을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점

에 있다. Wood, n. 4-45 ff.
119) Derham, n.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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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법원은 원고가 반대채권을 이행하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금지하는 금

지명령을 하여 피고를 보호하였다.120) 그러나 이러한 재판례는 개별적인 것

이었고 형평상 상계를 인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의 증거로는 될 수 없었다. 형

평상 상계는 이러한 재판례에 기원하기보다는 채무 간 결산이 되어 온 관행 

또는 이러한 효과를 의도하는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

다.121) 형평 법원의 이러한 관여는 형평법원이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당사

자 간의 재정 상황을 심리하고 반대채권을 고려하여 코먼로 법원보다 상계

의 인정에 보다 적극적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날 형평상 상계는 독

립된 권리로 인정되었다.122)

형평상 상계는 재판 외에서도 주장할 수 있고 채무자는 반대채권을 고려하

여 상당액을 감액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된다.123) 그러한 감액이 상당하고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다면 그러한 이행 제공은 유효한 것이 된다. 감액 부분이 다소 많은 경우에

도 이행 제공은 유효하고 채권자는 과다하게 감액된 부분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주채무의 감액을 주장하고 감액된 내용을 이행제공하는 경우에

도 반대채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반대채권은 재판을 통해 상계가 확정

되거나 상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계속 존재한다. 반대채권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금지명령(injuction)을 통해 재판 시까지 채권자의 청구를 금지하는 것이

다.124) 그리하여 채무자는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고 주채무에서 반대채권을 

감액할 수 있게 된다. 상계 자체는 재판을 통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형

120) Wallis v Bastard(1853) 4 De Gm & G 251 at 256 per Lord Cranworth LC: “상계는 

코먼로 법원에서 자리잡기 전에는 단지 합리적인 행위로 인식되었고 그 이상은 아니었다. 

코먼로 외에는 상계와 같은 것이 없었다.”; Collins v Collins(1759) 2 Burr 820(per Lord 

Mansfield): “이러한 두 개의 호혜적인 법률이 제정된 이후 [...] 양 채무의 상계는 현실 

지급과 동등한 것이 되었고 형평에 부합하게 결산(상계)이 이루어졌다. 이 법률이 제정되

기 전에 코먼로에 의하면 반대채권액이 주채무와 같거나 이보다 더 큰 경우에도 피고는 

결산(상계)을 할 수 없었다. 형평 법원에 가서 가장 명확히 공정하고 올바르게 되는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었다. [...]”; Green v Law (1805) 2 Smith KB, 669(per Lord 

Ellenborough).
121) Derham, n. 2.01.
122) Wood, n. 4-38.
123) Fountoulakis, 113; Derham, n. 4.30.
124) Fountoulakis,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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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 상계는 순수한 의미의 실체법적 항변은 아니지만 실무에 있어서 채권

자의 전액 청구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가 금지처분이든 상계이

든 실제상 차이는 크지 않다. 

형평상 상계의 요건은 양 채무의 상호성,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양 채

무가 같은 거래에서 발생하였을 것, 형평에 부합할 것, 채권의 확실성 등이

다. 그러나 형평상 상계의 특징은 요건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사안별로 법원

이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형평상 상계의 요건이 무엇인가에 관

해 법원에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고 형평이나 채권의 확실성과 같이 

개별 사안에서 도출되는 요건도 그 자체가 명확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아

니고 법원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개별사안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상 상계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평과 정의에 반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상 상계가 발달되었기 때

문에 그 요건 자체가 일도양단식의 명확한 것이 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형평상 상계는 원칙적으로 양 채무의 상호성(mutuality)을 요건으로 한

다.125) 또한 법률상 상계와 마찬가지로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mature)

할 것을 요한다. 형평상 상계는 출소기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출소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126)

법률상 상계와 달리 형평상 상계는 양 채무가 같은 거래(the same 

transaction) 또는 밀접하게 연관된 거래에서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

여 형평상 상계에서 양 채무의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127)

법률상 상계와 마찬가지로 양 채무가 금전채무일 것을 요구한다.128) 형평

상 구제방법은 금전배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건은 필연적

125) Muscat v Smith [2003] 1 W.L.R. 2853, at [42]-[45] per Buxton LJ. 다만, 전통적

으로 형평상 상계는 상호대립성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았고, 형평상 구제방법의 유연성

에 비추어볼 때 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계

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

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챈서리법원의 실무규칙에 따라, 형평법 법원이 상계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납득할 만한 이유는 없다는 설명이 있다(Derham, n. 4.68). 오스트

리아와 캐나다 법원 또한 상호대립성은 형평상 상계의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판시하

고 있다(Derham, n. 4.69 주 327, 328). 
126) Henriksens Rederi A/s v T.H.Z. Rolimpex the Brede [1974] Q.B. 233, at 246 per 

Lord Denning M.R.
127)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4장 제6절 2. (1) 참조.
128) Derham, n. 3.02(주 4 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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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상계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129)

감액항변과는 달리 형평상 상계는 반대채권이 매매계약이나 용역계약으로

부터 발생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감액항변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운 운

임지급채무에 대하여는 형평상 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130)

형평상 상계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청구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형평상 근거

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131) 채무자의 주장이 채권자의 청구권

원을 기각할 정도의 형평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계를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양 채무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더라도 형평상 상

계는 부정될 수 있다. 

반대채권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명시적 요건은 없다. 그러나 재판례에서는 

①반대채권액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은 경우,132) ②반대채권이 장기간의 복

잡한 계산 결과에 좌우되는 경우,133) ③반대채권의 확정이 상당한 지연을 

초래하여 그 기간 동안 청구채권(주채무)에 의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134)에는 형평상 상계를 부정한 바 있다.

법원에서 채권자가 청구금액 전부를 수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간주하거나 

반대채권이 확실성이 없다고 하여 형평상 상계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법원

에 형평상 상계를 인정할 지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셈이 된다. 구체

적인 개별 사안에서 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데 이러한 공정성 검사는 불확실성을 낳게 된다. 특정사안에서 상계가 금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개별사안의 제반사정에 따라 결정된다.135)

129) Kidwell, n. 430 fn 13.
130) Stimson v Hall[1857] 156 E.R. 1436(원고는 피고의 석탄을 운송하여 주기로 합의하

고 운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석탄이 완전히 잃게 되어 석탄 가격 

액수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이러한 주장은 반소의 근거는 될 수 있으나 형평상 항변

의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Bank of Boston Connecticut v European 

Grain and Shipping Ltd. [1989] A.C. 1056(귀족원은 용선계약으로 운임채권이 바로 발

생하였으나 선주가 용선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사안에서도 이러한 제한은 적용되어 형평상 

상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Derham, n. 5.04(주 14 재판례)
131) Hanak v Green[1958] 2 QB 9, 18-19.
132) Abignano v Wenkart [1998] 9 BPR 16, 765, 774(Derham, n. 4.61.에서 재인용).
133) General Credits (Finance) Pty Ltd v Stoyakovich [1975] Qd R 352(Derham, n. 

4.61.에서 재인용).
134) Roadshow Entertainment Pty Ltd v (ACN 053 006 269) Pty Ltd [1997] 42 NSWLR 

462, 489(Derham, n. 4.61.에서 재인용).
135) Wood, n.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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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 최고법원법(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s)에서 형평상 항변

을 코먼로 법원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한 이후에 법률상 상계, 감액항변, 형

평상 상계 사이의 구별은 다소 의미가 상실되었다. 당사자가 잘못하여 법률

상 상계를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형평상 상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

단할 수 있다.136)

(4) 계약상 상계(Contractual Set-off)

당사자 일방의 지급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상거래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상

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상 상계의 목적은 법률상 상계 또는 형평상 

상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계권을 부여하려는 데 있다.137) 그러나 

상계 합의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상계는 금지된다.138) 

1977년 불공정계약법(the Unfair Contract Terms Act) 제13조 제1항 b

호13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상계는 효력이 없다.140) 영국의 재판례

에서는 묵시적 상계 합의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상계 요건 결여를 회피하여 

상계를 인정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영국의 법률상 상계에서 재판 시까

지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엄격함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용된다. 예컨대 채권

자의 제소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채무에서 반대채권을 공제한 채무자에 

대하여 묵시적 상계 합의를 이유로 채무자의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재판

례가 있다.141) 이 재판례에서는 모기지 대출 계약 이후 이자 지급 청구가 

없었다는 점을 묵시적 상계 합의의 근거로 제시하였다.142)

136) Wood, n. 1-21.
137) Goode, 650.
138) 다수 당사자간의 계약상 상계조항이 채권자간 공평한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공서양속

의 성격이 있는 1948년 회사법(Companies Act) 제302조에 우회하는 것으로 규정의 취

지에 반한다고 하여 무효라고 본 재판례로 British Eagle International Airlines Ltd v 

Compagnie Nationale Air France [1975] 1 WLR 758. 1948년 회사법(Companies Act) 

제30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우선지급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재산

은 청산(winding up)시에 같은 비율로 그 채무 만족을 위해 적용되고 그러한 적용에 의하

여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이익에 따라 사원

에게 분배된다.”
139) 책임에 관한 권리 또는 구제방법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러한 권리 또는 구제방법

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 법 제1절에서 금지하는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140) Stewart Gill Ltd v Horatio Myer & Co Ltd [1992] Q.B. 600.
141) Wallis v Bastard (1853) 4 De Gm & G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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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소(Counterclaim)

반소권은 1873년에 처음 도입되었고143) 현재는 1981년 상급법원법 제49

조 제2항 a호144)와 1998년 민사소송규칙 20.4145)에 그 근거규정이 있다. 

반소는 항변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계와 차이가 있다. 반소에 의해 법원이 독

립한 반대채권을 동일한 절차에서 심리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마련된

다.146) 상계의 경우 주채무에서 반대채권을 상계한 잔액부분에 관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반소의 경우에는 주채무와 반대채권 모두에 관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147) 상계는 그 절차에 관한 내용만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 Rules)에 의해 규율되는 반면 반소는 그 요건 및 절차적 요소 

모두가 민사소송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7. 일본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의 상계 금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의의 

불법행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나 일본은 단순히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우리 

민법과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일본 민법의 입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민법 규정의 취지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구민법전은 1890년(明治 23년) 중에 2회에 걸쳐 공포되었는데 이 공포에 

앞서서 1889년(明治 22년)경부터 법전 반대의 움직임이 있었다.148) 그로 인

142) 위 재판례 at 257.
143) the 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1873, s. 24(3).
144) the Senior Courts Act 1981, s. 49. (법과 형평이 경합하는 경우 처리)

“(1)이 법과 다른 법의 조항에 의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민사문제에 관하여 관할을 행

사하는 모든 법원은 법과 형평을 처리함에 있어 같은 문제에 대하여 형평법과 코먼로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형평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2)이러한 모든 법원은 다음에 관하여 같은 효력을 갖는다.

  (a)모든 형평법상 부동산권, 권한, 권리, 구제방법, 항변, 반소, 그리고 모든 형평상 의무와 

책임  [(b)이하 생략]”
145) CPR r.20.4.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항변과 함께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

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언제나 할 수 있다.”
146) Derham, n. 1.04.
147) Hanak v Green[1958] 2 QB 9.
148) 前田, 史料民法典,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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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민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는 구민법에 대하여 전면적인 개정을 초

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독일 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상계에 관하여

도 구민법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다. 구민법에서는 변제, 경개, 면제, 상

계, 혼동 순으로 위치하였는데 민법에서는 상계의 법률상 효과가 변제와 가

장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계를 변제 바로 다음에 두었다.149) 또한 상계의 종

류에 관하여 구민법에서는 법률상 상계, 임의상 상계, 재판상 상계, 합의상 

상계를 규정하였으나 이는 그 실질에 있어 당사자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거나 상계청구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히 명문의 규정을 둘 필

요는 없다고 하여 법률상 상계에 관한 규정만 두고 나머지는 삭제하였

다.150) 구민법에서는 상계의 요건으로 상호대립성, 대체성, 확실성(명확성), 

청구가능성을 규정하고 당연상계주의를 채택하여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었다.151) 또한 시장시세 있는 일용품 공급 채무

에 대하여는 금전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522조). 구민법은 

상계에 관한 모든 규정을 한 곳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계에 관한 일반 규

정만 여기서 규정하고 보증인·연대채무자·연대채권자·불가분채무자의 상계 

문제는 해당하는 부분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152) 

한편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153)에 의하면 상계 규정에 관한 통설 및 

판례의 해석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에 대하여 목적의 

종류를 같이 하는 채권을 갖는 경우,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무

자는 쌍방의 채무의 상당액에 관하여 상계에 의해 그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채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또는 채

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한 제안 요지를 보면 “상계의 의의 및 상계적상의 요건에 관하여 

현행 일본 민법 505조 1항의 규율의 일부를 변경하고,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을 상계적상의 요건으로 하여 명백하게 함과 동시에 

수동채권에 관하여는 그 변제기 도래를 상계적상의 요건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계의 요건을 자동채권 

149) 法典調査会民法議事速記錄三, 565.
150) 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77.
151)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オンデマンド版), 477-480.
152) 法典調査会民法議事速記錄三, 566.
153)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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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보다 엄밀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것이라고 생

각된다. 

8.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공통참조기준초안154)155)은 “양 당사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

는 경우에는 한 쪽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권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상계를 할 때에 “(a) 피상계자의 채권

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상계자가 피상계자로 하여금 이행을 수령하도록 

할 수 있을 것, (b) 상계자의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c) 각 당사자

가 상계를 위해 자신의 채권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한

다.156) 또한 원칙적으로 확실성이 결여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

한다.157)

9. 소결

상계의 종류에 관하여는 기본 형식의 상계, 합의에 기한 상계, 파산 등 기

타 형태의 상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의 민

법에서는 기본 형식의 상계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논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상계의 연혁을 보아도 각기 교유한 

연원을 가진 상계가 독자적으로 발달되어 오다가 현대 민법 제정에 이르러 

점차 통합되어 온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상계의 요건 중 상호대립성, 동종성, 청구가능성은 모든 입법례에서 동일

하게 요구된다. 확실성과 견련성에 관하여는 입법례마다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 대한 각국의 태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54) 공통참조기준초안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신동현, 44 ff 참조.
155) 공통참조기준초안의 상계부분은 유럽계약법원칙(PECL)의 상계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공통참조기준초안을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56) DCFR. 1115–1117(III.-6:102).
157) DCFR, 1120–1121(III.-6:103). 상세한 내용은 제3절 4. (1)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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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탈

리아
독일 스위스

오스

트리아

영국

법률상 

상계

영국

형평상 

상계

확실성 ○ ○ ○ △

상호대립성 ○ ○ ○ ○ ○ ○ ○

동종성 ○ ○ ○ ○ ○ 금전 금전

반대채권의 

청구가능성
○ ○ ○ ○ ○ ○ ○

주채무의 

청구가능성
○ ○ ○ ○

주채무의 

이행가능성
○ ○ ○

견련성 △ ○

프랑스
이탈

리아
독일 스위스

오스

트리아

영국

법률상 

상계

영국

형평상 

상계
당연

상계주의
○ ○

소송상

주장
○ ○ ○ ○

소송 외 

의사표시
○ ○ ○

소급효 ○ ○ ○

장래효 ○ ○

<상계의 적극적 요건>

<상계의 방식 및 효과>

제3절 우리나라의 논의 및 검토

1. 채권의 상호대립성

민법은 “쌍방이 …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상계할 수 있다고 하여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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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대립성을 상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92조 제1항 본문). 여기서 

채무의 존재와 상호대립성 요건을 도출할 수 있다. 채무의 존재는 유효한 채

무가 존재할 것을 의미한다. 상호대립성은 상계자가 피상계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과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 서로 대립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유효한 채권의 존재

양 채권의 하나라도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상계는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상계 계약에 관한 사안에

서 상계계약의 일방 채권이 불성립 또는 무효이어서 상계의 효력이 없게 된 

경우 타방의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158) 그 기준시점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시점이다. 상계적상이 발생한 적이 있어도 그 후에 일방의 채권이 변

제, 대물변제, 경개, 상계 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159)160)

채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

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161) 유효하게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상계의 자동채권이 해제 등의 사유로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상계도 그 효력을 상실하고 수동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162)

 

1) 자동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경우

유효하게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이를 가지고 상

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영역이론에 기반하여 

158) 大判 2005. 4. 28., 2005다3113, 공보 2005, 803. 상계의 원인되는 자동채권이 존재

하지 않아 상계의 효력이 없다면 수동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것은 수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大判 1992. 5. 12., 91다28979, 공보 1992, 1835). 또한 이자제한법상 제한을 초과

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

을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大判 1963. 11. 21., 63다429, 집11-2민, 252).
159) 곽윤직, 채권총론, 287; 김대정, 채권총론, 438; 김형배, 채권총론, 764; 김상용, 채권

총론, 495; 송덕수, 채권법총론, 467.
160) 中田, 債権総論, 373-374; 淡路, 債権総論, 589.
161) 곽윤직, 채권총론, 20 이하.
162) 大判 1980. 8. 26., 79다1257, 1258, 공보 1980, 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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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긍정하고 있다. 상계적상 발생 이후에 상계자의 영역에서 발생하지 아

니한 사유에 연유하여 상계요건이 결여되게 된 경우에 처음 발생한 상계권

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상계적상 발생 이후에 

독일 마르크 화폐시행에 따른 화폐개혁이 발생하여 상계요건 중 동종성 요

건이 없어지게 된 사안에서 이러한 이론을 전개하였는데,163) 이 이론을 변

제로 소멸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은행송금에 의한 변제의 경우, 그 변제라는 채권소멸원인은 변제수령자의 영

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164) 변제 이후에 지체 없이 변제수령자가 상계

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러한 상계기대는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계가 

우선하게 되고 변제를 한 피상계자는 자신이 변제한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165) 상계자의 입장에서는 상계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계적상시 

이후의 지연이자를 면제받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변제를 받는 것보다 상

계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독일 민법 제352조, 

제543조 제2항 3문, 제581조 제2항, 제396조 제1항166) 등에서 채무불이행

으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상계를 하여 그 소급효로 채무불이행

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제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변제에 유추 적용하여 변제가 있더라도 지체 없

163) BGH NJW 1951, 599 = BGHZ 2, 300. 상계의 주채무는 독일 제국이 사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었고 반대채권은 동일 사인이 제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었다. 

양 채권을 담당하는 계정(Kasse)은 서로 달랐다. 독일 제국이 1945. 5. 8. 붕괴하여 반대

채권에 관한 계정이 없어지고 이를 대체하는 다른 계정이 만들어지거나 지정되지 않았다. 

독일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독일 제국의 내국인 금전채무자는 화폐개혁 이전에 상계

를 할 수 있었다면 화폐개혁 이후에도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상계의 요건은 

상계 의사표시를 할 때 존재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상계법을 규율함에 있어 법률은 엄격한 통일된 사상에 입각하지 않고 당연상계주의 원

칙과 상계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비로소 유효하게 발생한다는 반대 원칙의 절충을 

추구한다. 그리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법형성적 행위이지만 그 의사표시의 효

력은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고 동시에 형평의 원칙에서 상계권의 요건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관하여 일련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원칙적인 규율의 불일치

와 형평 요소의 고려는 예외의 구성요건의 영역이 절대적으로 규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법적용을 위한 새로운 예외 영역이 등장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164) 변제수령을 위하여 변제수령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령자에게도 변제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영역이론에 따르더라도 변제수령자가 변제 후 지체 없이 상계를 하는 것

이 제한된다고 설명한다(Dietrich, “Die Aufrechnungslage,” 544).
165) Dietrich, “Die Aufrechnungslage,” 543-546.
166) 제396조 제1항은 상계충당에 관한 규정이다. 상계자의 지정충당에 대하여 피상계자가 

지체 없이 이의권을 행사하면 법정충당순서에 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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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계를 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상계와 변제는 동등한 채권소멸원인이고 이로써 채권 변동이 발

생하므로 물권 변동에 관한 우선주의원칙이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 소멸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당사자 

사이에 상계에 관한 특별한 기대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수동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경우

피상계자가 아니라 상계자가 직접 변제를 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상계자가 

그 후에 상계를 하고 이미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변제 당시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비채변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독일 민법 

제813조 제1항 제1문은 “채무이행의 목적으로 급부된 것은 청구권에 대하

여 그 행사를 영구히 배제하는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통설은 상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으로는 항변사유가 되지 않고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적 지위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규정의 유추적용을 부정한다.167) 영역이론에 의하는 경우

에도 상계자가 한 변제는 상계자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이므로 다시 상계

를 할 수 없게 된다. 

우리 대법원도 “쌍방의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이른바 상계적상에 있었는

데 채무자가 수동채권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것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

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변제로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는 상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168)169)170) 이에 대하여는 채권의 존재가 상계의 요

167) Staudinger/Gursky, §389 Rn. 4 f(원인을 부여받아 이행된 것은 급부이득반환청구권

(Leistungskondiktion)을 이유로 반환될 수 없다는 원칙이 이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하고 

선택된 급부양태 외에 다른 소멸가능성에 대한 처분권이 있었는데 이를 간과하였다고 하

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종류채무에서 중간품질의 물품을 제공하면 

되는데 중간물품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여전히 급부목적에 부합하는 중상급 물품을 공

급하였을 때 이를 이유로 공급한 물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청구권의 행사를 영구히 배제하는 항변권이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상계한 경우

에는 민법 제813조 제1항 1문이 바로 적용되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MünchKomm/Schlüter, § 389 Rn. 1; Gernhuber, 288 f.
168) 大判 1979.8.28., 79다1077, 공보 1979, 12192.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대여금채무를 

부담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소외인에게 매각하였고 차용금으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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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므로 채무자가 변제한 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될 수 없어 상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찬동하는 견해가 있다.171) 상계의 소

급효를 고려한다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한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것

이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의 소급효는 상계의 의사표

시 당시에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는 때에 수동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계의 요

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되고 상계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게 된다.

3) 수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논의를 보면, 우선 독일 민법은 

제812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제813조 제1항에서 급부의 대상이 된 청구권에 대하여 그 행사를 영구히 배

제하는 항변권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172) 소멸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의 만족을 위하여 급부 등이 된 것은 시효완성을 알지 못하고 

대금에 갈음하였다. 그 후 원고는 소외인에게 별도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소멸

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고

의 토지는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요하는 것이었는데 원고는 이를 

위와 같이 소외인에게 매각하여 소외인은 피고에게 다시 이를 매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농지매매증명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점유는 권원 없는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상계 주장도 타당성이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일반적으로

는 이미 소멸한 수동채권에 대하여 다시 다른 채권으로 상계를 하여 자동채권이 부활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으나 자동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본 사안에서 상계가 인정된다면 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매매대금채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169) 한편 일본의 통설의 입장도 채무자가 변제를 한 후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我妻, 債権総論, 350; 奥田, 債権総論, 574; 中田, 債

権総論, 373-374; 於保, 債権総論, 377; 林/石田/高木, 債権総論, 308). 
170)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상계적상 시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고 보는 

입법례에서는 변제를 하는 경우 상계의 포기로 보아 변제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본다(프랑

스 민법 제1299조 참조). 
171)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432.
172) 우리 민법도 한정승인의 경우 책임은 없으나 채무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채변제에는 

해당하지 않고 일종의 영구적 항변권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한

정승인한 경우에 해당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변제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긍정한다면, 이는 독일 민법 제813조 제1항의 영구적 항변권 법리를 도

입하여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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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진 경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제214조 제2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완성의 항변권을 이와 같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어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에 대하여 보면, 채권자는 과거 청구

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급부를 할 때에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거

나,173)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면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추구하

는 법적 안정성과 법적 평화가 위태롭게 된다고 설명한다.174) 상계에 관하

여는 자동채권이 항변권의 대항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이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으나(제390조), 수동채권의 경우에는 상계로 수동채권이 소멸하는 것이므

로 이에 대항하는 항변권은 배제되지 않지만, 채무자는 그러한 항변권을 행

사하지 않고 변제를 할 수 있고, 상계 또한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175) 부당

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위 논의는 상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176)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에 대하여 이미 상계를 한 경우에는 상계를 할 때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상계로 인하여 피상계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부

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한다.177)

일본에서도 자동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 이전에 상계적상이 있는 경

우에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제508조), 수동채권의 경우에

는 상계자가 수동채권에 관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제146

조) 자신의 자동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178).

생각건대, 자동채권에 관하여 항변권이 부착된 경우에 이를 가지고 상계할 

수는 없지만 수동채권에 대한 항변권은 그 채무자인 상계자가 이를 행사하

지 아니하고 상계하는 것은 변제와 마찬가지로 가능하고 소멸시효 완성사유

도 항변권의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에 대하여 상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상계가 시효

이익의 포기로 평가되어 상계로 소멸하지 아니한 수동채권의 잔존부분에 대

하여 수동채권의 채권자가 다시 청구를 할 수 있게 될 여지도 있게 된다.

173) MünchKomm/Grothe, §214 Rn. 9.
174) Looschelders, Rn. 1035.
175) Staudinger/Gursky, §390 Rn. 30.
176) Staudinger/Gursky, §390 Rn. 31.
177) Staudinger/Gursky, Vor §§387 ff Rn. 23; Gernhuber, 255.
178) 朝見, 債権総論, 361; 於保, 債権総論,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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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것을 모르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자

동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후에 수동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상계의 효력을 박탈하고 상계로 소멸한 자동채권을 되살아

나게 할 수 있는가. 독일 민법 제813조 제1항 2문과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우리 민법에서 이 문제는 온전히 해석에 맡겨져 있는데, 우리 학설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무에 대한 변제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

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이에 대하여 상대적 소멸설은 취하면 소멸시효 완

성만으로는 채무가 소멸하지 않아 유효한 채무에 대한 변제가 되어 이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 채무가 소멸한 것이 

되어 비채변제에 해당하지만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가 되어 마

찬가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179) 그러나 절대적 소멸설

에 의하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왜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 설명이 명확하지 않고, 상대적 소멸설에 의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원용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한 것을 유

효한 채무의 변제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전히 의문이 있다. 비록 우

리 민법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하여 독일과 같이 영구적 항변권을 부

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완성 원용권에 관해 영

구적 항변권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사안의 논리적 설명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한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면 소멸시효 제도를 통해 추구하는 법적 

안정성과 법적 평화가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부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상계는 의사표시만으

로 이루어지고 변제와 같이 실제로 재화의 이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상계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면 역

시 법적 안정성의 위태화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변제와 마찬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제척기간이 도과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179)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449; 이영준, 민법총칙, 768; 이은영, 민법총칙, 777; 주석민

법[채권각칙(5)]/김문석, 448. 그러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경우에도 비록 법률

상 채무는 아니고 도덕상의 의무에 불과하지만 자연채무에는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도의

상채무설),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은 자연채무에도 해당하지 않

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도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비판하는 견해로 김대정, 민법총

칙, 12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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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채무는 소멸한 것이므로 비채변제의 법리가 적용되어 

제척기간 도과를 모르고 변제한 경우에는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상계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4)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

자는 상계할 수 있다(제495조). 원래 자동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는 채무자(피상계자)가 소멸시효완성의 원용을 포기하지 않은 한 이를 

가지고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180) 이는 소멸시효완성의 효력에 

관해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귀결이고 상대적 소멸설의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원용하면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그런데 

위 규정으로 인해 이러한 내용에 예외가 인정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양 채

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당연히 정산 결제되리라고 믿은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법정책적 고려에 있다.181)182)183) 

180) 수동채권에 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를 포기하

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계가 허용됨에 의문이 없다.
181) 我妻、債権総論, 325. 
182) 이는 일본 구민법에는 없던 규정으로 현행 민법에서 신설되었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통상인 사이에 있어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 극히 드물고 도리어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

는 것이 현재 보통…시효에 관계되어 전부 소멸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상계의 권리를 상실

하게 하는 것은 매우 가혹하고…쌍방의 채무가 상계에 적합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자신

의 채무는 필히 감소하는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인의 관념인바 우리나라 현재의 관습

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이고 의무가 아니므로 상계를 주

장하지 않아도 이로 인하여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런데도 상대방은 시효

와 같은 법률상 특전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미 취득한 상계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률보호의 점에서 공평한 것이 아니고 단기시효의 경

우에는 상계를 주장하여야 하는 기간은 한층 짧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시효를 위하여 채권

자로 하여금 모두 그 권리를 잃게 하는 것은 반드시 타당한 처치로 말할 수 없다…” 廣

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83-484.
183) 한편 유럽계약법원칙에서는 시효가 완성한 채권도 상계할 수 있지만 그 채권의 채무자

가 그 전 또는 상계 후 2월내에 시효완성을 원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

다(PECL, 205, Article 14:503). 그 이유는 채권에 관한 사항을 흐릿하게 만드는 시간의 

효과는 채권의 행사를 소로써 하거나 상계로써 하거나 마찬가지라는 데 있다. 특히 유럽

계약법원칙은 상계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어

(Article 13:106)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만 주목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시효원용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받은 때로부

터 상당 기간 안에 시효원용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42 -

프랑스는 당연상계주의의 논리적 귀결로써 이를 인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통설과 판례가 상계의 소급효로부터 이와 같은 결

과를 도출하고 있고,184) 이는 민법 제정당시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한

다.185) 독일, 스위스, 일본도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186)187)188) 독일의 경우 그 입법취지에 관하여는 이것이 상계의 소급효 원

칙에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189) 오늘날 독일에서 이 규정의 이론

적 근거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순수하게 공평의 척도에 그 근거

를 찾는 견해, 소급효 원칙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 상계 적상의 지위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 등이 있다.190)191) 데른부르크는 항변권은 통상 시효로 소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에서도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상계의 의사표시 후 1개월 이내에 시효를 주장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3.1.3.27]) 비슷한 내용을 두고 있다. 그 제안이유

에 관하여는 상계하는 쪽이 일방적으로 강대한 효력을 갖는 것이 되는 귀결을 피할 수 있

다는 점을 들고 있다. 생각건대 채권자(피상계자) 측에서는 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유리하

다는 점에서 통상 시효 원용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제안은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에 편중된 감이 있다고 여겨진다. 중간시안은 “채권자는 시효기

간이 만료한 채권에 있어서,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기까지는, 당해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시효기간이 만료한 채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채무자의 시효 원용 시까지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184) Dullinger, 165. 그러나 오스트리아에서는 상계의 소급효 및 사효완성 채권에 대한 상

계의 허용을 모두 부정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Dullinger, 172 ff).
185) Ofner, 245.
186) 독일 민법 제215조, 스위스 채무법 제120조 제3항, 일본 민법 제508조.
187) 다만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인 경우에는 시효 완성 후 상계적상이 도달한 경우에

도 상계를 할 수 있다는 독일의 재판례가 있다(BGH NJW 1974, 1138).
188) 이는 당연상계주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그 장점 내지 관행은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참고로 독일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의 법률효과 부분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상계 부분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상계의 

세부 규율 문제는 해당 부분에서 규정을 두는 것이 우리 민법의 일반적인 모습이므로 향

후에는 독일처럼 소멸시효 부분에서 이를 규정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구 

민법 당시에는 프랑스 민법을 모체로 하여 이와 같은 규정이 없었으나 민법 개정을 하면

서 당시 독일 민법 초안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이 삽입되었다(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83-485). 
189) Motive II, 728 = Mugdan 560(상계의 의사표시가 소급효를 가진다는 규정이,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에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고 법적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채권을 가지고 상

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190) Dullinger, 166.
191) 최근에는 상계에 장래효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화되고 있다. 공통참조기준초안

(DCFR)도 이러한 입장에 서 있다(DCFR, III. 6:107). 상계의 소급효를 반대하면서 시효완

성된 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반대하는 견해로 Peter Bydlinski, “Die Aufrechnung mit 

verjährten Forderungen,”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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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계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근

거를 설명한다.192) 그러나 상계권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그 자

체로는 어떠한 항변권도 구성할 수 없다. 상계권은 채권자의 만족을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변제와 다른 방법으로 채

권자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193) 한편 영국에서는 주채

무에 대한 소제기의 효과로서 반대채권의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된다는 규정

을 두고 있다.194) 따라서 소제기 시점에 시효완성 여부가 중요하고 소멸시

효가 완성한 이후에 소제기를 한 경우에는 설사 상계적상 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

은 가능한가. 을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병의 갑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갑

에 대한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상계기대

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195)

반대로 상대방 측에서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동채권을 양도한 경우

는 어떠한가. 이는 상계적상의 시점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고 피상계자는 수동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관

한 것이다. 소멸시효완성과 채권양도의 두 가지 법적 쟁점이 중첩된 사안이

다. 양자 모두 채무자(상계자)의 상계기대를 보호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

는 것이므로 상계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권양도 통지시를 기준으로 채권양도인에게 대

항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상계

192) Dernburg, Kompensation, 2. Aufl., S. 473 f(Dullinger, 166에서 재인용).
193) Dullinger, 166.
194) 출소기한법 제35조(section 35 of Limitation Act(1980)).
195) 일본의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日大判 1940(昭 15).9.28. 大民集 19, 1744(양수한 

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양수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상계의 효력은 양

수를 채무자에 대항할 수 있는 시점까지만 소급하여 발생한다는 판결이다. 수동채권은 당

좌차월계약 해제에 따른 채무가 1931.6.1. 이행기 도래하였고 자동채권은 1931.12.1.발생

하여 1936.12.1. 소멸시효가 완성한 제3자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원고가 

1938.11.11. 양수한 것이다. 채권양수가 있은 시점에 이미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으므

로 이를 가지고 상계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日最判 1961(昭 

36).4.14. 民集 15-4, 765(소멸시효과 완성한 어음을 취득하여 이를 가지고 하는 상계를 

배척한 판결); 我妻, 債権総論,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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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양수인에게 상

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의 연대보증채권과 연대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그 후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채권자는 연

대보증채권으로 연대보증인에 대한 수동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는가. 

일본의 재판례는 이를 긍정하여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과 연대

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른 이상 그 후에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완성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상계

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196) 이에 관하여 찬동하는 견해도 있지만197) 

다음의 이유로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198)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

우에 보증채무는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보증

인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가사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으로 청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보

증인의 예상에 반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판례는 보이지 않고 학설상으로는 위 규정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199)와 부정하는 견해200)가 대립하고 있다. 이를 긍정하는 견

해는 채권자가 연대보증인과의 사이에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아

직 상계하지 않더라도 채권관계가 소멸하였다고 생각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게을리 하기 쉬운 것이 거래의 실태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부

정하는 견해는 일본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보증채무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통

196) 日大判 1933(昭 8).1.31. 大民集 12, 83.
197) 於保, 債権総論, 377(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당사자는 대부분 이미 

채권관계가 결재된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신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한다.).
198) 我妻, 債権総論, 325.
199) 곽윤직, 채권총론, 287(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후에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상계

할 수 있다고 하여 연대보증의 경우에 위 규정의 (유추)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김상용, 

채권총론, 496(연대보증채무는 보충성에 기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을 근거로 제시한다).
200) 김형배, 채권총론, 765(일본의 비판론을 소개하며 연대보증의 경우에 위 규정의 유추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 김대정, 채권총론, 438; 김주수, 채권총론, 440(보증인의 통상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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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입법취지가 상계적상에 있는 양 채무는 결재되었으리라는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하는 것에 있으므로 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연

대보증이 아니라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 측에서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

므로 시효 완성 전에도 상계 적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효완성 후

에는 상계를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자동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제척기간이 지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예컨대 을이 갑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

에 갑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을은 1년 또는 6월의 제척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

는데(제573조, 제582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상계를 할 수 있는가.

소멸시효의 경우 비교적 장기간 동안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데, 제

척기간은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취지

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고 소멸시효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독일의 재판례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

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인정하는 민법 제390

조 2문(현재는 제215조)을 유추적용하여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

나201) 이후 판례를 변경하여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돌아섰

다.202) 상계를 부정하는 판결의 이유는 ①민법상 근거가 없고 ②제척기간이 

도과한 채권은 소멸한 채권이지만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은 항변권이 부착

되어 있기는 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채권이고203) ③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

201) BGHZ 26, 304=BGH NJW 1958, 543(이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항변 사유

에 불과하고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제척기간의 도과는 권리 박탈 사유

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

하고 양 제도는 법적으로 유사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다. 그리하여 임금협약상 종료기간에 의하여 배제된 근로자의 채권에 관하여도 기간종료 

전에 상계가 가능하였다면 이로써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202) BGH NJW 1968, 813(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에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고 민법 제390조 제2항의 유추적용은 

가능하지 않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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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④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적시

에 행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준 바도 없으므로 피고가 그 당시 존재했던 

상계적상의 지위를 신뢰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점에 있다. 독일의 통설은 

판례 변경 이전부터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204)205)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견해와 반대하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206) 

일본의 재판례는 견본매매에서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에 대해 매수인은 견

본보다 못한 물건을 인도하여 물건에 숨어 있는 하자가 존재하는 것에 해당

한다고 하여 이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이의신

청을 한 사안에서 1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하여 상계를 부정하

였다.207) 그러나 그 후 도급인이 일본 민법 제637조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급계약의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

급인의 도급의 보수청구권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민법 제508조

를 유추 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도급인은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

으로 하여 도급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명시적으로 

위 종전 판결을 변경하였다.208) 그 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도급대금지급의무와 수급인의 목적물인도의무는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고 목적물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이 가지는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사실적, 경제적으로 도급대금을 감액하고 도

급계약의 당사자가 상호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그 기간에 대가관계를 초

래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므로 하자 있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취득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도급대

금채권이 동법 제637조 제1항의 소정의 기간 경과 전에 상계적상에 있은 경

우에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이를 

203) 독일 민법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으로 채무자에게 급부를 거절할 권리를 부여한다(제

214조). 우리는 소멸시효 완성 시 채무는 소멸하여 제척기간 도과의 경우와 같게 된다.
204) MünchKomm/Grothe, § 215 Rn. 5; Gernhuber, 290 f; Staudinger/Peters und 

Jacoby, §215 Rn. 14.
205) 한편 독일 민법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우리 민법과 달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제438조 제1항). 개정 전 민법에서는 이 경우 

시효 완성전에 하자의 통지 등의 절차를 취한 경우에 한하여 시효완성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제479조) 현재는 폐지된 상태이다.
206) Dullinger, 166.
207) 日大判 1928(昭 3).12.12. 大民集  7, 1071.
208) 日最判 1976(昭 51).3.4. 民集  30-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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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도급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가혹하고 공평의 견지에서 관련된 도

급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것은 위 기간이 시효기간

인지 제척기간인지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학설은, 민법에서 이러한 청구권에 제척기간을 정한 이유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유추적용을 부정하는 입장209)과 제척기간은 시효

기간과 달리 권리관계의 확정의 요청이 있지만 공평의 요청 및 상계의 신뢰

보호의 요청은 시효기간이든 제척기간이든 다르지 않다고 하여 유추적용을 

긍정하는 입장210)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척기간에도 이를 유추적용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견

해211)와 불허하는 견해212)가 있고 하급심 판결에서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유추적용을 긍정한 것이 있

다.213)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2조 내지 제164조) 또는 “시효로 인하

여 소멸한다”(제766조, 제1117조)라고 명시적으로 소멸시효를 지칭하고 있

다.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내 행사하여야 한다”(제573조, 제582조)라고 표

현하고 있다. 이는 민법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 제495조에서 명시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특별

히 상계가 가능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척기간에 유추하

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추적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강한 근거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이 규정의 유추적용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대 논거

가 있다. 제척기간을 두는 취지가 법률관계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함에 있는

데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상계를 허용할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못하고 상계 의사표시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214) 

209) 我妻, 債権総論, 326; 平野, 債権総論, 137.
210) 淡路, 債権総論, 594.
211) 곽윤직, 채권총론, 288; 이은영, 채권총론, 752 주 1; 송덕수, 채권법총론, 467.
212) 양창수, “상계적상,” 72.
213) 부산고등법원 1988.12.7., 88나2298, 하집 1988, 55.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도 민법 제495조가 유

추적용되어 비록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경과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그 기간 도과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매수인

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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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척기간 일반에 대하여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매도인 및 수급인의 담보책임215)216), 점

유보호청구권(제204조, 제205조)217)의 경우에는 신속한 법률관계의 해결을 

위해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데 해당기간 안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현행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유지하

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상계를 기대하여 권리 행사를 하지 않

았다고 볼 상황은 아니다. 즉 소멸시효에 걸린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가 존재

하고 통상적으로 당연히 권리 행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할 여지가 있지만 제

척기간이 적용되는 권리의 경우에는 과연 제척기간 안에 권리행사를 할 것

인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고 기간 안에 권리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권리행사의 기회가 소멸하고 권리행사가 없는 상태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뢰 

및 법의 보호가 부여된다고 할 것이다.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218)의 경우

에는 상속재산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제척기간이 장기

로 되어 있는 것이고 출소기간으로 해석되는 이 권리를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로서 기존의 상속관계가 고착된다고 할 것이고 상계를 통하여 

이를 번복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여지는 없

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제406조)219), 해제권, 취소권 등은 형성권이

므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목적물 지하에 매립되어 있

던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동산 인도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제소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220) 즉 민법 제582조의 

214) 우리 민법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엄격히 분리하여 규율하고 있지 못하고 제척기간

도 장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독일 민법의 사정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제척기간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우리의 경우에도 이를 권리행사

기간으로 해석하여 유추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215) 大判 2003.06.27., 2003다20190, 공보 2003, 1621. 
216) 大判 2000.06.09., 2000다15371, 공보 2000, 1639. 
217) 大判 2002.04.26., 2001다8097,8103, 공보 2002,  1251.
218) 大判 1993. 02. 26., 92다3083, 공보 1993, 1080. 
219) 大判 1996. 5. 14., 95다50875, 공보 1996, 1850. 
220) 大判 2011. 10. 13., 2011다10266, 공보 2011, 2339. 원고는 1998년경 이사건 부동

산을 매수하였고 이어서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최종 매수인이 부동산 지하에 폐기

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것은 2006년이었다. 원고는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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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제척기간과 별도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보았다.221) 이에 

관하여는 우리 민법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222)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223) 상계와 

관련하여서는 상계적상 시에 권리행사가 가능하였다면 상계의 의사표시 시

점에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더라도,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에 맞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척기간까지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의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유추적용을 할 수 없어 상계는 좌절된다고 보아야 한다. 

6) 채권양도 후 양도된 채권이 소멸한 경우(수동채권)

채권양도 후 양도된 채권이 채무자의 변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

우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다시 상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상계적상의 채권이 있었는데 병이 그 중 한 채권을 

갑으로부터 양수받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고 자신의 을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 그 후 을이 양도된 채권

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 뒤의 상

계를 부정한다면 결국 채무자는 채권양도로 불이익을 입는 것이 된다.

일본의 재판례는 이 경우 뒤의 상계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224) 전부

이 도과하기 전에 매도인에게 폐기물을 처리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하였다. 

최종 매수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09년에 확정되었고 이 시점에 원고는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사건 부동

산을 인도받은 시점인 1998년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소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21) 이 외에도 대법원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이 병행하는 취지로 판단한 재판례가 있

다. 즉,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

하였고(大判 2008.12.11., 2008다12439, 공보 2009, 24. 민법 제671조의 담보책임기간

과 별도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취지)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민법 제671조 제1항의 제척기간은 인도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설시하였다(大判 2009.06.11., 2008다92466). 
222) 독일 민법은 제651조의g에서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 대하여 여행종료시기 후 1월 내

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는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여 제척기간과 소

멸시효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223) 김재형, “2011년 민법 판례 동향,” 25-26.
224) 日大判 1915(大 4).4.1. 民 418(갑은 창고료채권, 을은 임금채권을 가지고 양자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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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에 관하여도 같은 결론을 취하였다.225) 압류 또는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에서 무제한설을 취하더라도 이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찬동하

는 견해가 있다.226) 반면 다음의 근거로 이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227) 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무자의 상계권이 박탈당하는 것은 채권양도가 있더라

도 채권양도의 통지만을 받은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

할 수 있다는 채권양도와 상계의 관계에 관한 일반 법리에 배치된다. ②이 

경우 병이 자유롭게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계충당에 관한 법리에 

배치된다. 즉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채권양

도인은 상계충당의 법리에 의하여 상계를 함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는데 

채권양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양수인은 이러한 상계충당법리의 제약

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상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문제이다. 

생각건대 채무자가 양도통지 도달 당시 이행기가 도래한 반대채권을 가지

고 있었고 채권양수인의 상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의하고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상계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①채권양도에 있어 채무자의 상계권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

고(완화된 상계적상설),228) ②채권양수인의 상계권 행사에 대해 채무자가 지

체 없이 이의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에 만연히 상계를 하여 채권양수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채권양수인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고 

공평에 맞지 않고, ③상계충당은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을 제외하고는 원칙

계적상에 있었는데 병이 을에 대하여 어음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차에 병이 갑의 위 창

고료채권을 양수하여 을의 어음금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하였다. 그 후 을이 갑에 대하여 

애초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창고료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 사안이다. 법원은 그러한 상계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25) 日最判 1979(昭 54).7.10. 民集 33-5, 533(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

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채권이 압류 후에 취득한 것이 아닌 한 

이 채권과 피압류채권의 변제기의 선후에 관계 없이 양자가 상계적상에 있게 된다면 제3

채무자는 압류 후에도 이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제3채무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기까지는 전부채권자가 전

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전부채권자의 상계권이 보다 늦게 

발생하였지만 상계권 행사는 먼저 한 사안이다. 원심은 상계항변을 기각하였으나 최고재

판소는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상계를 인정하였다.). 
226) 潮見, 債権総論, 359.
227) 我妻, 債権総論, 351.
228) 제5장 제3절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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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상계자에게 1차적인 지정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양수인의 

위 상계권 행사로 상계충당법리에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

운 것이기 때문이다.

7) 계약 해제의 경우(수동채권)

채무불이행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불이행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를 인정한다면 상계의 소급효에 

의해 채무불이행이 소급적으로 제거되어 계약 해제의 효력도 차단될 수 있

을 것이다.229) 독일에서는 민법 제352조에서 불이행 후의 상계라는 표제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는, 채무자가 해제 전에 상계에 의하여 그 채

무를 면할 수 있었는데 그가 해제 후 지체 없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에는, 효력이 없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상계의 의

사표시를 하여 해제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독일 민법은 사용임대차, 용익임대차에서 차임지체로 인한 해제는 지체 없

이 상계를 하여 이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3조 제2항 3문, 제

581조 제2항). 이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때 상계적상의 다른 요건은 

충족되고 있어야 한다.230) 이를 소비대차 등에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231)

오스트리아는 민법 제918조232) 제1항에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이행과 

지연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추완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제에 수반되는 추완 기간 중에 

변제 등을 통해 해제를 저지할 수 있고 여기의 변제 등에 상계가 포함되는 

229) 물론 채무불이행 이후에 상계적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의 효력 발생에도 불구하고 

해제의 효과는 계속된다고 할 것이다.
230) Gernhuber, 290.
231) Gernhuber, 311.
232) 오스트리아 민법 제918조

  ①유상계약이 한 당사자에 의해 적절한 시각에, 적절한 장소에서 행하여지지 않거나 정해

진 조건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는 이행과 지연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추

완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②이행이 양 당사자에게 가분적인 경우에는 일부 이행의 지연을 이유로 이행된 부분에 

관하여 해제를 하거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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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는 의문이 없다. 이 규정을 다른 형성권 행사에 유추 적용하여 반대채권

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해제, 해지, 상계 등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형성권 행사를 저지하고 

상계의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다.233) 

이러한 규정이 없는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와 거의 같은 

상계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은 임료지체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

히 해제된 후에 그 해제 이전에 상계적상이 있었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

여 지체임료와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임대차계약은 부활하지 않는다

고 보는 재판례가 있다.234) 학설은 상계가 소급효를 가지지만 상계의 의사

표시 이전에 발생한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하여 판례에 찬동한다.235) 

그러나 일부 학설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확실한 반대채권이 있는 줄 

명백히 알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

체 없이 상계를 주장한 경우 등에는 신의칙에 의하여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

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236) 

국내에서도 반대채권이 있어 차임의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하여 특

별한 조치를 하지 않던 임차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있을 수 있어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237) 그러나 국내의 다수설은 계약이 

233) 찬성하는 견해로 Dullinger, 164, 반대하는 견해로 Rummel/Rummel, §1438 Rn. 15.
234) 日大判 1921(大 10).1.18. 民錄 27, 79; 日最判 1957(昭 32).3.8. 民集 11-3, 513(동 

판결에서 이러한 결론은 해제 당시 임차인이 자신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지 못하여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유익비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경우에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는 것과(日

大判 1940(昭 15).2.3. 新聞 4529, 13), 18년간 주택임차를 하고 태풍으로 인한 수선비 

29000엔도 부담한 임차인이 3000엔의 임료를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을 해제하는 것은, 상계 등 조치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합당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임

대차계약의 기초에 있는 신뢰관계가 아직 파괴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日最判 1964(昭 39).7.28. 民集新 18-6, 1220).
235) 潮見, 債権総論, 360; 林, “判例批評,” 373(채권소멸원인이 있은 후에 다시 상계를 하

는 것은 소멸시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지만, 해제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개입되어 있어 변제와 차이가 있고 상계적상에 있는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의 위법성을 조각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결론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

에서 발생하는 양 채무가 서로 관련이 깊은 만큼 불명확성을 초래하지 않는 반면 상계는 

채권이 대립하고 있어도 당사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별도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법률관계의 불명확성을 피하기 위하여는 판례의 입

장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236) 我妻, 債権総論,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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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채권이 이미 소멸되어 상계적상이 소멸되므로 

그 이후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본다.238) 생각건대 이 문제는 상계의 대

상 채무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반대채권이 

주채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에 대한 기대가 강하고 이를 보

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면 바로 상계권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컨

대 오토바이를 할부로 판매하였는데 오토바이에 하자가 있어 손해배상채권

을 취득한 구매자가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판매자의 해제권 행

사에 대하여 구매자는 즉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하여 해제의 효과를 

저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단지 반

대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수동채권의 불이행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이므로 해제권 행사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할 수는 없다고 생각

된다. 또한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물의 하자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여 임

차인이 차임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해제권 행사에 대하여 임차인

은 즉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하여 해제의 효과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

다. 다만, 손해배상채권이 불확실하고 금액이 미소한 경우에는 이러한 상계

는 권리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을 것이다.

(2) 상호대립성

양 채권에 관해 서로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자는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이다. 추심권자, 대리권자는 채권자가 

아니다. 회사의 사원, 주주나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은 각각 회사나 조합과 

별개의 실체이므로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나 조합의 채권을 가지고 상

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회사의 고용인이나 국가기관은 여기서의 회

사나 국가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제539조)에서 상호대립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 채권자

가 아닌 자에게 채무 이행을 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채권자를 요약자, 채무자를 낙약자, 제3자를 수익자로 칭한다. 민법에서는 

수익자에게 이행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237) 민법주해[XI]/윤용섭, 373.
238)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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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게 이행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낙약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반대채권

이 있다면 낙약자는 이를 가지고 수익자의 이행청구권에 대하여 상계를 하

는 것이 가능하다.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이행청구권을 부여하

지 않은 경우에는 낙약자의 상계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낙약자가 요약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있는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수익자에게 이행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낙약자의 상계를 인정한다면 수익자의 이행 청구권이 일방적으로 박탈된다.

오스트리아의 다수설은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계를 부정하고, 다만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한하여 낙약자의 요약자

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인정하고 있다.239)

사견으로는 우리 민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장을 따르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 제541조는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

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고 제542조는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

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의 이행청구

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낙약자는 계약상의 사유로 제3자의 청구권을 저지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상계의 경우에 유추하여 판단하

면, 원칙적으로 낙약자는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로써 제3자의 이행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반대채권이 주채무와 같은 법

률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상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반대채권으로도 상

계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낙약자는 자신의 채무는 온전히 이행하면서도 이와 

견련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권은 이행을 확보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결과

에 이르게 되어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2. 채무 목적의 동종성

(1) 일반론

상계의 요건으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할 것을 요한다

239) Dullinger,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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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2조 제1항 본문). 상계의 기본적인 취지가 급부의 불필요한 반복을 방

지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에서 급부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상계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급부대상을 채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상계가 가능하다.240) 이에 대하여 다수설은 종류채

권에 한정된다고 본다.241)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대체물인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2000년형 중고 아반테 100대와 같이 부대체물도 그 개

성이 아니라 공통성 및 수량에 초점을 둔다면 종류채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242) 일본 구민법에서는 채무의 동종성 대신에 채무가 대체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나(제520조), 현행 민법에서는 동종성 요건으

로 이를 확대하였고 채무의 성질상 상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새로 규정하

여 다시 제한을 두었다고 한다.243) 

단순히 가치환산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동종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곡

물이나 자원(금, 은, 구리 등)과 같이 확립된 시장시세가 있다고 하여도 이러

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급부와 금전채무를 같은 종류라고 볼 수 없다.244) 

상계가 이루어지는 사안의 대부분은 금전채권에 관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소비대차의 예약을 한 자가 상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가 있다. 소

비대차예약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

고 소비대차예약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하여 일본 대심원은 수동채권이 단순히 금전 지급 의무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무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서 자동채권과의 동종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판결하였다.245)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위임인에게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데246) 이에 대하여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

240)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의 동종성을 요구하지 않고 폭넓게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7조, 제426조 참조).
241) 곽윤직, 채권총론, 286; 김형배, 채권총론, 763; 김상용, 채권총론, 494; 송덕수, 채권

법총론, 459.
242) 곽윤직, 채권총론, 28.
243) 法典調査会民法議事速記錄三, 567.
244) 프랑스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상계를 허용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제1291조 제

2항). 
245) 日大判 1913(大 2).6.19. 民錄 19,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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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가. 일본 대심원은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

였다.247) 이에 대하여는 양 채무가 외견상 동일하므로 긍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견해가 있다.248) 그러나 대변제 청구권과 위임인의 수임인에 대한 

채권은 상계의 동종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변제 청구권에 있어 

제3자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하는 ‘하는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정물채무와 종류채무 사이에서도 동종성이 인정될 수 있다. 특정물 채권

도 상계의 취지에 부합하게 급부 내용의 동종성 요건을 만족하면 상계의 대

상이 될 수 있다. 특정물채무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종류채무에 대하여 같은 종류표지를 가지는 

특정된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물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249) 다만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특정물 자체에 초점이 있

는 경우에는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외화채무

1970년대까지 영국에서 외화채무는 영국통화로 환전되어야 영국법원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1976년 귀족원 판결로 이러한 

입장은 변경되었다.250) 귀족원은 영국법원이 외화로 표시된 금액의 지급 판

결을 할 수 있고 집행력을 부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파운드화 계산이 된다

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을 확장하여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채무 사이에서

도 상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재판례가 있다.251) 이는 법률상 상계에 관한 것

이었는데 형평법상 상계에 관하여는 명확하지 아니하다.252) 

독일에서 외화채무는 진정 외화채무(echte Fremdwährungsschuld)와 부

진정 외화채무(unechte Fremdwährungsschuld)를 구별하여253) 진정 외화채

246) 우리 민법도 제688조 제2항에서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47) 日大判 1925(大 14).9.8. 民458夏.
248) 我妻, 債権総論, 326.
249) Gernhuber, 236.
250) Miliangos v George Frank(Textiles) Ltd[1976] AC 443.
251) The Despina R [1978] 1 QB 396, at 414-415(피해자가 외화지출로 손해를 입은 경

우에는 외화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시).
252) Derham, n. 5.90(이 경우 상계를 긍정하여야 하고 환전비율은 재판 시 기준 주장).
253) MünchKomm/Grundmann, §245 Rn. 93.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를 진정 외화채무(echte Valutaschuld)로 표현하고 있다. 외국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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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원칙적으로 동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

이다.254) 이에 따르면 외화채무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상계가 가능하다. 

반면 부진정 외화채무는 외화로 표시되기는 하였지만 민법 제244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국내통화로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

나 이러한 입장은 금전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환전이 

자유로운 통화가 많다는 점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해결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55)256) 이에 따

르면 외화채권을 가지고 마르크화 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것은 그 외화

가 자유롭게 전환가능하고 당사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다면 허용되어야 한

다고 한다. 금전은 언제든지 문제 없이 교환될 수 있다면 외화로 표상되는 

경우에도 거래관념에 의한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외화지급조

항이 지급 시까지의 ‘가치’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상계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257)

이 경우 환율을 정하는 시점이 중요한데, 상계적상 시보다는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환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민법 제244조 제2항에서 “환산은 지급시의 지급장소에서의 환금시세

에 의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유추 적용하여 이행기가 아니라 

실제 지급 시에 해당하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것이다.258)

채권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통화(Euro)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민법 제244조 제1

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254) MünchKomm/Schlüter, §387 Rn. 32; Staudinger/Gursky, §387 Rn. 79, 80; 

Gernhuber, 238.
255) Gernhuber, 239.
256) 독일 도산법 제95조 제2항도 다른 통화의 자동채권을 가지고 하는 상계도 수동채권의 

이행지에서 자유롭게 환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시점과 

환율은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시점 및 장소라고 규정한다. 다만 이 규정이 일반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Staudinger/Gursky, §387 Rn. 79).
257) Gernhuber, 239.
258) Gernhuber, 240. 또한 이와 같은 취지의 독일제국법원의 재판례 RGZ 106, 99 참조

(원고는 면화를 송부하고 3728 스웨덴 크로네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독일제국 마르크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이다. 1심은 상계를 기각하였지만 항소심과 제국법원은 

상계를 인정하였다. 피고가 스웨덴 통화로 표시된 채권을 독일제국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면 더 나아가 또한 마르크통화로 변환된 원고의 채권을 마르크통화로 발생한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른 통화 사이에는 상계의 동종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상계는 변제와 같이 채권소멸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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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259) 외화채무의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의해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지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유로로써 지급

할 수 있지만 이는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으로 채권자가 국내 통화

로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바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

이다. 채권자가 외화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국내통화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본다면 외화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액이 국내통화로 지정

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스위스 재판례는 당사자간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이는 단지 가치척도에 

불과하고 수동채권이 외화채무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채권이 외화채무인 

경우에도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60) 다만, 환전시세가 정해져 있

어야 하고 현실이행합의가 없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또한 환율을 결정하는 

시점에 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는데 상계적상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는 

지연손해로 처리하자는 견해와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

다는 견해가 있다.261)

프랑스는 외화채무의 상계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도 있지만 환전이 가능

한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262) 

일본의 구민법에서는 채무의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상계를 할 수 있

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제525조). 현행 일본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외

화채무의 상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동종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한

하여 상계를 제한하는 취지로 이 규정을 삭제하였다.263) 

공통참조기준초안은 당사자의 합의로 상계자가 특정 통화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가 아닌 한 외화채권을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으로는 상계 모두를 원

가지고 민법 제244조 제2항이 유추 적용되어 지급 시, 지급장소의 환율에 따라 변환되어

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259) Staudinger/Gursky, §387 Rn. 80.
260) BGE 63 II 393f. 외화채무에 대하여 국내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는 스위스 채무법 제

84조 제2항의 규정은 변제에만 적용될 뿐이고 상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계의 경우에는 

변제보다 더 자유롭게 외화채권을 가지고도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환율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에는 판사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61) BSK OR I-Wolfgang Peter, 2007, Art.120 N 11.
262)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395.
263) 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8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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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적으로 허용한다.264) 환율은 수동채권 통화의 매입가가 기준이다.265)

생각건대 제378조는 채무자가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국내 통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화채무에 대하

여 국내통화채무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규정은 자

유로이 환전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상계의 경우에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외화채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378조의 문언은 채무자에게 국내통화로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내 다수설은 채권자도 국내 통화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266) 외화유통이 보편화된 거래의 실정에도 부합하고 

국내에서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고 외화채무의 지불기능을 원활하게 한다는 위 규정의 규범적 취지에도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국내통화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

한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외화채무의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환율에 관해 다툼이 제기될 

소지가 크고 서로 다른 통화로 된 채권에 대하여 상계된다는 당사자의 기대

도 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화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제

378조가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외화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제378조는 채무자에게 편

의를 부여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른 통화를 급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외화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환산 기준시는 언제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 제378조에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그 환산시기에 관

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

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전 판결267)을 

264) DCFR, 1124. 규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III.-6:104:외화상계

   당사자가 외화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권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

으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서 상계자가 오로지 특정 통화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5) DCFR, 1125.
266) 민법주해[VIII]/이공현, 183; 김형배, 채권총론, 73; 안법영, “외화채권과 환차손의 배

상,” 230; 이공현, “외화채권의 변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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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여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

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

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

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

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268) 이를 확장하여 상계의 경우에도 상계의 의사표시

를 하는 시점을 환율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계 적상시를 기준으

로 한다면 오히려 채무자가 환율의 유불리를 고려하여 지급시점의 환율이 

유리하면 외화채무를 직접 변제하고 상계적상시점의 환율이 더 유리하면 상

계의 의사표시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위험 부담 없이 외화 채무의 채

무자에게 투기적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3)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라도 그 급부의 대상이 같은 종류로 인정된다면 동

종채무이다. 즉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상

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

494조). 실제에 있어서 이행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계하는 당사자가 상대

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상계를 하지 

않았다면 물건 수송 또는 자금 송부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것이 상계에 의하여 좌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한 채무는 대

구에서 이행하는 것이고 다른 채무는 서울에서 이행하는 것이라면 다른 채

무의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고 대구에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상계에 의하여 이를 좌절당한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울에서 대구로의 수송비에 해당하는 손해는 

상계자가 피상계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정기행위채무와 같이 특정한 

이행지에게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이는 상계배제의 특약으

267) 大判 1987.06.23., 86다카2107, 공보 1987, 1216. “당사자 사이에 채무의 변제를 다

른 나라의 통화로 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는 이행기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한화로 변제하면 족하다.”
268) 大判(全) 1991.03.12., 90다2147 공보 1991, 1161.



- 61 -

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여행자가 여비를 정기행위로 특정지역에서 받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지급의무자는 상계할 수 없고 이를 특정지역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3. 이행기 도래

민법 규정은 쌍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할 것을 요구한다(제492조 제1

항 본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사이에 상계를 인정하면 당사자로 하

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수동채권의 경우에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계자가 이를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지

만(제153조 제2항)269) 자동채권의 경우에는 상계자가 채권자에 해당하기 때

문에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270) 상

계자는 상계를 통해 수동채권의 이행과 동시에 자동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

인데 자동채권이 아직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이를 가지고 상

계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 발생 시부터 이행을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채무 발생 시가 이행기라고 할 것이다.271) 대법원도 하자보수보

증금채권에 관하여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272) 일본 대심원도 대금채권273) 및 

269) 大判 1979. 6. 12., 79다662, 공보 1979, 12010. 본 판결은 압류와 상계의 경합에 관

한 재판례로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압류명령의 송달시에 수동채권과 자

동채권이 상계적상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만 수동채권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자동채권만 이행기가 도래하여 있다면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계적상이 발생한 것과 같이 보아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 판

결이다. 본 판결의 상계와 압류의 우열에 관한 판시는 후에 변경되나, 수동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에 상계할 수 있다는 부분은 변경되지 않았다.
270) 곽윤직, 채권총론, 287; 김대정, 채권총론, 432; 송덕수, 채권법총론, 459.
271) 기한이 없는 채무의 지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제387조 제2항). 
272) 大判 1981.12.22., 81다카10, 공보 1982, 214.
273) 日大判 1942(昭 17).11.19. 大民集  21, 1075.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금채권은 채권

자가 언제든지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변제기에 있고 차주

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는 대주의 최고가 필요하지만 상계에 관하여는 

상계의 자동채권인 위 대금채권은 그 성립시에 즉 그 대부의 시에 이미 변제기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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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274)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불확정기한부채무는 

그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기에 있는 것이 된다.275)

의사표시로 상계를 행사하도록 하는 국가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요건을 

구별하여 자동채권은 청구가능성을 요하고 수동채권은 이행가능성만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독일 민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제387조) 스

위스 채무법은 규정상으로는 양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

지만(제120조 제1항) 통설은 반대채권에 관하여만 이행기 도래가 요구되고 

주채무의 경우에는 이행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276)

상계는 수동채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행 또는 이행제공에 준하는 것이지만 

자동채권(반대채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원래 채권의 

강제는 법원의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계에 있어

서만 상계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행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법

률이 상계자에게 부여한 하나의 특혜라고 볼 수 있다. 결재의 편의를 위해서 

상계의 경우에 집행권원 없이도 사적인 채권 만족의 강제를 허용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계의 반대채권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 즉 재판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어야 하고 이행기가 

도래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민법의 경우에도 상계

를 의사표시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자동채권에 관하여는 청구가

능성을, 수동채권에 관하여는 이행가능성을 상계의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277)278) 

해제조건부 채권의 경우 청구가능성이 있는가.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에서 

으로서 상계적상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274) 日大判 1933(昭 8).9.8. 大民集 12, 2124(수동채권인 예금채권에 관해 압류 및 전부명

령이 송달되어 은행 측이 고객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를 한 판례).
275) 大判ﾠ1989.6.27.,ﾠ88다카10579, 공보 1989, 1147.
276) ZK-Aepli, Art. 120 OR N 81; BSK OR I-Wolfgang Peter, Art. 120 N 4.
277) 국내에서도 자연채무와 같이 강제할 수 없는 채무는 이 규정에서 말하는 채무에 포함

되지 않는다고 본다. 민법주해[XI]/윤용섭, 369;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430.
278) 일본 구민법에서도 청구가능한 채무일 것을 요건으로 하였는데 현행 일본 민법에서는 

이를 유지하면서 그 자구만 수정하여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79). 이는 우리 민법의 해석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비록 우리 민법의 문구가 변제기 도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입법취지는 

요구할 수 있는 채무 즉 청구가능한 채무일 것을 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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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견해는 청구가능성 요건은 충족시키지만 다툼이 있는 채권이라 하여 

상계의 반대채권으로 할 수 없다고 보지만,279) 다수 견해는 해제조건부 채

권의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가능성 요

건을 충족하고 상계의 반대채권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280) 다만 이탈리아 

법원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어서 필요한 안정성

을 결여하였다고 보아 청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281)282) 독일에서

는 해제조건부 채권도 조건이 미성취 시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고283) 

채무의 특정을 위하여 채무자의 협력이 있어야 확정되는 채권은 그러한 확

정을 위한 채무자의 행위가 있어야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다.284)

4. 확실성 요건(?)

확실성(Liquidität)은 반대채권이 쉽게 증명될 수 있을 것을 의미한다.285) 

상계로 주장하는 반대채권이 주채무와 관련이 없고 그 존재 여부가 불확실

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거

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 요건은 로마

법에서부터 등장한다. 엄정소송에서는 확실성 있는 반대채권이 있으면 청구

금액을 감액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성의소송에서는 심판인은 절차 지연을 초

래하는 반대채권을 심리하지 않을 수 있었고, 유스티니아누스법에서는 확실

279) Kannengießer, 17 주 130.
280) Kannengießer, 17.
281) Cass.civ.sez.III(10.3.1970,n.620)Rep.1971,4006. 그러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있어서 

판결 내용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해제조건부 채권의 해제조건이 충족될 가능성 

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행담보금을 지급하여야 가집행판결을 집행할 수 있고 

상계를 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 판결과 달리 볼 이

유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채권의 확실성 및 채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

이 해제조건부 판결 보다 덜하지 않다는 것이다(Kannengießer, 18). 
282) 이 판결을 청구가능성 요건이 아니라 확실성 요건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Kannengießer, 18 주 138 참조.
283) Gernhuber, 248.
284) Gernhuber, 248.
285) 확실성 외에 생각할 수 있는 번역으로 확정성, 명확성이 있다. 확정성은 채권의 목적

의 요건에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의 염려가 있다. 확실성과 명확성은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종래 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으므로(최병조, “로

마법상의 상계,” 243)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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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상계의 요건으로 명시하였다.286) 그 후 중세를 거쳐 현대 각국의 민법

전에 반영되었다. 우리 민법은 상계의 요건으로 확실성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개별사안에서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요건을 활용할 필요가 있

다.

(1) 비교법적 검토

1) 프랑스

프랑스 민법 제1291조 제1항은 양 채무가 모두 확실할 것을 요구한다. 확

실성은 반드시 채무의 성립과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

니고 소송절차에서 어려움 없이 증명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287)288) 이는 

피고가 다툼이 있는 반대채권으로 주채권에 관한 소송절차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289) 반대채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것이 상계를 탄핵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장된 것이라면 충분하지 않다. 

다툼은 진지한 것이어야 하고 이는 필요한 경우 긴급심리 판사(le juge des 

référés)가 확인할 수 있다.29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사고가 일어난 때에 발생하지만 그 손해

배상액의 확정은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재판에서 정해진 때에 이루어지기 때

문에 확실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291) 이러한 채권

이 아닌 경우에는 확실성 요건은 채무가 심각하게 다투어지지 않을 것을 요

구한다.292) 단순히 반대채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이 명확하나 어떠한 경우 심각하게 다투어지는 것인지에 관한 기준은 

분명하지 않다.293) 정지조건부 채권은 그 존재가 불확실하여 확실성 요건을 

286) 상세한 내용은 제2장 제2절 1. 참조.
287) Baudry-Lacantinerie et Barde, n° 1830. 
288) 프랑스 민사집행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Code d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art. L 111-6 “La créance est liquide lorsqu'elle est évaluée en argent 

ou lorsque le titre contient tous les éléments permettant son évaluation.”(채무가 확

실하게 된 경우는 그것이 금전으로 정하여 졌거나 그 권한이 금액을 정하기 위한 모든 요

소를 포함하고 있는 때이다.) 
289) Baudry-Lacantinerie et Barde, n° 1830. 
290) Civ 1re, 22 November 1989, Bull. civ. I, n° 356;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396.
291) Carbonnier, n° 337.
292) Baudry-Lacantinerie et Barde, n° 1833.
293) Carbonnier, n°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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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다.294) 

확실성 요건은 프랑스 민법 제129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실체법 요건이 되

었지만,295) 민법 제정 이전의 프랑스 법에서는 확실성 요건이 절차적 장치

로 이용되었다.296) 민법 제정 이전의 프랑스 관습법은 로마 유스티니아누스 

법의 영향으로 상계의 요건으로 확실성 요건을 제시하고 있었다.297) 민법전

의 제정 이전에 성문법(droit écrit)과 관습법(droit coutumier) 모두 확실성 

요건을 절차적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확실성 요건은 과도하게 길고 복잡한 

소송절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연상계이론에 의하면 상계는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상계권을 행

사하는데 재판상 행위가 관여할 필요가 없었다. 그 결과 확실성 요건을 포함

한 상계의 모든 요건은 실체법적인 것이어야 했다. 그러나 확실성 요건을 실

체법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채권의 확정시 기준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하

는 문제가 생긴다. 확실성 요건의 취지가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면 그 판단 시점도 재판 시가 되어야 하고 재판 시에 확실성 요건이 충족되

면 충분한 것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 민법 제1291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상계적상이 발생하므로 프랑스 민법 규정에 의하면 재판

시 이전, 즉 양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때 확실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상

계적상이 되고 상계의 요건이 충족된다.298) 재판례는 이행기 도래 시뿐만 

아니라 소송 절차에서 상계가 주장되는 시점에 확실성 요건이 충족될 것을 

요구한다.299)

294) Baudry-Lacantinerie et Barde, n° 1832.
295) 확실성 요건이 절차적 요건에서 실체적 요건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프랑스 법의 과학

화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로마법, 관습법, 교회법 등을 연구하는 과정에

서 법에 논리적 구조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실체적 요건은 어떤 것을 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권한에 관한 것이고 절차적 요건, 즉 소송은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Thireau, “La doctrine civiliste avant le code civil” in Poirmeur, La doctrine 

juridique, 1993, 26(Fountoulakis, 50에서 재인용).
296) 프랑스 민법의 확실성 요건은 프랑스 관습법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문헌으로 

Kegel, 162 참조.
297) Baudry-Lacantinerie et Barde, n° 1830.
298) Fountoulakis, 50.
299) Req. 7. 2. 1883, D. 83. 1. 473, S. 85, 1, 300; Req. 4. 3. 1867, D. 67. 1. 425, 

S. 67. 1. 254(Kegel, 16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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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탈리아

민법 제1243조 제1항에서 명문으로 확실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의

미에 관하여는 다툼 없는 채무를 반대채권으로 하는 경우에 확실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반대채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확실성 요건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1975년 파기원 판결이 “다툼이 있는 

채권이라도 재판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는 요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확실

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후300) 이 판결은 1982년에도 되풀

이 되었다.301) 다툼의 존재가 법원에게 일견 핑계 또는 구실로만 보이는 경

우에는 이를 가지고 확실성 요건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302)

3) 독일

독일 민법에서 채권이 확실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판덱텐 

학자들은 로마법에서 채권의 확실성은 절차법 요건으로 분류되었다고 판단

하고, 민법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채권의 확실성을 상계의 실체적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303) 민사소송법에서는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할 단계

에 이른 경우에는 상계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도 상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

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02조 제1항).304)305)306) 이 

300) Cass.civ.sez.III(21.4.1975,n.1532) Rep.1976,4734(Kannengießer, 15 주 117에서 재

인용).
301) Cass.civ.sez.III(15.7.1982,n.4161)Foro It.1983,I,96(Kannengießer, 15 주 119에서 재

인용).
302) Kannengießer, 15.
303) Fountoulakis, 75. 
304) 독일 민사소송법 제302조(§302 ZPO)

①피고가 반대채권의 상계를 주장하였다면 청구채권이 판결을 할 단계에 이른 경우에 한하

여 상계에 관한 판결을 유보하고 판결을 할 수 있다.

②판결이 유보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321조에 의한 판결의 보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③상계를 유보한 판결은 상소나 강제집행에 관하여 종국판결로 간주된다.

④상계에 관한 판결이 유보되었다면 그 상계는 소송계속인 상태로 남아있다. 다른 절차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게 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비용지급을 결정한 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판결의 집행에 의해 발생하거나 집행을 막기 위하여 이

행을 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계속 중인 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

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청구가 주장된다면 그 지급 또는 이행의 시점까지 소송이 계

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305) 2000. 3. 30. 개정(2000. 5. 1. 시행) 이전의 규정에서는 반대채권이 주채무와 법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보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고 법적 관련성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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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요건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은 판결을 하는 시점에 상계항변이 이유 

있음이 명확하거나 반대로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였거나 반대채권이 효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계항변을 각하 또는 기각할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유

보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307)308) 상계항변에 관한 이러한 판

단을 하는 범위에서는 법원이 반대채권 등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데 그 

심리의 정도에 관하여는 상계의 허용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견해309), 

상계의 허용성이란 개념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계항변에 관하여 재판하

기에 성숙하였음을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유보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

해310), 법률문제와 같이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는 유보판

매우 넓게 해석하여 내적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양 채권이 같은 계약에서 발생하는 등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경

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유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었다(Zöller/Vollkommer, §302 ZPO 

Rn. 3). 다만 유보판결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사의 기준으로서는 법적 관련성이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Zöller/Vollkommer, §302 ZPO Rn. 6).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은 여전히 

법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유보판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391조 제

3항).
306) 유보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는 상계를 판단할 수 없다. 반대채권이 견련관계가 있거

나 1심에서 제기한 것과 다른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Zöller/Vollkommer, §302 ZPO Rn. 8). 한편 유보의 대상이 된 상

계의 반대채권은 1심에 계속된다. 즉 유보된 상계로 인해 소송은 1심에 계속 머물러 있고 

법원은 별도의 민사소송등록을 요하지 않고 직권으로 후속절차(Nachverfahren)를 진행한

다(Zöller/Vollkommer, §302 ZPO Rn. 10-11). 후속절차에서 청구채권을 반박하는 새로

운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Zöller/Vollkommer, §302 ZPO Rn. 11). 후속절차는 종국판결

로 종결되는데, 상계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유보판결에서 유보 부분을 제

거하는 판결을 하고 상계의 주장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유보판결을 취소하고 청구기각 판

결을 한다(Zöller/Vollkommer, §302 ZPO Rn. 12). 후자의 경우에 후속절차의 판결[이를 

일부 판결이 있은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결이라는 의미에서 잔부판결(Schlußurteil)이

라고 한다. Zöller/Vollkommer, §302 ZPO Rn. 12; §301 ZPO Rn. 1]의 효력에 의해 유

보판결의 가집행 효력은 상실된다. 
307) Luchterhand Reihe Alternativkommentare, Kommentar zur 

Zivilprozeßordnung(1987), §302 Rn. 11.
308) 상계를 유보한 이러한 일부판결 또는 유보판결은 강제집행에 있어 종국판결과 같은 효

력을 가지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302조 제3항) 상계에 관한 계속된 소송절차가 끝나기 

전에 주채무에 관한 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반대채권의 성립 및 상계의 요건이 충족

된다고 판단하여 상계를 긍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시도에 대하여 집

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이미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Dullinger, 202). 민사소송법 제302조 제4항 4문에서는 반대채권 및 상계에 관한 소송절

차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309) BGHZ 35, 248=BGH NJW 1961, 1721.
310) Bötticher JZ 1962,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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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할 수 없으나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유보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311)가 있다. 판례는 상당한 범위(in gewissem Umfang)

에서 심리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 있다.312) 또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러한 심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

한다.313) 반대채권에 관하여 규명할 사실 문제가 남아 있다면 반대채권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나, 법원은 확실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314)

4) 오스트리아

반대채권이 쉽게 입증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확실성 요건이 상계의 요건에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 대립이 있다.315)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3항에

서 “피고가 항변으로 청구채권과 법적 관련이 없는 반대채권을 주장한 경우

에는 청구채권에 관한 심리가 판결을 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부분판결로 청구채권을 인정할 수 있다. 반대채권에 관한 심리는 정

지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316) 반대채권이 확실성의 요건을 

311) MünchKomm/Musielak, §302 ZPO Rn. 4.
312) BGHZ 25, 360, 366. 원고는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특허 등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를 주장하였다. 원심은 유보판결을 하였는데 연

방대법원은 양 채권이 양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한 약관이 적용되는 시기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양 채권은 견련관계에 있고 유보판결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13) Luchterhand Alternativkommentare, §302 ZPO Rn. 11.
314) Saenger/Saenger, §302 ZPO Rn. 7; 최근에 독일연방대법원은 유보판결결정을 위한 

지침을 설시하였다(BGH NJW 2006, 698). 원고의 도급보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목적물

하자제거비용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1심과 항소심은 상계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수급인의 보수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이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 제한 없이 유보판

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대채권의 종류, 법률의 취지, 부당한 법적분쟁에 의한 지

연으로부터 수급인 보호 등을 통해 재량의 한계가 주어지고 법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도급인이 계약에 의해 창출된 급부와 반대 급부간 등가관계의 형성에 기여하

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유보판결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며 목적물의 하자

제거비용, 완성을 위한 증액비용 등의 채권은 이러한 반대채권에 포함된다고 설시하였다. 

다만 당사자 진술 또는 가령 확실한 사적감정이나 자명한 입증절차의 결과를 평가하여 반

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거나 도급보수채권에 비하여 반대채권의 가치가 작

고 추가적인 규명이 매우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되어 보수채권의 집행지연이 수급인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것이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보판결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315) Dullinger, 91.
316) 이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는 ①재판절차에서 처음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재판 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②반대채권



- 69 -

결여한 경우에도 상계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송절

차에서 적용되는 것인데 과연 실체법적 영역에서 확실성의 요건이 필요 없

는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다수설은 확실성 요건은 상계의 요건이 아

니라고 하고,317) 오스트리아 재판례도 확실성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318)

5) 스위스

반대채권의 확실성에 관하여는 스위스 채무법 제120조 제2항에서 명문으

로 반대채권에 관한 다툼이 있어도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확실성 요건

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특기할 만하다. 상계는 절차법이 아니

라 실체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반대채권에 관해 다툼이 있어도 단지 이를 가

지고는 상계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하거나,319) 스위스 일부 

주(Kanton)에서 승인된 반대채권으로만 상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 규정을 두었다고 설명한다.320)

6) 영국

법률상 상계의 요건으로 채무의 확실성을 요구한다. 이는 확정된 액수로 

이행을 하여야 하는 채무이거나 제소 시 어려움 없이 확정될 수 있는 금전

채무를 의미한다.321) 양 채무 모두에게 확실성 요건을 요구한다.322)

이 주채무와 견련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③확실성 요건은 요구되지 않으며 

관할 법원에서 재량으로 반대채권을 분리하여 판결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Fountoulakis, 

94-95. 
317) Dullinger, 91; Schwimann/Heidinger, §1439 Rn. 7(확실성 요건을 요구한다면 상계의 

적용범위가 현저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확실성 요

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확실성을 제외

한 나머지 요건이 갖추어진 때라고 보고, 반대채권이 확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

은 아니라고 한다.
318) SZ 50/35.
319) BSK OR I-Wolfgang Peter, Art. 120 N 21
320) BK-Silur, Art. 120 N 34.
321) Bennett v White[1910] 2 Q.B. 643, at 648 per Kennedy L.J. “‘채무의 상호성

(mutual debts)’은 실제적으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확정된 액수로 이행을 하여

야 하는 채무이거나 제소 시에 확실하게 확정될 수 있는 금전채무를 의미한다.”; Stooke 

v Taylor (1879-80) L.R. 5 Q.B.D. 569, at 575 per Cockburn C.J. “법률상 상계에 있

어 이 항변은 오직 양 당사자의 채권이 확실한 채무에 관한 것이거나 금전채무 중 즉시 

어려움 없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인 때에만 가능하다.”  
322) Wood, n. 2-68.



- 70 -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의 예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다만, 손해배상

액에 관하여 합의하고 손해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확실성 요건을 충족하

였다고 볼 수 있다.323) 확실성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법

으로 정해지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사안의 특성에 따

라 달라진다. 대여금, 매매대금, 보험료, 차임, 예금 등의 단순한 채권는 확

실성 요건을 충족한다.324)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불확실

한 채권이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확실한 채권이 될 수 있

다.325)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성격에 좌우된다. 즉 주채무가 확실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확실한 것이 된다.326) 반대채권의 금액이 소송이나 중재에 의해

서만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확실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지

만 피고가 반대채권의 정확한 가치를 말할 수 없다는 것으로는 확실성 요건

이 결여된 것은 아니다.327)

7) 일본

구민법의 확실성 요건이 현행 민법으로 넘어오면서 삭제되었다.328) 

“명확(확실)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법원에서 능히 이를 확정할 수 있는데 

단지 기성법전과 같이 당사자의 부지에도 법률상 상계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는 주의를 택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명확(확실)한 것이 필요한 이유

가 없지 않지만 본안 제505조의 규정과 같이 상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의 명확(확

실)한 것을 요하지 않고 명확(확실)하지 않은 채무의 상계를 허용하여도 실

제상 반드시 그 폐해가 있다 할 수 없어 본안은 이 점에 있어 기성법전을 

수정함에 따라 마찬가지로 제523조의 규정도 삭제한다.”329)

즉 당연상계주의를 취하는 구민법에서는 양 채무가 확실할 것을 요구할 필

323) Wood, n. 2-82.
324) Wood, n. 2-76, 77.
325) Wood, n. 2-80, 82.
326) Wood, n. 2-112.
327) Derham, n. 2.16.
328) 구민법 제520조에서 확실성을 상계의 요건으로 하면서 제523조에서는 “채무의 성립, 

그 목적물의 성질 및 분량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 채무는 선의로 다투는 경우에도 명확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329) 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7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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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었지만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를 규정한 개정민법에서는 그 필요성이 

작고 확실한 채권에 관하여만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8)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확실성에 관하여 “채무자는 그 존재와 액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가지고 상

계할 수 없다. 다만, 상계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양 당사자의 채권이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하

였다면 채권자의 이익은 침해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330) 원칙적으로 

확실성이 결여된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없지만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바 없다면 상계할 수 있고 양 채무가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다면 채권

자의 이익은 침해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규정은 상계의 확실성 요

건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독일 등 일부 입법례에서는 확실

성이 결여된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대하여 법원이 상계판단을 유보하고 

잠정적인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뒤에 상계가 유효

한 것으로 확정되면 채권자는 자신이 수령한 이행 부분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공통참조기준초안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

면서 원칙적으로 확실성이 결여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채

택하였다.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수동채권에 관하

여 판단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채권에 관하여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확실성 요건이 결여되더라도 상계를 인정함에 문제가 없게 된

다.331) 상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동채권인 주채무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결을 하고 그 후에 반대채권이 확실하게 된 경우에도 상계는 할 

수 없게 된다.332)

(2) 우리 법에의 시사점

확실성 요건을 상계의 요건으로 전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

을 것이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확실성 없는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계를 허용하면 주채무의 정당한 이

330) DCFR, 1120–1121(III.-6:103).
331) DCFR, 1121.
332) DCFR,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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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부당하게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49조). 상계항변의 경우 그 제기가 늦게 이루어졌거나 악의적으로 소송지

연을 목적으로 상계항변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 상계항변을 각하할 필요가 있다. 종래 이 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즉 변론 경과에 

비추어 그 제출시기 전에 이를 제출하는 것이 기대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

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333) 그러나 상계항변의 경우 

이른 시기에 제출된 경우에도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각하할 필요가 있다. 확실하지 않고 수동채권과 관련이 

없는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이는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

유를 가지고 수동채권의 만족을 지연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상계권 남용으

로 기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길을 터놓게 되면 불확실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하는 상계항변에 관하여는 판단을 보류할 수 있는 여지

가 생기게 되어 무분별한 상계 주장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파기 환송 후 항소심에서 제기한 상계항변을 실기한 방어방법이

라고 하여 각하한 바 있다.334) 환송 전 원심 소송절차에서 상계항변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

기환송된 후에야 비로소 상계항변을 한 것은 상계항변과 관련하여 자동채권 

등에 관하여 새롭게 조사할 경우 현저하게 소송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이

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다른 국가의 입법례335)로 상계항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청구채권

에 관하여 일부 종국판결을 하고 상계항변으로 제기된 반대채권에 관하여 

계속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제기하여 소송 지연을 도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책이다. 입법론으로는 

이러한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33) 주석민사소송법(2)/안정호, 461.
334) 大判 2005. 10. 7., 2003다44387,44394, 법고을.
335) 예컨대 독일 민사소송법 제302조 제1항,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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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계의 의사표시

(1) 규정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493조 제1항 전문). 상계는 단독

행위로서 상계를 하는지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하여 반드시 상계을 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336) 대법

원은 상계권 행사는 채권자의 권리이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37) 

(2) 연혁 및 비교법적 검토

상계의 의사표시를 상계의 방식 또는 상계의 방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

다.338) 이는 상계의 역사와 비교법적 내용에 기인한다. 

로마법에서는 상계를 재판절차에서 주장하는 것만이 허용되었고 현재에도 

프랑스의 법정 상계,339) 영국의 법률상 상계에서 있어서는 상계의 주장을 

재판상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독일 민법, 스위스 채무법, 공통참조기

준초안(DCFR)340)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의사표시로 상계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민법은 재판 외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논의341)가 

있기 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입법자의 취지는 당연상계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342) 그 당시 보통법 이론에 의하면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재판 

336) 大判 1987. 5. 12., 86다카1340, 공보 1987, 960. 동 판결은 또한 “채권자가 주채무

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

증채무자가 신용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

책되는 것도 아니다”는 점을 설시하고 있다. 채권자에게 상계권이 있는 경우 보증인이 보

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도 있다(독일 민법 제770조 제2항). 
337) 大判 2002. 2. 26., 2001다74353, 공보 2002, 808. 
338) 곽윤직, 채권총론, 290; 김대정, 채권총론, 438; 김형배, 채권총론, 773; 김상용, 채권

총론, 502; 김주수, 채권총론, 443; 송덕수, 채권법총론, 467.
339) Req. (11.5.1880), D. P. 80, 1, 470; Req. (21.3.1934), D. P. 1934, 1, 129; Civ. 

(24.6.1976), Bull. civ. V, n° 396(Kannengießer, 54 주 414에서 재인용). 채무자가 상계

를 주장하지 않고 해당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상계를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프랑스 민법 제1299조 참조).
340) DCFR, 1127.
341) Richter, Studien zur Geschichte der Gestaltungsrechte des deutschen bürgerlichen 

Rechts, 1939, 19 ff.
342) Ofner, 244 §567(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시점부터 스스로 법에 의하여 변제를 야기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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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다.343) 그러나 오늘날 다수설은 상계

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는 재판 외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당

연상계주의는 ①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맞지 않고 ②상계가 된 이후에 변제를 하면 이를 부당이득반

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아야 하므로 법률관계가 오히려 복잡해지고 ③민법의 

상계 규정의 법문이나 기타 자료에서도 이를 당연상계주의로 보아야 하는 

근거는 없다고 한다.344) 판례도 동종의 채권 대립은 단지 상계관계만 발생

시키고 상계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채무 소멸이 이루어진다고 보고,345) 최

근의 관련 입법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입장이다.346) 

이탈리아 민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제

1242조 제1항 제2문). 법정 상계와 재판상 상계는 소송절차에서 상계의 주

장을 하여야 한다.347) 그러나 다수설은 상계의 방식으로 소송 외 상계의 의

사표시를 인정할 실익이 있기 때문에348)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에 의

심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 외 상계의 의사표시를 허용한다.349) 

일본 민법은 우리와 같은 규정이다. 구민법은 당연상계주의를 택하고 있었

343)  Windscheid/Kipp, 470-471. 그리하여 채무자의 상계에 의한 만족을 받아들이지 않

는 채권자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344) Dullinger, 97 ff.
345) SZ 43/60.
346) 근로자책임법(DHG, Dienstnehmerhaftpflichtgesetz) 제7조

   ①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중에 이 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가 허용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받은 지 14일 내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않은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확정판결에 기한 상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관책임법(OrgHG, Organhaftpflichtgesetz) 제6조

   ① 이 법에 따른 법인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법인의 기관의 자격에서 배상의무자

에게 귀속되는 법인에 대한 금전급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서면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로부터 2주 내에 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 한

하여 허용된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이의권의 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확정판결에 기한 상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47) Kannengießer, 46. 약정 상계는 이미 당사자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추가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고려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
348) 소송절차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허용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상계를 적

용할 수 없다는 민법 제1242조 제1항 2문의 제한을 상계의 주장을 소송에서 처음 제기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소송절차 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

에서 직권으로 상계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상계의 의사표시 이후에 상계의 요건

이 결여되는 경우에도 상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Kannengießer, 28, 29).
349) Kannengießer,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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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당연상계주의와 같은 관행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고 당연상계주의의 경우에는 소제기가 없으면 상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채택하기에 주저된다는 이유로 이를 택하지 않았다.350)

(3) 수동채권이 있음을 조건으로 하는 상계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제493조 제1항 후

단). 상계에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상계는 

소급효를 가지기 때문에 기한을 붙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한다.351) 청

구채권이 이유 있음을 조건으로 하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허용되는가 문제된

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소송절차에서 이러한 예비적 상계가 허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소송절차 외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352) 

오스트리아 민법은 조건부, 기한부 상계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다. 예비적 

상계를 금지하는 이유는 상계자의 편의에 따른 조건부 또는 기한부 의사표

시에 채권자가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있고 채권자는 조건부 또는 기한

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상계의 경우에도 조건부 또는 기한부 

의사표시에 구속될 필요가 없지만,353) 변제의 경우에도 채무가 유효하고 취

소될 수 없는 것이라는 조건을 유보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계의 경우

에도 주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조건을 붙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스위스에서도 예비적 상계는 상계에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계의 

법률상 요건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354) 국내에서도 

“채무가 있으면 상계한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조건이 아니므로 허용

된다고 설명한다.355) 생각건대 채무의 존재는 상계의 요건 중 하나므로 이

러한 상계의 요건이 존재함을 전제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상대방

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바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350) 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79-480. 
351) 곽윤직, 채권총론, 290; 김형배, 채권총론, 775; 김대정, 채권총론, 439; 김상용, 채권

총론, 503; 송덕수, 채권법총론, 467.
352) Dullinger, 99.
353) Motive II, 108 = Mugdan, 59.
354) von Tuhr/Escher, 206.
355) 김형배, 채권총론, 775; 민법주해[XI]/윤용섭, 394;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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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계적상의 현존

상계적상의 기준 시점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이다. 상계의 의사표시

를 할 때 상계적상이 존재하여야 한다. 상계적상이 발생하였다가 그 후에 어

떠한 사유로 상계적상이 소멸한 경우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상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4절 상호대립성이 없는 경우의 상계

1. 서

상계의 당사자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상계를 할 수 있다(제

492조 제1항 본문). 이것이 상계의 상호대립성 요건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

라서는 상호대립성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도 상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356) 

①자동채권이 상계자에게 속하지 않거나(제3자의 자동채권), ②자동채권의 

채무자가 피상계자가 아니거나(제3자에 대한 자동채권), ③타인의 채무에 대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제3자 상계)가 있다. 제3자가 상계의 당사자와 특별

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를 허용할 필요가 있어 법률 규정으로 이

를 인정한다(①, ②의 경우).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것은 제3자 

변제의 법리를 상계에 대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2. 유형별 고찰

(1) 자동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1) 연대채무(제418조 제2항)

민법은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

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356) Gernhuber는 상호 채권채무관계가 없는데 일방적 의사표시로 상계를 하여 양채무를 

소멸하는 것을 제3자 상계(Drittaufrechnung)라고 표현하고 있다(Gernhuber, 315). 그리

하여 자신의 채무를 타인의 채권으로 소멸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으로 타인의 채무를 소

멸하는 경우, 자신의 타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를 모두 제3자 상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넓은 의미의 제3자 상계를 상호대립성이 없는 경우의 

상계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제3자 상계라고 한다면 자신의 채권으로 타인의 

채무를 소멸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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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동채권이 상계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계를 허용한다.

독일 민법(제422조 제2항)과 프랑스 민법(제1294조 제3항)은 다른 연대채

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영국에서도 다른 공동채무자의 채

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357) 그러나 이탈리아 민법은 연대채

무자는 다른 채무자에게 속하는 채권으로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302조 제1항). 이와 같이 규정하는 이유는 구상관계

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 또는 다른 채무자가 도산한 경우에 위

험부담을 분담하기 위해서이다.358)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채

권자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이를 변제한 채무자가 다른 연대채

무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때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하고 변제한 채무자는 다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

구를 하여야 하는데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다른 채무자의 채

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복잡한 구상관계를 차단할 수 있

다. 또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변제한 경우에 다른 채무자가 도산한 경우에

는 그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상계를 통해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도산에 따른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

2) 보증채무(제434조)

가. 규정

①독일 민법은 채권자가 이행기가 도래한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도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

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770조 제2항).359) 즉 채권자가 상계를 할 수 있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②한편 스위스 채무법은 주채무자가 상계

357) Levy v. Sale[1877] 37 L.T. 709; White v. Tyndall[1888] 4 A.C. 504 (각각 

Kannengießer, 64에서 재인용). 이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공동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이 채

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공동채무자가 공

동으로 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채권자의 청구채권의 채무자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가능하다고 한다.
358) Kannengießer, 78.
359) 독일 민법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항변사유를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규

정한다(제768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상계권의 행사 여부는 주채무자가 판단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자가 아직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보증인이 상계항변을 할 수는 없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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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있으면 보증인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21조).360) 

③반면 프랑스민법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1294조) 일본(제457조 제2항)361) 및 우리 민

법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민법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상계가 아니라고 볼 여

지가 있다.362) 상계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모두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당사

자가 되는 것이고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소멸에 따른 부종성에 의

하여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규정의 문언도 연대채무의 경우 “상

계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반면 본 조항에서는 “대항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이론적인 의미가 있기는 하나 이를 구별할 실

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나. 채권자의 통지의무

위 민법 규정과 같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과연 채권자에게 상계의 자동채권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통지 의무가 없

다면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주채무자가 상계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위 규정의 상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상계의 자동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363) 

360) “제121조 (보증에 관하여)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상계권을 가지고 있는 한 채권자의 채권만족을 거절할 수 있다.”
361) 이에 대하여 연대채무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을 

처분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변제를 거절하는 항변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견해가 있다(我妻, 債権総論, 482; 奥田, 債権総論, 398).
362) 이를 지적하는 일본의 설명으로 中田, 債権総論, 373.
363) 大判 2002. 2. 26., 2001다74353, 공보 2002, 808. 주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할 수 있

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고 현실 변제를 받고 자신의 주채무는 

변제하지 않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을 일부 대위취득하고 

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담보권실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인에게 변제를 하여 손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보증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비록 피고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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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부정한다면 채권자는 주채무자 및 보증인

에게 별도로 채권관계가 있는 것인데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일방에게 유리

한 결과가 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채권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로서 보증인의 이익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채권자는 신의칙 등 일반조항이 적용되는 사

례를 제외하고는 보증인에 대한 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

다.364) 이 문헌에서 설명하는 사안은 이행기 도래 당시 주채무자에게 충분

한 자력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하여 그 후에 주채무자가 무자

력이 되고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채권자에게 보증인에 대한 배려의무가 일반

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채권자의 이러한 통지 의무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이로부터 바로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도출할 수 없는 

것이고 신의칙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는 보증관계에서 

보증채권을 가지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해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입법론으로는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채권자가 당사자이

므로 채권자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보증인은 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 보증인

의 주채무자 상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통

지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가치는 있다고 하겠다.

①보증인이 주채무자 상계를 하기 위하여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에게 상계

의 반대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할 경우 채권자 또는 주채무

자는 이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가. 또는 ②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

한 반대채권을 특정하지 않고 주채무자의 상계권을 행사하고 반대채권이 없

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보증채무 이행을 위해 공탁을 하는 것이 가

능한가. ①의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답한다면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반대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은 그 효용이 많이 감소하게 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

다 하더라도 그 점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64) 양창수,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배려의무에 관한 서설,” 385 이하.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이 채권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보증인에 대한 일정한 의무

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국가도 있다고 한다(같은 문헌 39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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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이

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먼저 보증인에게 이

러한 통보를 해 줄 의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증인 측에서 먼저 

확인 요청을 하였을 때 이에 응할 의무는 신의칙에서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은 주채무자의 협

조 하에서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반쪽짜리 권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②에 대해서는 반대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유효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계의 효력은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물상보증인의 상계권 인정 여부

물상보증인이 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고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결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인정하여야 하지만, 

직접적인 명문의 법률상 근거가 없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

서 물상보증인에게는 이행거절권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

다.365) 이 견해는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경우에도 불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행거절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366) 이

러한 주장은 입법론으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법

의 해석으로는 이를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물적 담보는 인적 담보보

다 강력한 것이서 주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신속

하게 채권만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취지이고 타당한 

법해석이라고 보여지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보증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물상보증인에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여겨진다.

(2) 제3자에 대한 자동채권

1) 연대채무(제426조 제1항)·보증채무(제445조 제1항)

연대채무·보증채무의 경우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변제 등 채무소멸행

위를 하였다면 다른 연대채무자·주채무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는데 통지 없

이 그러한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는 연대채무자·주채무자는 채권자에 

365) 이상태, “물상보증인의 상계원용권,” 40. 
366) 이상태, “물상보증인의 상계원용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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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동채권으로 구상채무에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다.367)

2) 채권양도(제451조 제2항)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이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통지 

시까지 양도인에게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대항

사유에 상계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368) 따라서 채무자는 양도

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 대한 채무에 상계를 할 수 있게 되어 피상계

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한 예가 된다.

(3) 수동채권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채권자 대위권·채권자 취소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 대

한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수동채권이 피

상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이다. 일본에서는 부정설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인정한다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로부터 청구를 받는 경우에 비하

여 제3채무자가 유리하게 되고 수동채권의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대물

변제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게

도 손해를 준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한다.369) 이러한 논의는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가이다.

이러한 두 경우에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에게는 뜻밖의 이익을 가져다

주고 채무자의 채권자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는 타당하

지 않다고 생각한다.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취지가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경우 제3채무자 또는 수익자 등의 채

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권을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원래 상호대립성이 없는 관계에 있었다가 채권자 

대위권·취소권 행사로 상호대립성이 인정되고 상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논

367)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자신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

우에는 보증인이 구상을 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었다면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

증인에게 이전한다(제444조 제3항).
368) 주석민법[채권총칙(2)]/서민, 582.  
369) 中田, 債権総論, 373; 日最判 1979(昭 54).3.16. 民集 33-2,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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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에는 채무자

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하는 상계도 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

에370)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더더욱 인정되기 어렵다.

3. 제3자 상계(타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상계)

(1) 서

민법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고 있다(제469조). 채권자로서는 채권에 관

하여 만족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급부를 하는가는 문제되지 않

는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371) 제3자의 변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이

해관계 없는 제3자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경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금지하지 않는 한 채

권자나 채무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변제를 할 수 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변제할 수 없다.

상계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채권자의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계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만족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물상보증인이나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 담

보권자 등 채무 소멸에 중요한 이해를 갖는 자의 경우에는 제3자 상계를 허

용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상계의 경우 현실적인 

재화의 이전이 없다는 점, 반대채권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 채권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우 제3자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상계에 의한 채권만

족을 강요하고 제3자는 채권자의 채권을 대위하게 된다. 제3자 상계의 결과 

상계의 수동채권은 상계를 한 제3자에게 이전된다. 

(2)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독일 민법은 변제권이 있는 자는 모두 자신의 채권으로 제3자 상계를 할 

370) 사해행위에 따른 결과를 원상회복하는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

다(대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大判 2001. 6. 1., 99다63183, 공보 2001, 1498). 반면 채권

자대위권의 경우 제3채무자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상계권을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박탈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계는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371) 주석민법[채권총칙(3)]/유현,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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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다고 규정한다(제268조 제2항, 제1142조, 제1150조, 제1192조 제

1항, 제1200조, 제1224조, 제1249조, 제1273조). 이 경우 자동채권만이 소

멸하고 수동채권은 법정양도(cessio legis)로 변제권자에게 이전한다(제268

조 제3항, 제1143조 제1항, 제1225조). 이는 수동채권의 소멸보다는 법정양

도에 의한 수동채권의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372) 상계의 의사표시를 

통해 비로소 양 채권이 관련을 가지게 되므로 상계의 소급효는 발생할 여지

가 없고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에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373)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법 제1422조 및 제1423조는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제1358

조)374) 채권자에게 변제 시 또는 그 전에 권리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러한 경우에 변제는 채권의 매입(Einlösung)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매입이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를 수령하여

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권의 자력과 존재에 관하여 기망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375) 채무자의 동의가 없다면 채권자는 

통상(제462조)376) 제3자에 의한 변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이에 의하면 제3자 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예외

적으로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동의 없이도 제3자 변제를 할 수 있

다. 

상계의 경우에 제3자 상계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종래 다

수설은 이를 긍정하였다.377) 그러나 이 경우 상계의 상호대립성 요건이 결

372) Staudinger/Gursky, §387 Rn. 8.
373) Gernhuber, 318f.
374) 오스트리아 민법 제1358조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그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고 

채무자에게 변제한 채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족을 얻은 채권자는 이를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법적 구제수단과 담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75) 제3자 변제에 의해 채권자의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에 

관해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376) 오스트리아 민법 제462조

   등기된 담보권자(Pfandgläubiger)는 재화의 경매가 있기 전에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의 

매입을 할 수 있다.
377) Dullinger, 27-28.



- 84 -

여되어 있기 때문에 상계를 할 수 없다고 하거나,378) 제3자 상계는 채권자

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경우 등 당사자 간에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고, 이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제3자의 

부담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의해 제3자 상계에 관하여 채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고 하거나,379) 채권자의 법적 지위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상계와 대립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반대채권

의 존재와 이행기도래에 관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특히 그러하다고 

지적하면서 반대채권에 관하여 승인이나 기판력이 있고 채무자가 상계를 동

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상계가 인정된다는380) 등의 견해가 대두된다.

일반적인 제3자 상계를 부정하는 입장에 의하더라도,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오스트리아 민법은 담

보권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매입권(Einlösungsrecht)을 허용하고 있다(제462

조). 독일 민법은 물상보증인이나 담보권자 등 강제집행에 의하여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제3자 변제와 제3자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제268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독일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의하여 목적물에 대한 권리나 점유를 상실할 위험이 있

는 경우 이를 만족시킬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오스트리아 민법 제462

조는 등기된 담보권자는 재화의 경매가 있기 전이면 권리 상실 여부에 관계

없이 매입권을 인정하고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고, 오스트리아 민법의 경우 

제3자 상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담보권자의 경우에 제3

자 상계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381) 이 견해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

더라도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 상계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반대채권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채권자에

게 분쟁에 휘말리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3) 스위스

378) Rummel/Rummel,  §1441 Rn. 4.
379) Dullinger, 30.
380) Schwimann/Heidinger, §1441 Rn. 2.
381) Dullinger,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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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채무법 제68조는 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개성(Persönlichkeit)이 중

요한 경우에만 채무자가 직접 이행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무자의 위임 없이도 제3자는 변제를 할 수 있고 채권자는 이를 

거절하면 수령지체에 빠진다고 해석하고 있다.382) 채무자가 반대의사를 표

시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제3자 변제를 수령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는 제3자 변제를 반대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

령지체에 빠지지 않는다.383) 그러나 제3자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384)

그러나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는 제3자 상계가 가능하다. 민법(ZGB) 제827

조385)에서 부동산인 저당물의 소유자는 저당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상계권행사도 가능하다고 보는 견

해가 다수설이다.386) 이 견해는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채권자에 대하

여 자신의 고유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다. 그 근거로 스위스 채무법 제110조387)를 제시한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소멸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과 같은 요건으로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채무소멸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계 

요건 중 채권대립 요건을 완화하여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수동채권)의 채무자

가 아닌 경우에도 상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반면에 물상보증인의 상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하

382) von Tuhr/Escher, 26.
383) von Tuhr/Escher, 26.
384) von Tuhr/Escher, 193.
385) 스위스 민법(Zivilgesetzbuch) 제827조

① 부동산의 소유자가 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

는 것과 동일한 요건으로 담보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②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채권은 그에게 이전한다.
386) von Tuhr/Escher, 193 f(부동산저당의 경우 민법 827조에서 저당물의 소유자는 채무

자와 같은 요건으로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계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고 설명하며, 이는 동산저당에도 상응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SK OR 

I-Wolfgang Peter, Art. 120 N 9.
387) 스위스 채무법 제110조

A. 제3자의 개입

다음의 경우에 제3자가 채권자를 만족시킨다면 채권자의 권리는 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

전한다.

1.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소유권 또는 제한물권을 가지는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담보

를 소멸할 수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자가 채권자를 대신하여야 한다고 통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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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가 있다.388) 첫째, 민법 제827조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와 ‘같은 요

건’으로 피담보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상

계를 하기 위해서는 상계의 상호대립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변형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채권자(피상계자)에 대한 개입은 분명한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 규정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상보증인의 상계

를 인정하면 피상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기 위해

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피상계자가 물상보증

인에 대하여 다른 채권 및 채무를 가지고 있어 상계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그 채권이 상계적상시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으나 그 후에 소멸시

효가 완성한 채권이라면 피상계자는 스위스 채무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물상보증인이 피

담보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함으로써 피상계자의 이러한 상계 기

대를 좌절하게 만들고 결국 시효완성된 채무라도 시효완성 전에 상계를 할 

수 있었으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한 위 조항의 취

지를 좌절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389)

4) 일본

대심원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자는 저당권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으로

써 저당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90) 그 이유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채무의 변제를 하는데 정당한 이익을 가져 변제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그렇다고 저당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스스로 저당채무를 부담하게 

388) ZK-Aepli, Art. 120 OR, N 130 ff.
389) 물상보증인의 상계권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주채무자에게 상계권이 있는 경우 보증인

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스위스 채무법 제121조의 유추적용은 긍정한다. 

즉, 물상보증인이 담보된 채권의 채권자에 의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채무자에게 상계권이 

있다면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경매 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다

고 설명한다(ZK-Aepli, Art. 120 OR, N 133).
390) 日大判 1933(昭 8).12.5. 大民集 12, 2818.(소외인은 본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고 소외 은행과 당좌차월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소외인은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

도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 은행에게 정기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이 정기예

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의 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며 피고 은행에 대하

여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하였다. 일본 대심원은 상계는 당사자가 서로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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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 후 대심원은 당사자의 화해를 알선한 

제3자가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391) 일반적으로 제3

자 상계를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392)

학설은 ①판례의 입장에 찬성하여 제3자 상계를 부정하는 견해,393) ②제3

자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대립하는 양 채권의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고려하

는 취지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보아 부정하지만 물상보증인, 저당목적물의 제

3취득자 등은 책임을 부담하는 자이므로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394) ③실질적으로 제3자 변제와 같이 볼 수 있고 자동채권이 어차피 

채권자에 대한 것이므로 채권자는 신의칙상 이러한 대물변제를 승낙하지 않

을 수 없다고 하여 물상보증인 등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제3

자 상계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견해가 있다.395)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396)은 “상계는 제3자가 하는 변제의 예에 의해 채

권자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안요지를 보면 제3자 변제와 동일한 요건 하에서 제3자

도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하면서 물상보증인이 상

계를 하는 경우를 예로 제시하고 있다.

391) 日大判 1942(昭 17).2.24. 法学 11-1181. 원고(피상고인)의 화해금 청구에 대하여 피

고(상고인)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약품대금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이다. 채무자가 

상계로 사용하는 반대채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일 것을 요하고 제3

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또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은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있지 않은 한 

상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392) 我妻, 債権総論, 323도 그와 같이 해석한다.
393) 於保, 債権総論, 375.
394) 我妻, 債権総論, 323(수동채권의 채권자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그에 대한 채권

자 사이의 공평을 해한다고 설명); 朝見, 債権総論, 355; 平井, 債権総論, 222; 前田, 債権
総論, 501; 加藤, 債権総論, 413(담보의 범위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물상보

증인 등의 상계를 허용하여도 피상계자의 일반채권자를 해하지 않는다고 설명); 淡路, 債

権総論, 591(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면 원래 상계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자까지 

사실상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상계제도의 취지를 일탈하게 된다고 지적).
395) 奥田, 債権総論, 494(다만 채권자가 파산절차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계자가 다른 채권

자와 비교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본다); 平野, 債権総論, 130(다만, 채권자가 파산절차 중인 때에는 제3자 상계를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물상보증인 등 책임을 부담하는 자인 경우에는 담보의 범위에서는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中田, 債権総論, 372; 林/石田/高木, 債権総論, 306. 
396)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321, [3.1.3.23].



- 88 -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1) 학설의 논의

제3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할 수 있으나 채무자를 위하여 상계는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397) 최근에는 ①제3자 상계는 집행권원을 얻지 않고 

전부명령의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법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②상대방의 만족과 동시에 자신의 만족을 달성하는 상계의 취지가 

이러한 경우에는 결여되어 있고 ③채권자가 무자력인 상태에 국한하여 제3

자 상계를 제한하는 것도 실제 분쟁에서 불명확성을 가중할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하여 제3자 상계를 부정하는 이유를 밝히는 견해가 있

다.398) 채권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와의 공평성을 참작하여 상계

를 제한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물변제의 의미를 

가지는 제3자 상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399)

한편, 물상보증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같이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제

492조 제1항에서 쌍방이 서로 일정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상계를 허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계를 허용해야 할 주된 경우를 거시한 취지이고 

상계를 반드시 그러한 경우만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거

나,400)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자는 아니지만, 책임을 부담하는 자이

기 때문에 상계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401)

2)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최근 유치물의 제3취득자의 상계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

397) 곽윤직, 채권총론, 286; 김대정, 채권총론, 329·432; 송덕수, 채권법총론, 459; 김상용, 

채권총론, 417(제3자 변제 부분. 상계부분에서는 예외적으로 제3자 상계를 허용한다고 설

명하고 있다.).
398) 김형석, “제3자의 변제·구상·부당이득,” 345.
399) 김형배, 채권총칙, 665.
400) 주석채권총칙(하)/박준서, 651.
401) 김형배, 채권총칙, 763; 김주수, 채권총론, 438; 김상용, 채권총론, 494(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상계는 허용된다고 설명하면서도 이어서 제3자 상계는 채권자에게 특정채무

자의 행위를 확보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430; 민법주해[XI]/윤용섭,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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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2)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상계를 주장하는 아파트 소유자의 입장에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

는 유익비상환채권를 소멸시켜 유치권을 소멸시킬 때 비로소 아파트를 사용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대법원은 이러

한 상계는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것으로 

“상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대방이 제3자로부

터 채무의 본지에 따른 현실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자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검토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상계

를 허용할 것인가. 제3자 변제, 제3취득자의 변제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으나(제469조 제1항, 제364조) 제3자 상계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물상보증인이라 하더라도 피담보채무 중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제3자 상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비교적 명백하다. 예컨대 100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5

억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한 50억원의 반대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담보물의 가치 범위 내에 있는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는 어떠한가. 입

법론으로는 이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상보증인은 담보물 

가치의 한도에는 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의 채

무불이행에 대하여 자신의 자력으로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물상보증

인은 담보물을 매각하여 이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므로 자신의 출혈로 채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물상보증인의 경우 재산

이라는 비교적 확정된 가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증인 보다 강

402) 大判 2011. 4. 28., 2010다101394, 공보 2011, 1038. 이 판결의 원심에는 이러한 상

계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0. 11. 5., 2009나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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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채무 이행의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보증인의 경우 도

산 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축소하여 이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담보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전액 이행을 보장하여야 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의 상계에 의하여 담보권이 있는, 변제가 확실시되는 수

동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줄 수 있다. 명

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이를 정하여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

를 설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그와 같이 할 만큼 제3자 상계가 절실한 것

인지 명확하지 않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의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

하여 담보를 설정하게 한 것인데 오히려 상계항변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물상보증인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상계는 충

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행법의 해석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3자 상계를 제3자 변제와 같이 

폭넓게 허용할 수는 없다. 

첫째, 채권자는 제3자에게 상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3자만이 채권자

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둘째, 상계는 채

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고 변제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셋

째, 제3자 상계를 긍정하는 견해는 어차피 채권자가 제3자 상계 승낙할 신

의칙상 의무가 있고 이를 부정한다면 제3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받고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채권자

의 승낙이 있으면 대물변제로 처리할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채

권자가 승낙하지 않거나 채권자 측에 사정이 있어 채권자가 승낙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는 통상 채권자 측에 자력 악화 등 문제가 있

거나 아니면 상계의 반대채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하는 상황인데 제3자 

상계를 통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

리게 될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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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상계의 제한 

제1절 서

상계의 제한은 상계의 소극적 요건이다. 상계의 적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계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상계가 금지된다. 상계는 

금지사유가 많고 이에 관한 법리가 발달되어 있다. 

상계를 제한하는 이유는 ①현실지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②제3자의 

권리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압류 

또는 채권양도와 상계가 경합하는 경우는 ②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

지 상계 제한의 경우는 ①에 해당한다. 

상계의 제한을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독일 연방대법원은 

은행 약관에 의한 상계 금지 사유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

단하였다.403) 상계의 제한은 당사자가 일일이 알기 어렵고 강행규정의 성격

을 갖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상계제한이 있더라도 계약에 의한 상계가 가능한가. 이탈리아에서는 상호

대립성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상계계약은 할 수 있

고,404) 상계 제한 사유가 있어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강행규정에 반

하지 않는다면 상계 합의로 상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405) 

생각건대 상계 제한이 상계의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

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를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

403) BGH NJW 2002, 2779(원고의 대여금 상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차량인도지

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한 사안이다. 피고의 반대채권은 다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판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약관상 상계금지의 예외사

유에 해당하는 바가 없었다. 은행의 약관에서 고객의 상계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급능력이

나 의사가 없는 자가 은행의 채권에 대하여 허위이거나 근거 없는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여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부터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고 설시하였

다. 또한 계약상 합의된 상계금지는 상계를 법적 분쟁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원은 직권으로 상계금지를 고려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  
404) Kannengießer, 45 주 350(두 법적 주체가 서로 대립하면서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어

야 한다는 요건은 당사자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
405) Kannengießer, 45 주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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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계약을 통해 이러한 제한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406) 그러나 상계 제

한의 취지가 제3자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계는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제2절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민법은 명시적으로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계

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92조 제1항 단서). 이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입법에서는 볼 수 없는 규정으로 일본 민법에 최초로 도입되어 

우리 민법에도 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407) 이는 상계를 하는 것이 채무

를 성립한 본지에 반하는 경우, 즉 양 채권 각각을 개별적으로 현실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권을 성립시킨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408) 

1. 항변권부 채권(자동채권)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상계할 수 없

다. 이에 대하여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은 그 성질상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409) 대법원도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

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

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

라고 판시하였다.410) 우리 민법은 채무의 이행기 도래에 관하여 언급하고 

406) 상계계약은 상호 채권면제로 법적 구성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종류가 아니거나 이행

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도 상호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407) 프랑스 민법은 임치물 또는 사용대차물에 대한 반환청구에 대하여 상계하는 것을 금지

한다(제1293조 제2호). 이탈리아 민법은 임치 또는 소비대차된 물건의 반환청구권에 대하

여 상계를 금지한다(제1246조 제2호). 로마법에서도 임치에 관하여는 임치한 물건의 반환

과 관련하여 수치인에게 특별한 신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반환되어야 하고 상

계는 허용되지 않았다(최병조, “로마법상의 상계,” 239). 이 규정의 신설로 인해 일본 구

민법의, 소비를 허용하지 않는 기탁물 반환채무에 대한 상계금지 조항은 이 규정에 포함

된다고 여겨져 삭제되었다(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85).
408) 注釋民法(12)/中井, 396.
409) 곽윤직, 채권총론, 287; 김대정, 채권총론, 433; 송덕수, 채권법총론, 460; 민법주해

[XI]/윤용섭, 376.
410) 大判 1975. 10. 21., 75다48, 공보 1975, 8700. 그러나 최근의 판시 내용은 성질상 

허용할 수 없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허용할 수 없다고만 설시하고 있다. 大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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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제492조 제1항 본문) 자동채권에 항변권 부착 여부에 관하여는 명

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 민법의 입법과정을 보면 구민

법에서는 청구할 수 있는 채무일 것을 상계의 요건으로 하였는데 민법에서

는 이를 유지하면서 그 자구만 수정하였다고 한다.411) 따라서 이 규정을 그

대로 두고 있는 우리 민법도 반대채권의 청구가능성 요건에서 반대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지 않은 것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편의상 본고에서는 종

전의 논의에 따라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부분에서 이를 다루기로 한다. 

(1)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42조 

제1항).412) 이러한 경우에 주채무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제공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제443조 후단). 대법원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는 면책청구권이란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다고 보

고 따라서 이러한 사전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서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413) 다만 제443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주채무자가 사전에 담보제

공청구권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414)

사전구상권이 발생하고 이어서 주채무자의 수탁보증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

2001. 11. 13., 2001다55222,55239, 공보 2002, 49; 大判 2004. 5. 28., 2001다81245, 

공보 2004, 1050 등 참조.
411)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オンデマンド版), 2004, 479.
412)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은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제687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

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주석민법[채권총칙(2)]/김오섭, 321]. 즉 수탁보증인은 수임

인에 해당하고 보증채무 이행비용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

용선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본 규정에서 특칙을 두어 이를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

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한다.
413) 大判 2001. 11. 13., 2001다55222,55239, 공보 2002, 49. 원고의 어음할인차용금청

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주채무자가 (다른 법률관계에서) 수탁보증인으로서 원

고에 대하여 가지는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사전구상

채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면책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그 성질상 상계

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결을 지지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문영화, “서울보증보험의 사채보증보험계약상의 사전구상권을 자동

채권으로 한 상계권 행사,” 95-108 참조.
414) 大判 1989. 1. 31., 87다카594, 공보 1989,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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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압류를 하고 그 후에 수탁보증인이 주채무를 변제

하여 주채무자에게 사후구상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

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그 발

생원인을 달리하고 그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독립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 

종국적 목적과 사회적 효용을 같이하므로415) 사전구상권이 성립된 시기에 

자동채권인 구상채권이 성립되었다고 의제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 이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지만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일본 하급심 판례도 

보증인은 상계에 의한 구상권의 확보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압류당시에 

사전구상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지위는 강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고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416)

(2) 공사도급계약에서의 하자보수보증금채권

대법원417)은 공사대금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인 국가가 하자보수보증금채권

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수급인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증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418)는 이유로 

415) 大判 1992. 9. 25., 91다37553, 공보 1992, 2984. 
416) 京都地裁 1977(昭 52).6.15. 金法870, 59. 원고는 교토마업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교토

신용금고이다. 원고는 소외회사가 피고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

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소외회사는 그 전에 소외 전국신용금고연합회로부터 금전

을 대여받고 피고은행은 소외회사의 부탁을 받아 이를 보증하였다. 피고은행은 구상금지

급채권으로 예탁금반환채무에 상계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상계를 

긍정하였다. “민법 제511조는 압류 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

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의하여 그러한 한도에서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이익조화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이 채권이 압류 후에 

취득한 것이 아닌 한 압류 당시에 자동채권으로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그 

후 상계적상이 발생한 때에는 압류 후에 있어서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생각건대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하여

도 항변권이 소멸되었다면 당사자는 상계에 의하여 자동채권의 만족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자신의 채권자를 

위하여 보증한 자는 상계에 의한 구상권의 확보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므로 압류당시에 사

전구상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그 지위는 강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

문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본 예탁금채권의 압류전부명령을 얻기 전에 피고는 소외회

사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고 위 압류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항변권이 없게 되고 

상계적상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는 위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본건 예탁

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417) 大判 2004. 12. 9., 2003다59051.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진성철,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185 이하 참조.
4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5항, 제37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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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으로 해석하였다. 

(3) 지체노임 공제 공사대금채권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사이에 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지급을 지체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에서 노

임 상당액을 공제하여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안에

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때까지는 기성공사대금 

중 수급인이 지체한 노임 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이는 지급을 거

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

계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419)

(4) 어음·수표의 반환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그 약속어음의 

반환을 받지 않는 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420) 자동채권이 어음금

채권이거나 자동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 등이 교부된 경우에는 채무

자는 어음 등을 교부받는 것과 상환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있어 양자는 동

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어음 등을 반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채권을 자동채

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재판 외 상계의 경우에는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어음의 교부가 필요하지만 재판상의 상계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때에 어차피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음을 서증으로써 법정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제시되게 함으로써 충분하다.421) 

2. 특정한 목적이 있는 채권

(1) 일반론

419) 大判 2002. 8. 23., 2002다25242, 공보 2002, 2214.
420) 大判 1970. 10. 23., 70다2042, 집 18-3, 226. 어음법 제39조, 제77조, 수표법 제34

조에서 어음·수표의 상환증권성, 즉 어음금 등을 지급할 때 어음 등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다.
421) 민법주해[XI]/윤용섭, 384; 大判 1991. 4. 9., 91다2892, 공보 1991, 1361. 강제집행

에 의한 경우에도 그 상환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이중변제의 위험이 없다

는 판결로 大判 1991. 12. 24., 90다카28405, 공보 1992, 75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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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정해진 채권 즉, 법률이나 당사자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채

권의 대상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현실 이행이 요구되는 경

우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가령 채권 

추심을 위임하였는데 수임인이 채권 추심 후 이를 위임인에게 전달하지 않

고 위임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면 이는 위임의 취지에 부합

하지 않는 것이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

정으로도 상계금지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상계를 하는 것이 일방 당사

자의 이익 또는 의사에 부합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는 근거가 될 수 없

고 채권의 성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

(2)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목적이 정해진 재산에 관하여 상계가 금지된다고 설명하

고 있다. 국가 등이 보관하고 있는 공탁금에 대하여 국가 등이 상계를 하는 

것은 공탁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422) 리스관계에서 리스목적물의 

손상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을 해당 목적물의 수리비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

라는 리스 이용자의 청구에 대하여 리스회사가 리스사용료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423) 보험금의 지급은 이전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리스사용료 채권의 확보를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은행에

422) BGH NJW 1985, 2820(주정부가 보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소득세채권으로 상계의 의

사표시를 한 사안이다. 1심부터 연방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상계 주장을 기각하였다.).
423) BGH NJW 1985, 1537(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자동차 등을 리스임차하고 리스목적물

의 손상 등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부담하고 이러한 손해에 관한 보험금채권도 피고가 

갖기로 하였다. 그 후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등이 손상되었고 소외 회사의 위임에 의하

여 원고가 수리를 하여 이를 다시 소외 회사에게 인도하였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수리

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보험자로부터 사고에 따른 수리비 등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수리비지급청구에 대하여 리스사용료 채권

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다. 본 판결은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의 수리비청구에 대하여 리스이용료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보험금은 리스회사의 리스사용료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보험사고가 없었

더라면 리스회사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채권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리스사용료채권의 확

보를 위한 수단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보험목적물 전체의 손해가 발생

한 것이 아니라 본 사안과 같이 부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면 족하다고 보았다. 본 판결은 보험목적물 전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이 보험목적물 보존에 관한 리스이용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리스회사의 리스이

용자에 대한 채권 확보에도 있다는 Sieg(VersR 1953, 221)의 견해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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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긴급보조기금(Soforthilfefond)의 형식으로 부흥보조대여금

(Aufbauhilfedarlehen)을 지급받은 자는 이 대여금반환채무에 대하여 견련관

계 없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424) 부흥보조대여금은 국가기금을 재

원으로 하여 은행에 지급하면 은행이 이를 해당인원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지급이 이루어진다. 상계를 허용한다면 국가의 경제부흥을 위한 재정지원계

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상계배제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았으나 연방대법원은 대여금 법률관계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계가능성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지 않은 다

른 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것은 임차보증금의 설정 취지에 어긋나므로 허용

되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임대차관계가 종료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보증

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자유롭게 상계할 수 있다. 반면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종료 후에도 여전히 보증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만 상계

로서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항할 수 있다. 월세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 또는 상

계하는 것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가능하다.425). 

사무처리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받은 것의 반환, 취득한 것의 인도)에 대하

여 위임인 등에 대한 사무처리와 관계 없이 발생한 별도의 채권으로 상계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426)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법 제1440조 제2문에서는 “권한 없이 또는 사술로 가져가거

나, 대여하거나 위탁 또는 임차한 물건은 유치권 또는 상계의 대상이 아니

424) BGH NJW 1957, 1759.
425) BGHZ 101, 244, 250.
426) BGHZ 14, 342=BGH NJW 54, 1722(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점령당국에 대한 인쇄사

업의 재산에 관한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관한 행위권한을 부여하였다. 그 후 압류

된 재산이 반환되었고 피고는 수탁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일부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였다.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피고의 상계항변을 기각하였다. 신탁관계에서 

발생하지 않은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신탁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BGH 

NJW 1973, 1368(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에 대

한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러한 상계금지는 

신의성실원칙에서 도출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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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여한 물건은 소비대차(제971조 이하)에 국

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대차(제974조), 주거의 임차를 포함한다.427) 위탁된 

물건은 위탁계약(제956조 이하)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에 의해 부수적 의무

로 물건의 위탁이 포함된 경우를 포함한다.428) 보증금이 지급되었으나 그 

근거가 된 계약 조항이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위탁된 물건을 권한 없이 가져가는 것에 포함된다고 본

다.429) 또한 과거 재판례는 위임에 의하여 수임인이 취득한 물건은 제1012

조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라면 본 규

정의 위탁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430) 최근 재판례는 이

러한 경우에도 위탁된 물건으로 보아 상계가 제한된다고 본다.431) 임차계약

에 관하여는 이미 제1109조 후문에서 유치권과 상계의 모두 금지를 규정하

고 있는데 본 규정이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논의

1) 수탁 금전 등의 상계충당

대법원은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을 임의로 위탁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432) 또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

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위임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상계

충당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433) 이에 대하여 용도를 특정

하여 위탁 받은 금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채권의 성질에서 상계금

지를 도출할 수 있고,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경우와 용

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았으나 도중에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서 상계금지를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434) 

이러한 논의는 민법의 해석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용도를 

427) Schwimann/Heidinger, §1440 Rn. 8.
428) Schwimann/Heidinger, §1440 Rn. 9.
429) SZ 60/63.
430) SZ 34/13.
431) SZ 36/151; SZ 55/147.
432) 大判 1997. 9. 26., 97도1520, 공보 1997, 3346. 
433) 大判 2007. 2. 22., 2006도8939 판결. 
434) 이주원, “횡령죄에 있어서의 상계충당과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93-102.



- 99 -

정하여 위탁 받은 금전의 반환 채무는 목적이 정해진 채권으로서 채무의 성

질에 의해,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경우 발생한 금전 반

환 채무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각각 상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2) 채권자 취소의 가액배상채권(수동채권)

대법원은 수익자가 채권자 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

익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가 문제된 사안에서 책임재산 보전이라는 채권자 취소 제도의 취지상 

그러한 상계는 제한된다고 판시하였다.435) 채권자 취소의 취지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원상회복 시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수익자의 상계를 허용한다

면 결국 채무자의 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수익자가 상계의 효력 범위에서 

독점적인 채권만족을 얻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 확보

는 그만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 판례의 입장에 찬동한다.

3) 채권자 대위권 행사 시 채권자가 직접 변제 수령한 경우(수동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제404조 

제1항 본문), 다수설은 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

다고 본다.436)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채권을 행사하는 권한

에는 변제수령의 권한도 포함된다고 한다. 대법원도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

여 채권자가 이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437), 불법점유자에 대한 부동산인도청

구권을 매수인 등이 대위행사하는 경우438)에 채권자의 직접 수령을 인정한

다.

채권자가 이를 직접 수령한 경우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

권으로 변제수령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435) 大判 2001. 6. 1., 99다63183, 공보 2001, 1498; 大判 2001. 2. 27., 2000다44348, 

공보 2001, 774.
436) 곽윤직, 채권총론, 141; 김형배, 채권총론, 366; 김대정, 채권총론, 213; 송덕수, 채권

법총론, 223.
437) 大判 1962. 1. 11., 4294민상195, 집 10-1, 6.
438) 大判 1980. 7. 8., 79다1928, 공보 1980, 1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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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설은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상계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로 되는 수가 있게 된다고 하거나,439) 상계를 인정할 경우 채권자대위

제도를 총채권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제도로서 이해하는 통설에서는 우선변제

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모순으로 되지만, 이 제도를 일종의 포괄적 담보권으

로 이해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모순이 극복된다고 설명한다.440)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금전채무의 변제

를 직접 수령한 채권자가 이의 반환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안분하여 청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441) 상계를 통해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되고 이를 우려한 다른 채권자는 압류, 가압류 등 정식강제집행절차로 권리 

행사를 도모할 것이므로 결국 간이채권추심제도로서의 채권자대위권 제도는 

기능을 발휘하게 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442)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

계 이후에 다른 채권자에게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443) 그 근거로는 구 

민사소송법 제733조(현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에서 채권, 그 밖의 재산

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

출된 때에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도 채권자가 

집행권원 없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포괄적 담보권을 실행한 것으

로 볼 수 있고 직접 인도 받은 것은 추심이 완료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든다. 채권자는 경합하는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

우 수령한 금원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공탁 후 배

당이 이루어져야 하지만(같은 법 제252조 제2호),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에는 

①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건이 존재하지 않고 

②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③정식의 집행

절차로 이전될 것이라면 권리관계가 복잡한 간이채권추심제도를 취할 이유

가 없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탁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보다는 정산의무

를 부담시키는 것이 낫다고 설명한다.

439) 곽윤직, 채권총론, 143; 김대정, 채권총론, 216; 김상용, 채권총론, 231; 송덕수, 채권

법총론, 227.
440) 김형배, 채권총론, 366.
441) 김제완, “채권자 대위권,” 261.
442) 김제완, “채권자 대위권,” 239.
443) 김제완, “채권자 대위권,” 25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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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채권자대위권 제도

의 간이채권추심제도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하는 이

러한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측면이 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원만하게 채권만족을 달성한 것

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의 개입이 있다면 정식강제집행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

리가 존재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가능하

다.444)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등을 얻어 채무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또한 가능하지 않게 

된다. 즉 채권자대위권은 다른 채권자의 개입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채

권자의 채권만족을 도모하는 것이고 다른 채권자의 개입이 있으면 정식강제

집행절차로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른 채권자의 개입 필요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채권만족을 얻은 채권자에게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안분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은 채권자대위권의 취지에 맞지 않고 그와 같

이 한다고 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의 조치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을지

는 의문이다. 압류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채권자라면 안분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주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안분 의무의 이행에 관하

여 추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안분 청산 의무

를 인정한다면 다시 다른 채권자에게 권리 구제의 길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

문에 법적 상태를 장기간 불안한 상태로 두는 것이 되어 오히려 채권자대위

권의 간이채권추심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

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급부를 수령하고 이를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로써 법률관계가 종결되고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처리하는 것이 간명하고 

제도의 취지에도 맞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3채무

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고 다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독점적으로 채권만족을 받는 결과가 될 것이고 채권자대

위권에 의해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

되어 있지 않은 것뿐이고 본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44) 大判 1982.08.24., 82다283, 공보 1982,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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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

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가액배상금을 분배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

다.445)

제3절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1. 서

상계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제492조 제2항 본문). 그러나 동시에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동항 단서). 

이 규정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상계금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

를 하여도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446)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 자체만 보면 상계금지뿐만 

아니라 상계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더 나아가서 상계예약 및 상계계약까지 

포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상계권이 발생한 이후에 상계권을 포기하

는 것도 이 규정에 포섭하여 설명할 여지가 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상계

의 요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2. 외국에서의 논의

(1) 독일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상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은 없

지만 일반적으로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상계가능성을 배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되었다.447) 상계가능성의 제한은 기간을 설정

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특정 형식, 예컨대 서면으로 상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할 수도 있고, 특정한 반대채권 또는 채권양수인과의 관계에

서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 간접적으로 이에 대한 예외를 인

정하고 있다. 독일 민법 제391조 제2항에서는 “급부가 일정한 시기에 일정

445) 大判 2008. 6. 12., 2007다37837, 공보 2008, 965. 
446) 민법주해[XI]/윤용섭, 378;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440.
447) Gernhuber,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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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다른 

급부지를 가지는 채권으로는 상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상계 금지에 

관한 약정을 예시하고 있다.448) 독일 민법 제556조b 제2항은 임차인은 차임

채무에 대하여 1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비용상환채권 등449)으로 상계를 할 수 있고 이는 당사

자 간의 합의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 민법 제309조 제3호에서 다툼 없는 채권 또는 기판력 있게 확정된 채

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권능을 약관사용자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배제하

는 조항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다툼 

없는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상계 금지 합의를 한 경우에 재

판으로 확정된 채권은 다툼 없는 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상계를 허용

하였다.450) 1993년 4월 5일 유럽공동체 지침(EG Richtlinie 93/13)451)에서

도 약관에서 소비자의 상계권을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고 하였다.

현금지급 즉 현실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계가 배제된다.452) 비상사 거

래에서 현금지급조항이 반드시 상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계될 

수 있는 반대채권을 인식하고도 즉각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진술은 상계를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53). 상사거래에서 현금지급조항은 항상 상계금

지로 해석된다.454)

상계금지약정이 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관철할 

수 없거나 관철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심히 어려운 경우에는 상계를 허용하

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예상하고 상계

448) 급부가 특정시간, 특정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그러한 장소 지정이 본질적인 것이라

면 급부의 동종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Enneccerus/Lehmann, 

§70 IV 2).
449) 하자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기타 비용 상환청구권, 차임의 

과잉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이에 해당한다(독일 민법 제536조의a, 제539조, 

제556조의b 제2항).
450) BGHZ 107, 185; NJW-RR 1993, 519.
451) AB┃EG Nr. L 95(21.4.1993), S. 29 ff.
452) BGHZ 31, 210=BGH NJW 1960, 572(이혼한 아내에 대한 월 330마르크의 부양료지

급채무는 계약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법률상 보호되고 상계가 금지된다는 취지로 판시).
453) BGHZ 23, 131=BGH NJW 1957, 827.
454) Gernhuber,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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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정을 체결하거나 상계금지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여

전히 상계가 금지된다.455)

연방대법원은 약관에서 상계금지약정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채권자가 파산

한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

다.456) 채무자의 채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파산을 예상하고도 상

계금지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계금지약정이 적용된다.457) 양

도인이 자금조달 지원(Finanzierungshilfe)을 요청하고 자신의 채권을 은행

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후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양도된 채권을 수동채

권으로 하는 상계금지 약정은 계속 적용된다.458) 그렇지 않다면 파산으로 

인한 손실이 채권양수인에게 확장될 것이고 이는 채권거래를 제한하는 요소

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459)

(2) 오스트리아

판례는 계약상 상계금지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460) 반면 상계를 일방

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거나, 소비자 계약에서 기업이 변

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소비자가 자신이 보유한 견련성 있는 채권, 재판으

로 확정된 채권, 상대방이 승인한 채권 등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

을 금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461) 

한편 재판례는 당좌계약(Girovertrag)의 취지상 계좌의 소유주에게 완전한 

455) BGH WM 1988, 1592(Gernhuber, 279).
456) BGH NJW 1975, 442(항소심 종결 후 피상계자가 파산한 사안); BGH NJW 1984, 

357. 또한 연방대법원은 상계금지약정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BGH NJW 1957, 591 = BGHZ 23, 17). 제국법원은 상계

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피상계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유효하지만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파산의 경우에는 상계포기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신의칙상으로도 상계포기약정

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RGZ 60, 356).
457) RGZ 60, 356.
458) BGHZ 23, 131 = BGH NJW 1957, 827.
459) 즉 채권자가 채무자와 상계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파산

에 빠진 경우에 상계를 허용한다면 채무자는 채권양도인에 대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것이고(독일 민법 제406조) 채권양수인은 상계금지약정을 신뢰하고 채권을 양수하

였지만 채권양도인이 파산되고 채권이 상계로 소멸함에 따라 채권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이끌어낼 수 없게 된다. 결국 채권양수대금만큼 손실을 입게 될 것이고 채권자의 파산 가

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상계금지가 보장되지 않는 채권은 시장에서 거래되기 어렵게 된다.
460) OGH SZ 43/7; JBl 1966, 203.
461) Dullinger,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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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은행이 고객에 대한 다른 채권을 가지고는 당좌

계약상 예금액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하고,462) 당좌계약이 아닌 저축

예금(Spareinlagen)에 관하여도 은행은 고객에 대한 대출 등 다른 채권을 

가지고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463)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의 취지상 그와 같은 상계금지 내

용이 도출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464)

(3) 영국

영국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상계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1977년 불공정계약법(the Unfair Contract Terms Act) 제13조 제1항 b

호465)가 금지하는 약관상 상계 포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

정의 적용을 엄격하게 할 것인가 다소 완화하여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법원

의 입장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466) 

(4) 일본

일본은 우리와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제505조 제2항). 상계 제한 특

약은 1890년 일본 구민법에 등장하고 상계 제한 특약시 선의의 제3자 보호

462) OGH SZ 47/9 = JBl 1975, 655.
463) OGH SZ 50/127.
464) Dullinger, 144 f.
465) 불공정계약법 제13조

① 본 법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도에서, (b) 그 책임과 관련한 권리

나 구제방법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러한 권리나 구제방법을 행사함에 따라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금지한다.
466) 다소 엄격하게 본 재판례로 Stewart Gill Ltd v. Horatio Myer & Co. Ltd.[1992] Q.B. 

600(원고는 피고에게 오버헤드 컨베이어를 설치해 주기로 하고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

기로 하였다. 원고의 매매일반조건 12.4항에 의하면 피고는 상계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

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

는 그 금액보다 큰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제기하면서 상계를 금지하는 매매일반조건 12.4

항은 1977년 불공정계약법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문제의 조항이 

불공정계약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법 제13조 제1항 b호에 해당하여 금지

되고 상계는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소 완화하여 본 재판례로 Coca-Cola Financial 

Corporation v. Finsat International Ltd.[1998] Q.B. 43(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

하면서 피고 2부터 8까지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

여 상계나 반소를 하지 않기로 대부계약 5.7항에 명시하였다. 항소법원에서 피고는 주장

할 만한 반소가 없고, 반소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계약 5.7항에 의해 상계의 방법으로 그

러한 반소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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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896년 일본 개정민법에 등장한다.467) 이러한 선의의 제3자 보호는 일본

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는 찾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상계금지의 의사표시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

권은 계약에 의할 것을 요하고 단독행위로 발생하는 채권은 단독행위로 할 

수 있다고 본다.468) 소비대차에 있어 대주가 자신의 채무에 대해 상계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상계금지의 내용에 관해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의 금지(현실로 변제

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의 금지, 양자 

모두의 금지를 제시하고 있다. 

상계금지의 특약에 반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하급심은 

현실지급을 위한 상계금지합의가 그 채권이 가압류되어 현실의 급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상계금지합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상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특약에도 불구하

고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469)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에서는 “상계를 할 수 없는 취지의 당사자의 의사표

시는 선의이며,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한

다”라고 정하고 있다. 상계금지 약정으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관하여 선

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여 보다 엄격한 내용을 정하고 있

다.470) 제3자의 선의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과실 증명으로 증명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467) 일본 민법 제정과정에 대하여는 제3장 제2절 7. 참조.
468) 我妻, 債権総論, 330; 奥田, 債権総論, 575; 中田, 債権総論, 377; 於保, 債権総論, 

377; 平井, 債権総論, 224.
469) 東京地判 1969(昭 44).10.4. 判時586, 71(소외인은 피고은행에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

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건물을 피고은행에 명도하기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였고 건물

명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고은행이 소외인에게 지급하는 이전료채무와 위 연대보증채

무는 상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은행에 대한 위 이전료채

권에 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은행은 상계를 주장하였

다. 상계금지합의는 이전료를 현실지급받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가압류에 의해 

소외인이 현실지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도 피고가 상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

의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 찬성하는 취지의 평석으로 山崎, “相殺禁止特約に

反する相殺が有效と認められた事例,” 128.
470) 중간시안에서도 이 조항을 선의·중과실로 개정하고 있다(제23 상계 1). 



- 107 -

3. 우리나라의 논의

제492조 제2항의 “당사자”에 관해 일반적으로 채권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

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단독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471)에는 단

독행위에 의하여 상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본다.472) 

제492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①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를 상계 금지 특약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와 같이 본

다면 보증인, 연대채무자, 채권양수인 등은 상계 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특약을 알지 못하였다면 상계를 할 수 있게 된다.473) ②상계 금지 특

약뿐만 아니라 상계의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상계 요건을 

완화하는 특약, 예컨대 상계를 위하여 동종성 요건이나 이행기 도래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가지고 선의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다. ③문언에 충실하게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가장 확대하여 이 규정이 상계 

계약 전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방안이다. 그와 같이 보면 상

계 금지 특약, 상계 요건 완화 특약뿐만 아니라 모든 상계 계약에서 이를 가

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석된다. 제492조 제1항이 법정 

상계의 근거가 되고 동조 제2항이 계약상 상계의 근거 규정이 된다. 

또한 채무자 보호 규정과 양수인 보호 규정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

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제451조 제2항) 

이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에 상계 제한 특약이 포함

된다고 본다면 채무자는 상계 제한 특약을 채권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 상계 제한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데(제

492조 제2항) 채권양수인이 이 규정의 ‘제3자’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상계 

제한 특약이 있더라도 선의의 채권양수인은 자유롭게 상계를 할 수 있게 되

고 채무자는 완화된 요건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471) 유언의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472) 곽윤직, 채권총론, 288; 김대정, 채권총론, 434; 김형배, 채권총론, 766: 김상용, 채권

총론, 496-497.
473) 주석채권총칙(하)/박준서, 659; 注釋民法(12)/中井, 398.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

구, 441에서는 채권양수인과 채무인수인만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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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제한 특약 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제492조 제2항)이 채권양도 

시 대항사유 규정(제451조 제2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 규정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게 된다. 특히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가장 확대하여 이 규정이 상계 계약 전반에 관하여 규율

하고 있다고 본다면 상계예약 및 상계계약의 효력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조항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면 압류채권자도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되게 된다.474) 즉 상계예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이를 가지고 선의의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한편 선의이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제3자도 보호할 것인가. 채권양도금

지의 특약의 경우 민법 규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으나(제449조 제2항) 이에 관하여 학설은 무과실을 요구하는 견해,475) 무

과실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보호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견해,476) 법률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 및 민법에서 

선의를 보호하고 있는 다른 규정의 적용 등을 고려하여 선의만 있으면 족하

다고 보는 견해477)로 나뉘고 있다. 대법원은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

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본다.478) 그 외 재산법 부

분에서 ‘선의의 제3자’ 규정, 즉 법인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경우(제60조의2 제2항),479)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제2

항),480)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108조 제2항)(통설·판례),481) 착오로 인

474) 대법원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에 대한 해석에서 

가압류권자도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

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大判 2004. 5. 28., 2003다70041, 공보 

2004, 1069).
475) 곽윤직, 채권총론, 219(이 제도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거래안전을 꾀하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476) 김형배, 채권총론, 577(채권의 양도성은 법이 인정한 대원칙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므로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김대정, 채권

총론, 863(채권의 양도성에 대한 제한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양수인에게 무과실을 

요구하는 것은 거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다.); 김상용, 채권총론, 372.
477) 송덕수, 채권법총론, 351.
478) 大判 1996. 6. 28., 96다18281, 공보 1996, 2364; 大判 2003. 1. 24., 2000다

5336,5343, 공보 2003, 677.
479) 주석민법[민법총칙(1)]/주기동, 736.(“제3자의 과실은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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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표시(제109조 제2항)482),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제3

항)483)에 대하여 통설은 무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해당 제

도의 효력을 무력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상계 제

한 특약이 있더라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특약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러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채무를 

인수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는 제한 없이 상계를 할 수 있게 된다. 제3자가 

상계 제한 특약을 알았느냐 하는 문제는 제3자의 주관적 영역에 속하는 것

이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484) 원래 채권을 발생시킨 문서나 채권

양도(채무인수) 문서에 상계제한사항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제3자가 반드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485) 결과적으로 상계 제

한 특약의 효력이 제대로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따라서 제3자가 상

계 제한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는 악의가 있는 것과 같이 취급하여 객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거래실정에도 맞고 좀 더 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상계 제한 특약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제3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486)

480) 주석민법[민법총칙(2)]/최성준, 574.
481) 주석민법[민법총칙(2)]/최성준, 627.
482) 주석민법[민법총칙(2)]/지원림, 750.
483) 주석민법[민법총칙(2)]/박해성, 812.
484) 제3자가 선의를 주장하면서 상계제한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경

우 이러한 진술이 거짓이라고 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반대증거는 통상 제3자의 사적 

영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선의를 탄핵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 통설과 판례는 

양도금지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민법주해[X]/이상

훈, 569; 大判 1999.12.28., 99다8834, 공보 2000, 362).
485) 대법원도 양도금지특약에 관한 사안에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채권증서의 존재만으

로 곧바로 그 특약의 존재에 관한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大判 2000.04.25., 99다67482, 공보 2000, 1271). 
486) 한편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大判 2004. 5. 28., 2003다70041, 공보 2004, 1069). 

다수설도 같은 입장이고(민법주해[II]/송덕수, 373; 주석민법[민법총칙(2)]/최성준, 627) 

최근에는 제108조 문언이 선의만을 요구하고 있고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외관을 고의로 

창출한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제3자에게 허위표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허위표

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하는 견해(윤진수, “허위표시와 

제3자,” 595)가 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경우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에게 

비난가능성이 있고 이를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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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

제496조부터 제498조까지 상계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

계금지를 의미하는지 문제된다. 상계와 압류의 경합을 다루고 있는 민법 제

498조에 대한 논의는 분량이 많으므로 다른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수동채권)

(1) 연혁 및 규정의 취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96조). 상계에 관한 규정이 전반적으로 일본 민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나 본 규정만 일부 변경이 이루어졌다. 일본 민법 제

509조는 고의 과실을 구별하지 않고 “채무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

우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안심의록에서는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자가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만족하고자 함을 방지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독일민법과 중국민법의 입

법례에 따라 일본과 달리 입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487) 독일 민법 제393

조에서는 고의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다.488) 그런데 비교법적으로 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

트리아 등 상당수의 입법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소유자가 

지특약이나 상계제한특약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러한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

고 그러한 법률관계에 개입하는 제3자(채권양수인, 압류채권자 등)가 최소한, 중과실을 면

할 정도로는 이를 조사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487) 민법안심의록, 상권, 292 참조. “초안은 현행법과 달리 독민 중민의 입법례에 따라 고

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에만 한하였는데 이것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자가 불법행위

를 함으로써 만족하고자 함을 방지하는 입법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의로 인한 경우

에만 한한 것이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피해자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을 불문하고 

변제에 의한 손해의 전보를 받게 하고자 하는 점에 입법취지의 중점을 둔다고 하면 현행

법을 지지하는 결과가 된다. 불법행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도 학설상 통

설로 되어 있는바 이점은 초안이 명문화하지 않았다.”
488) 공통참조기준초안(DCFR)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

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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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빼앗긴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489), “소유자로부터 부당하게 빼앗

긴 물건의 반환채권”490), “위법하게 박탈되거나 악의로 유치한 물건의 반환 

또는 배상 채무”491), “위법한 자력 또는 기망으로 탈취한 물건”492)으로 규

정하여 부당하게 빼앗은 물건의 반환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유스티니아누스법(C 4, 31, 14, 2)에서 “타인의 점유를 위법

하게 빼앗은 자에게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에 연원을 두고 

있는데 그 취지는 허용되지 않는 자력구제(Selbsthilfe)493)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494) 특히 채권자가 채권의 대상 물건 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물건을 빼앗는 것495)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일본민법

의 입법과정에서도 처음에는 탈취된 물건의 반환채무나496) 타인의 재산을 

부정 취득한 것을 원인으로 한 채무497)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다가 최종 입

법에 이르러 현행과 같이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상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반환에 국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

므로 이를 확대하여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 전반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

요하고 한편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자

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그 취지로 한다.498)

489) 프랑스 민법 제1293조 제3호, 프랑스 재판례는 반환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신 발

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상계가 금지된다고 본다(Crim., 3 déc. 1981, 

Bull. crim., n° 322).
490) 이탈리아 민법 제1246조 제1호.
491) 스위스 채무법 제125조 제1호.
492) 오스트리아 민법 제1440조 제2문. 이 규정에서 상계가 문제되는 경우는 물건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물건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것이다

(Schwimann/Heidinger, §1440 Rn. 6). 물건 자체의 반환은 통상 상계의 동종성 요건이 

결여될 것이기 때문이다. 권한 없이 가져간 물건은 절취된 물건뿐만 아니라 권한 없이 추

심된 금액이나 합의에 반하여 재교부된 백지어음도 포함한다(Schwimann/Heidinger, 

§1440 Rn. 7).
493) 독일 민법 제229조 내지 제231조에서 자력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사적 집행(Privatvollstreckung)이라는 표현도 별도로 존재한다(Pielemeier, 97).
494) Pielemeier, 15·47.
495) 유스티니아누스법 C 8, 4, 7(389)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물건을 빼앗은 경우 채권자는 그 물건을 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빼앗

은 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Pielemeier는 이러한 금전 지급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C 4, 31, 14, 2 규정을 두었다고 설명한다

(Pielemeier, 41). 
496) 1878년 민법 초안 제1107조 제1호.
497) 구민법 초안 제1048조 제1호 및 1890년 구민법 제526조 제1호.
498) 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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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영국에서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자주 제한되어 왔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는 반대채권이 확정되

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채권(수동채권)가 금전채권이 아니라 재산채권이라

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499)500)

그러면 독일에서 이와 같이 종전의 다른 입법례와 다른 규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독일민법 제1초안 이유서에서는 절도범(Dieb)이나 절도범과 같은 

범죄자에게 예외적으로 상계권을 박탈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타인의 점유를 

위법하게 탈취함으로써 발생한 청구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행

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501) 즉 위법

한 행위로 상계의 대상 채권을 취득하려고 한 경우에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정 전 제국법원에서도 상계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로 채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502)

독일에서는 이 규정의 취지에 대해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권리를 보장받게 하고, 사적 복수를 금지하고, 현실이행의 강제에 의해 

가해자에게 벌을 주려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503)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견

499) Wood, n. 12-127. 물건에 관한 불법적인 침해에 대한 배상은 가해자가 그 물건을 가

지고 있는 이상 법원에서 물건반환과 관련하여 금전배상을 명한 경우에도 여전히 재산채

권으로 다루어진다(Wood, n. 12-129). 물건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단계에서 금전

채권으로 전환된다. 참고로 1977년 불법행위법[Torts(Interference with goods) Act] 제3

조 제1항 및 제2항은 물건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에 관한 불법적인 침해를 한 경우

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①그 물건의 반환 및 

배상, ②그 물건의 반환(피고는 이를 대신하여 물건 가치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

다) 및 배상, ③손해배상.
500) Guiness PLC v Saunders[1987] Palmer's Company Cases 413. 이 판결에서 회사

의 이사가 사업 상담 용역의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한 520만 파운드를 횡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이사에게 횡령액에 관한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이미 그 재산은 낭비되고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다. 이에 그 이사는 자신의 회사에 대한 보수 청구(quantum 

meruit)를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회사의 청구가 신탁재산청구이

고 반대채권은 확실성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상계를 기각하였다.
501) Motive II, 112 = Mugdan II, 62.
502) RGZ 3, 113(116).
503) Staudinger/Gursky, §393  Rn. 1; MünchKomm/Schlüter, §393  Rn. 1; Gernhuber, 

259(다만, 상당기간 내 권리보장 부분은, 신속한 권리 보장이 다른 사례에 비해 이 경우

에 특히 시급하다고 볼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의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비판한다.); 

Deutsch, “Einschränkung des Aufrechnungsverbots bei vorsätzlich begangener 

unerlaubter Handlung,” NJW 1981, 735(사적 복수의 금지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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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①이 규정의 취지가 제재에 있다고 보는 것은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이

러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504) ②사적 복수를 감

행한 채권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비물질적 만족을 얻을 뿐 채무자의 책

임재산이 감소할 수 있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이로써 보복적 불법행위 유

발 방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지적한다.505) 그러면서 이 규정의 취지

는 허용되지 않는 자력구제의 예방에 있다고 한다.506) 

일본의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도 

상계를 제한하고 있는데(민법 제509조) 학계에서는 이 규정을 제한하여 고

의에 한정하려고 하거나507) 쌍방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는 적용을 배

제하려고 하는 견해가 있다.508) 피해자 보호는 손해배상채권의 취득으로 족

하고 과실에 의한 경우이든 고의에 의한 경우이든 상계의 목적을 가지고 불

법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이상 상계를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한다.509)

국내에서는 이 규정의 취지에 관하여 자력이 없는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하

여금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하는데 있다

는 견해가 일반적이다.510) 대법원은 위 규정의 취지에 관해 보복적 불법행

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511)512) 이에 대하여는 

504) Pielemeier, 90.
505) Pielemeier, 99·102.
506) Pielemeier, 101-102(사적 복수와 달리 자력구제는 경우에 따라, 예컨대 금전채무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을 빼앗아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은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

로 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에서 이 규정의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

한다.).
507) 平井, 債権総論, 226. 이 견해는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변제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 규정의 취지에 관하여는 이는 생명·신체에 대한 상해 등 중대

한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좋고, 상계 금지로 발생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고려

하여야 하고, 채무불이행청구의 근거를 불법행위로 주장만 하면 상계가 금지되는 것은 채

무불이행의 경우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것이라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508) 中田, 債権総論, 379.
509) 注釋民法(12)/中井, 429.
510) 곽윤직, 채권총론, 288; 김대정, 채권총론, 434; 송덕수, 채권법총론, 461: 김증한·김학

동, 채권총론, 396(특히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자가 더 이상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그 분풀이로 채무자를 구타하여 자신의 채권과 그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채무를 상계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511) 大判 1997. 10. 28., 97다26043, 공보 1997, 3627.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

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

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

고, 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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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채권이 수동채권보다 늦게 성립한 경우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되고 피

해자가 변제를 받을 필요성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건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이건 차이가 없으므로 그것만으로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 상

계를 제한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513) 

생각건대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채권 일반에 관하여 상계를 금하

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일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성립요건이, 절대권침해, 보호법률위반, 선

량한 풍속 위반으로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는 반면(제823조, 제826조), 우리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기만 하면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다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제750조). 이 규정의 연혁

을 고려하여 자력 구제 또는 사적 집행의 방지에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이 규정을 해의가 있거나 생명 또는 신체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과 같이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이다.

(2)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

채무의 발생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다”
512) 한편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3.1.3.28]).

  “다음에 열거하는 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도하여 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도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 <다> 생명 또는 신체의 침해가 있은 것에 근거한 손해배상청

구권(<가> 및 <나>에서 열거한 청구권을 제외한다)”

   일본의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채무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데(제509조), 위 제안은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를 해의를 갖고 하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로 하였고 또한 피해 법익이 생명 또는 신체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현실변제를 확보하기 위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를 금지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중간시안의 내용도 같다(제23, 3).
513) 윤진수,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법률신문 제3544호

(2007.4.9.). 이 견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나 기타 다

른 채무의 경우보다 좀 더 강한 제재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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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다.”라고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제750조). 그리하여 채무불이

행과 불법행위는 위법행위에 의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게 되었

다.514) 국내 통설515)과 판례516)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각각 독립해서 성립하며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제496조에 의해 상계가 금지되는지 문제된다. 독일의 학설517)과 

판례518)는 손해배상이 불법행위와 계약에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393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차적으로(primär) 계약상 손해배

상청구로 제소한 경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

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한다.519)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후속손해, 예컨대 

손해배상청구권을 관철하기 위한 소송비용, 지연이자 등도 마찬가지로 상계

514) 주석민법[채권각칙(6)]/김형배, 59.
515) 주석민법[채권각칙(6)]/김형배, 59 주76의 문헌 참조.
516) 大判 1980. 11. 11., 80다1812, 공보 1981, 13401; 大判(全) 1983. 3. 22., 82다카

1533, 공보 1983, 734; 大判 1989. 4. 11., 88다카11428, 공보 1989, 749. 판례 사안에 

관하여 민법주해[XVIII]/호문혁, 166-171 참조.
517) Staudinger/Gursky, §393 Rn. 9; MünchKomm/Schlüter, § 393 Rn. 2.
518) BGH NJW 1967, 2012[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전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

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위반 및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 채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보관과는 다른 위임관계에 근거한 수수료채권

(Gebührenforderungen)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를 형법 제266조의 배임

죄에 해당하여 민법 제823조 제2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된다고 보고 상계가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도 수수료 채권은 불법행위와 관련이 없고 다른 근거

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로 볼 수 없고 순수한 상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

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BGH NJW 1994, 252, 253(원고는 피고은행의 잘못된 안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청구하였다.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도인의 파

산관재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궐석판결로 승소하였다. 이를 반대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다. 항소심은 피고가 채권양도를 인식한 시점에 상

계적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소송경제에도 부합한다는 이유로 반대채권의 기판력이 원

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대항사유를 하나의 법적 분쟁에서 심사받

고자하는 채권양수인(원고)의 이익을 침해하고 채권양도인은 반대채권에 관하여 관심이 

없거나 양수인을 해하려는 의도로 행위할 수 있고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정당화될 수 없고 민법 제407조 제2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계를 기

각하였다. 원고는 청구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연방대법원은 고의의 불법행위의 존재를 주장 및 입증한 경우에는 상계금지를 원용할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조사할 수는 없고 본 사안에서 1심에서는 단지 과실에 

의한 적극적 채권침해가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는 이를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고

의의 불법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19) Staudinger/Gursky, §393 R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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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지된다고 설명한다.520)

일본의 하급심 판례 중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사실이 불법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521) 이에 대하여는 고의 또

는 중과실에 의하고, 목적물의 인도나 반환 또는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채무

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계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

다.522)

국내에서는 수동채권이 고의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 상

계긍정설, 상계부정설, 절충설(채무불이행이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

에는 상계부정)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523)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경합하는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만 청

구한 경우에 제496조를 유추 적용하여 이 경우에도 상계가 제한된다고 판시

하였다.524)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는 점은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생각건대 제496조의 문언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경우도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이므로 이 규정에 포섭된다고 여겨진다. 채무불이행의 성격이 추가되었

다고 하여 갑자기 채권자에게 상계금지의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결국 상당히 많은 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무가 이 

규정에 해당되어 상계가 금지된다. 채무가 고의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520) Staudinger/Gursky, §393 Rn. 22; MünchKomm/Schlüter, § 393 Rn. 3(불법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채권이라고 표현); Heller, “Der Ausschluss der Aufrechnung,” 459.
521) 東京地裁 1964(昭 39).9.17. 下民15-9, 2208(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5년간 

임대하면서 임료 및 권리금은 240만 엔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총 193만 엔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소멸시켜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도쿄지방재판소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이행

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는 동시에 불법행위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522) 林/石田/高木, 債権総論, 311 주 8.
523) 민법주해[XI]/윤용섭, 413. 이 문헌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제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 변경을 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524) 大判 1997. 10. 28., 97다26043, 공보 1997, 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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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상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 가령 대여금채무를 고의로 

불이행한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되어 이 규정에 의해 상계가 제한될 것이

다.525) 이러한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다음의 방안에 의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규정의 취지에 따라 자력 구제 또는 사

적 집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국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채

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절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 둘째, 이 규정의 고의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 규

정상의 고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 규정의 고의의 의미에 

관하여는 상술할 필요가 있다.

(3) 고의의 의미

민법의 불법행위에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족하고 그것이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526) 

즉 형법에서 인정하는 금지의 착오는 민법에서는 문제되지 않고 금지의 착

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고의가 성립함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 대법원

도 같은 입장이다. 즉, 대법원은 원고(채무자)가 은행대출을 변제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를 받은 연대보증인이자 물상보증인이, 

원고가 작성한 각서에 따라 원고의 양식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양식장 시

설 내에 있던 치어 등을 폐사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양식장 

시설 철거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양식장 내에 있던 치어 등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폐사하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

였다. 또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

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525) 이와 같이 본다면 압류와 상계의 경합 사례에서 변제기기준설을 취하지 않더라도 수동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 바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 규정에 의해 상계가 금지되

어 압류채권자에 상계로 대항할 수 없게 될 것이다.
526) 곽윤직, 채권각론, 2000, 474; 주석민법[채권각칙(6)]/박영식,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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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기각하였다.527) 피고는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

상금 내지 사전구상금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였고 원심에서 이 사건 불법

행위를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인용하였으

나528) 대법원에서는 이를 파기하였다.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은 금지착오의 

경우에도 고의가 조각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형법에서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제16조) 금지착오

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지만 민법의 해석에서는 정당

한 이유 유무를 불문하고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생각건대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는 금지착오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칙적으로 과

실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도 인정되기 때문에 고의를 형법에서와 같이 엄격

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496조의 상계금지의 

고의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금지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상계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자

신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상계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

이 이 규정의 상계금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 상계를 허용하더라

도 불법행위 유발이나 자력구제 방지라는 이 규정의 취지는 훼손되지 않으

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상계만 허용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불이익이 크

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도 피해자의 은행 대출을 대

신 변제한 가해자가 적법한 양식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치어 등 폐사 손

해에 대해서도 상계를 할 수 없고 현실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 규정

의 상계금지 취지에 맞지 않고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피해

자가 가해자의 도움으로 은행으로부터 양식장 운영 자금을 대출받았고, 이는 

치어 등을 구입과도 일정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은행대출에 

관한 가해자의 구상금 내지 사전구상금 채권은 치어 등의 폐사에 따른 손해

배상채무와 일정한 경제적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27) 大判 2002. 7. 12., 2001다46440, 공보 2002, 1943.
528) 부산고법 2001. 6. 15., 99나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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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이에 해당할 것인가에 대

하여 대법원은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보복적 불법행위 유발 

방지와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계가 가능하다고 

본다.529)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가급적 축소하여 해석할 필요가 절실하고 

따라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고의에 의한 법규의 위반이 있더라도 피해에 대한 고의가 없으면 이 규정

의 고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령,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

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에 대

해서는 고의가 없었기 때문이다.530)

(4) 사용자 책임의 경우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제

496조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고, 

사용자의 과실은 직접의 가해행위가 아닌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련된 것이

라는 이유에서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531) 이 판결에 대하

여는, ①과실상계에 있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

지른 자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지만 그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에 있어서는 과

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판례532)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에 대한 

529) 大判 1994. 8. 12., 93다52808, 공보 1994, 2291. 
530) 같은 취지로 Deutsch, “Einschränkung des Aufrechnungsverbots bei vorsätzlich 

begangener unerlaubter Handlung,” NJW 1981, 736 참조(추상적인 보호법률 위반시 상

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
531) 大判 2006. 10. 26., 2004다63019, 공보 2006, 1969. 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이 

대출자를 속여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편취한 사안

에서 이러한 편취행위에 대한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은행은 이 손해배상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과실은 직접

의 가해행위가 아닌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

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의 불

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면할 수는 없다.”
532) 大判 2004. 3. 26., 2003다34045 공보 2004,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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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를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책임을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보

는 것은 모순이고, ②가해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는 

판례의 입장533)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비난가능성이 가해자에게 중과실

이 있는 경우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534) 

사용자가 고의가 없다면 불법행위 유발의 우려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고의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

다. 사용자가 은밀히 피용자에게 지시를 하여 불법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차단하고 고의의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전보를 확실히 한다는 측면

에서 이 경우에도 상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법원은 종전에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

하여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535)536) 2010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변경하여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도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인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537) 따라서 위의 사안에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손

해배상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데,538) 사용자에게 상계를 허용

533) 大判 1994. 8. 12., 93다52808 공보 1994, 2291.
534) 윤진수,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법률신문 3544호(2007.4.9.).
535) 大判 1989. 3. 28., 88다카4994, 법고을; 大判 1996. 12. 10., 95다24364, 공보 

1997, 297; 大判 2008. 3. 27., 2005다75002, 법고을.
536) 한편 대법원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

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어 보험자의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大判 1999. 11. 26., 99다34499, 공보 

2000, 37).
537) 大判(全) 2010. 9. 16., 2008다97218, 공보 2010, 1903.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간략

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인 ○○은행은 ○○건설에 대하여 대출채권 등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이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였다. 피고는 ○○건설의 회

장을 맡고 있었는데 ○○건설의 분식회계 실시를 지시하였다. 결국 원고 은행은 피고와 

○○건설의 분식회계에 의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여 부실대출을 하였다. 이는 불법행위

를 성립하여 피고와 ○○건설은 원고 은행의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

를 부담하게 된다. 위 출자전환에 의하여 은행의 주금납입채무와 건설회사의 대출금채무

가 상계되었다. ○○건설의 대출금채무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에 대해 이 판결의 

원심에서는 “원고가 제공한 여신의 회수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

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서울高判 2008. 11. 14., 2007나85890). 
538) 김대정, 채권총론,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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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사용자의 상계권을 행사로 피해자의 가해자(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

권도 소멸하게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채권의 현실 이행을 받도록 하는 제496조의 취지가, 사용자책임의 개입에 

의하여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5) 양 채권이 모두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인 경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상

계를 허용할 것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539)와 동시에 행하여지는 격투

와 같이 하나의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채권 간에는 상계를 허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540) 대법원은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도 이를 수동채권으

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541)542)

생각건대 이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취지가 보복적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

지한다는 데 있다고 보더라도 이것이 관철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먼저 불

법행위를 한 사람은 보복의 목적이 있을 수 없고 후에 불법행위를 한 사람

에게도 개별사안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획일적으로 보복의 의

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543) 또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양 채

권이 동일한 사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특별히 취급하여 상계를 허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6) 압류의 허용 여부

본 규정에 의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가 금

지되는 것이고 별도의 채권자 지위에서 압류명령, 전부명령, 추심명령 등을 

539) 송덕수, 채권법총론, 461: 주석채권총칙(하)/박준서, 687 주 16.

540) 김형배, 채권총칙, 767; 김대정, 채권총론, 435; 김주수, 채권총론, 442; 김상용, 채권

총론, 498. 
541) 大判 1994. 2. 25., 93다38444, 공보 1994, 1092. 
542) 일부 문헌에서는 大判 1967. 12. 29., 67다2034, 2035 집 15-3, 455이 유력설과 같

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김형배, 채권총칙, 767), 동 판결은 과실로 인

한 불법행위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543) 양 청구권이 동일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상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력 구제 금지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독일의 견해로 

Pielemeier, 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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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

자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고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 채권을 취득하여 혼동으로 이를 소멸시키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상계가 금지되는 임금채권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임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아 이를 혼동으로 이를 소멸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544) 

독일에서도 이 경우에 자동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수동채권에 관하

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545)

다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상계금지 규

정을 잠탈(潛脫)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546) 국내 주석서

에서도 이를 탈법행위로서 금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547) 

2. 압류금지채권(수동채권)

(1) 규정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제497조). 독일 민법도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한 그 채권과는 

상계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이를 명시하고 있다(제394조 본문). 일본 민법

(제510조)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548) 수동채권에 관하여만 상계제한을 

두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 민법은 압류할 수 없는 부양료를 원인으로 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544) 대결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공보 1994, 3058; 윤석종,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

을 수 있는지 여부,” 547 이하.
545) Staudinger/Gursky, §393 Rn. 2(압류·전부명령 방식은 현저히 번거롭고 피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해자보다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계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MünchKomm/Schlüter, §393 Rn. 1; Gernhuber, 261.
546) 日最判 1979(昭 54).3.8. 民集 33-2, 187. 
547) 민법주해[XI]/윤용섭, 415;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484.
548) 오스트리아에서는 집행법(EO) 제293조 제3항에서 압류할 수 없는 채무 중 대부채무, 

임금채무 등 일부에 대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독일과 같이 압류금지채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상계가 금지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주석서에서는 개별 사안에서 위 

규정의 보호목적상 상계를 무효로 하는 것이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Schwimann/Heidinger, §1440 Rn. 14). 예컨대 피부양자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

하여 부양료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것은 부양료채권에 대한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피부양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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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1293조 제3호) 실제는 이 규정을 

확장하여 압류할 수 없는 채무 모두에 대하여 상계가 금지하고 있고,549) 채

권자는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본다.550)551) 스위스 채무

법은 “채권자와 그 가족의 부양을 위하여 현실 이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부양채권과 임금채권과 같이 채무의 성질상 채권자에게 현실 이행이 요구되

는 채무”에 대한 상계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제

125조 제2호), 이탈리아 민법(제1246조 제3항)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관

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공무원의 임금채무나 연금채무와 같이 법에 의해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상계가 금지된다.552)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주채무와 반대채권 사이

에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no work, no pay)” 원칙에 따라 형평법상 고려에 의해 상

계가 종종 허용된다.553) 또한 임금채무가 이미 지급되어 은행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된다.554)

우리 민법에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상

계가 일종의 자기집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다.555) 이탈리아에서는, 상계의 수동채권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고 설명하면서 이는 상계의 요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내용인데 확인하는 

의미에서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556)  

549) Carbonnier, n° 337(산업재해로 지급된 연금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550) Cass. civ. 1re, 30 nov 1965, Bull. n° 662; Hauser/Huet-Weiller, n° 1319(비록 채무

자는 상계를 할 수 없지만 부양료의 채권자는 상계를 원용할 수 있다).
551) 김형석, “양육비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247·248(이행기가 도래한 부양청

구권은 포기할 수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양도할 수도 

있다는 프랑스의 학설 또는 판례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552) Mulvenna v The Admiralty[1926] SC 842; Hollinshead v Hazleton[1916] 1 AC 

428.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연금채무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상계가 금

지된다. 현물급여금지법(Truck Act) 1831; Truck Amendment Act 1887/1896; 근로자보

호법(Factories Act) 1937 Section 120(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거나 근로자로부

터 지급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참조.
553) Miles v Wakefield Metropolitan District Council[1987] 2 WLR 795; Cresswell v 

Board of Inland Revenue[1984] 2 All ER 713; The Phoenix[1832] 2 Hagg Adm 420.
554) Jones & Co v Coventry[1909] 2 KB 1029.
555) 이동진,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임금채권 상계제한의 범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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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압류금지와 상계금지를 구별하는 견해가 있다.557) 압류금지와 

상계금지는 그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모두 상계금

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압류금지는 취지는 공취금지

(Zugriffsverbote)에 한하는 것이고 상계금지는 공취금지에 더하여 현실이행

을 보장(Garantie der Effektiverfüllung)하려는 취지가 더하여져 있다고 본

다. 상계는 변제를 받는 채권자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채무를 소멸시키는 채

무자의 행위이기도 한 데 반하여 압류는 오로지 채권자의 행위, 즉 채권에 

의한 만족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상계와 압류를 구별된다.

생각건대 압류금지는 채권자 자신의 만족을 보장한다는 의미이고 상계금지

는 채권의 현실 이행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도 상계를 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고 상계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 전자의 예는 이미 독일 민법 제394조 단서558) 등 다

수의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후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예

컨대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는 금지되지만 이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559) 

이에 대하여 상계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하면 해당채권의 채무자가 

반대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해당 상계금지채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아 혼동으로 소멸케 하여 사실상 상계를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560)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계금지로부터 압류금지가 명문의 규정 없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계금지채권에 대

하여 압류를 허용하더라도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

아야 하며 상계의 우선변제적 효력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상계를 허용하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또한 압류를 허용함으로써 혜택을 얻는 자는 상

556) Prisco, S. 332; Redenti, S. 26; Perlingieri, S. 346(각 Kannengießer,21에서 재인용).
557) Gernhuber, 261 ff. 
558) “그러나 건강보험기금, 공제조합 또는 장례보험기금, 특히 광부공제조합 및 광부조합

의 공제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여금에 대하여는 의무를 지는 출자금으로써 상계할 수 

있다.”
559) 大決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공보 1994, 3058; “특별히 민법 등 법 규정에

서 어떤 채권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하여 그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금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으로 근로기준법주해[III]/정재현, 11-12.
560) 이동진,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임금채권 상계제한의 범위,” 115 주 

50; 하경효, “임금(채권)의 보호 내용과 그 해석에 관련된 문제점,” 4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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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널리 피상계자의 채권자들 모두가 해당하기 때문

에 압류를 허용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 압류금지의 경우 채권자 등 제3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상계금지에서 바로 이를 도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에서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도 개별법에서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다.561) 또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보조금에 관한 채권,562) 학

교법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563)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564) 등은 성질상 압류 또는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압류금지채권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금지되는 것이고 이를 자

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 중 자녀를 양육하

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위자

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

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565)

(3) 압류금지채권의 변형

가. 양도되거나 대위된 경우

561)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제58조 제1항), 공무원 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제

32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제40조), 군인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제7조),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제19조), 기초노령연금법

상 수급권(제13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제86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제5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금등 직접청구권·가불금·정부에 

대한 보상청구권(제40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상 보상청구권 및 보상금 지

급청구권(제23조) 등.
562) 大判 2009. 3. 12., 2008다77719, 법고을.
563) 大判 1996. 12. 24.자 96마1302,1303, 공보 1997, 527.
564) 大決 2009. 1. 28.자 2008마1440, 공보 2009, 204.
565) 大判 2006. 7. 4., 2006므751, 공보 2006, 1525. 이 판결에서는 양육비채권을 자동채

권으로 하는 상계는 양육 의무 회피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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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된 경우에도 그 성격은 유지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제한된다. 대법원도 이 경

우에는 그 채권의 존재가 채무자의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할 여지

가 없고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채무자의 합리적 기대가 있다고도 할 수 없

으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여전히 금지된다고 판시하였다.566)

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된 경우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고 과실 없이 채권자가 아닌 제3

자에게 변제를 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되면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고 채권자는 변제를 받은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원래 채권의 변형으로서 압류금지채권으로

서 상계금지의 성격을 계승하는가.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되는 유류보조금채

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하여 제

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압류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된 사안에서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유류보조금채권의 변형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제497조를 유추 적용하여 이를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567)568)

다.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예금채권이 된 경우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

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569) 예금채권은 은행

에 대한 채권으로서 기존의 채권과의 동일성이 상실되었고, 예금채권에 압류

가능채권부분과 압류금지채권부분이 혼입되어 있다면 이를 신속히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

566) 大判 2009. 12. 10., 2007다30171, 공보 2010, 78.
567) 大判 2009. 3. 12., 2008다77719, 법고을.
568)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무효한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을 행사한 자에 대한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는 퇴직금 채권자인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퇴직금과 동일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상계 주장을 배척

한 판결로 大判 1977. 5. 24., 77다309, 공보 1977, 10147.
569) 大判 2008. 12. 12., 2008마1774, 법고을; 大判 1996. 12. 24., 96마1302, 1303, 공

보 1997,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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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현행 제246조 제3항)에 의하여 압류를 취소

할 수 있고,570) 2011년에는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

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

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민사집행법에 신설하였다(제246

조 제2항).

3. 임금채권(수동채권)

임금은 개인 및 국가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이다. 적정 수준 이상

의 임금이 확보되고 그 지급에 문제가 없을 때 개개인의 기본적인 경제적 

수요가 충족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임금채권 보장에 관

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들 간 상계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계의 경우에는 반대채권의 존부 및 그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채권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손해배

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거나 반대채권의 금액을 원래보다 많게 주장하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이 부당하게 지연될 수 있다.

  

(1) 비교법적 고찰

가. 독일

독일 민사소송법 제850조에서 임금의 일정 부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 민법 제394조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상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

금 중 압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가 금지된다.571) 그러나 근로자 

측에서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출채무 등에 대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572) 일부 견해는 민법 제39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소송 등의 절차

에서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대하여는 상계금지를 축소하

570) 大決 2008. 12. 12., 2008마1774; 大決 1999. 10. 6., 99마4857, 공보 1999, 2463.
571) MünchKomm/Schlüter, § 394 Rn. 5.
572) Gernhuber,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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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573) 연방대법원은 임금에 관하여 형

성된 상계금지에 관한 원칙을 부양료지급채권에도 적용하였다.574)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이를 대출로 보는 것에 동

의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에게 별도의 대출 채권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575) 이는 장래 채무 또는 이미 존재하는 채무를 미리 이행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는 임금채권을 미리 수령함으로써 해당하는 임금채권을 상실한다. 

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근로자책임법(DHG, Dienstnehmerhaftpflichtgesetz) 제7

조576)에서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것

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근로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받은 후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상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관

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상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상계적상의 발생시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577) 즉 상계적상

이 근로관계 중에 발생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종료한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동일하게 제한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단 발생한 상계의 효력이 근

로자의 이의권 행사로써 소멸하는 것이냐 아니면 근로자의 이의 없음을 정

지 조건으로 하여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냐에 관하여는 상계의 의사

표시 도달 후 14일 동안 근로자의 이의 없으면 그 때에 비로소 상계의 효력

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상계의 요건은 처음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할 때 완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 것이 채무 승인이나 상계 요건의 승인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578)

573) Gernhuber, 265.
574) BGHZ 30, 36 = BGH NJW 1959, 1275(부양료 채권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부양료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인 부양료 채무자가 부

양료 채무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하는 상계는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575) Gernhuber, 263; MünchKomm/Schlüter, §394 Rn. 5; Staudinger/Gursky, §394 Rn. 

23[이러한 선급금은 다음의 임금채무에서 공제(Anrechnung)된다고 보아 제394조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본다].
576) “①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이 법률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

는 경우는 근로자가 이러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은 확정판결에 기한 상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77) Dullinger,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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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국

영국은 공적 임금(public salary)과 사적 임금(private salary)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 상계를 제한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579) 

일정한 공적 임금과 연금은 공공정책이나 법률에 의하여 양도와 압류를 할 

수 없다. 군인, 교사, 성직자, 소방관, 경찰의 특정 임금과 연금에 대하여 법

률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580)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임금 등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어 보다 나은 공직 수행을 이끌어 내려는데 있다. 영

국 법원은 은퇴한 성직자가 법률상 연금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성

직자에 대한 모기지 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

한 사안에서 이러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581)582) 임금

이 모두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는 법률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다. 이와 같이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금액이 은행에 입금된 경우

에는 다시 자유롭게 압류의 대상이 된다는 재판례가 있다.583) 이 경우 상계

도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584)

사적 임금의 경우 법률에 의해 상계를 금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액항변

(abatement)을 허용한 재판례가 있다.585) 현물급여금지법(the Truck Acts)

은 임금감액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직공의 임금 청구에 대하여 공장장이 업

무 수행상 하자를 이유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사안에서 이는 임금산출의 근

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법률상 임금감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

였다. 교사가 추가 학생을 받지 말라는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31명을 초

과하여 5명의 추가 학생의 수용을 거부한 학생에 대하여 5/36만큼의 임금삭

578) Dullinger, 137.
579) Wood, n. 12-112.
580) Wood, n. 12-113.
581) Gathercole v. Smith(1881) 17 Ch.D.1, C.A.(Wood, n. 12-115에서 재인용)
582) 이는 법률상 상계에 관한 사안이고 형평상 상계에 관하여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이 있

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583) Jones & Co. v Coventry(1909) 2 K.B. 1029(제대군인인 피고가 제대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 계좌에 입금된 연금을 피고의 채권자인 원고가 가

압류한 사안).
584) Wood, n. 12-116.
585) Sagar v H. Ridehalgh and Son, Limited(1931) 1 Ch.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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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인정한 재판례도 있다.586)587) 반면 노동자 측에서 임금채권을 자동채

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588)

라. 일본

일본 노동기준법 제24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노동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의 현실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판례는 임금채무 및 퇴직금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고 본다.589)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기반인데 이를 노동자에게 확실히 수령

하게 하는 것이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이므로 이는 상계금지의 취지를 포함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설도 같은 입장이다.590) 다만, 노

동기준법 제17조에서 임금채권의 상계금지에 관하여 전차금과의 상계를 금

지하고 있고 그 외는 민사소송법상 압류제한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 노동자

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사직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퇴직금을 압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591) 

586) Royle v Trafford BC(1984) I.R.L.R. 184.
587) 그 외에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로 고용주의 지시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는 하

지 않고 일을 주지 않으면서 임금을 삭감한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판결(Cresswell v. 

Board of Inland Revenue(1984) 2 All E.R. 713), 토요일 근무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

여 대체비용(이익손실이 아님)만큼 임금에서 삭감한 판결(National Coal Board v. 

Galley(1958) 1 All E.R. 91)이 있다. 이러한 판결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들이 서로 

견련관계에 있는 형평상 상계 또는 감액항변에 관한 것이다. 
588) East Anglian Railway Co. v. Lythgoe(1851) 10 C.B. 726.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 3달 전에 통지를 하도록 계약상 의무가 있었는데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

였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회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노동자는 3월분의 임금을 반대

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여 상계가 받아들여진 사안이다.
589) 日最判 1957(昭 31).11.2. 民集 10-11, 1413(사용자가 노동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노동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 

1962(昭 36).5.31. 民集 15-5, 1483(노동자의 배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
590) 菅野, 勞動法, 212-213.
591) 石川, “賃金の‘全額払’についての疑問,” 637. 菅野和夫는 임금전액지급원칙은 약소채권

보호를 위하여 사법상 상계제한과 별개로 노동자보호를 위하여 상계금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어야 하고 임금과 전차금의 상계금지는 벌칙을 강화하고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점에서 임금전액지급원칙의 특칙이 된다고 설명하며 판례의 입장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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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입장은 보이

지 않는다.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관해 고민하고 있다.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상계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

고 특히 사용자가 근거가 미약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

러하다. 반면 임금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와 업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사용

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에서 상계를 허용할 필요도 있다. 

(2) 우리나라의 논의

가. 학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제1항 본문). 이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으

로서 임금의 공제는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에게 생활불안

을 야기하고 근로자의 일신구속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다.592)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상계금지를 포함한다고 본다.593) 그

러나 다른 한편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허용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임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아 이를 혼동으로 

소멸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594)595)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

592) 강기탁, “임금전액지급원칙과 임금에 대한 상계계약의 유효성,” 62.
593) 이동진,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임금채권 상계제한의 범위,” 114; 김형

배, 채권총론, 768; 송덕수, 채권법총론, 464; 곽윤직, 채권총론, 289(근로자 생활의 안정

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한다고 설명); 김대정, 채권총론, 435(다만,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1/2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해석); 김상용, 채권총론, 498(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는 것

은 허용).
594) 大決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공보 1994, 3058; 윤석종,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

을 수 있는지 여부,” 547 이하.
595) 전부명령에 의한 사실상 상계가 허용되어 있고, 사용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 상계는 금

품청산의무위반 등에 대한 형사 처벌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규정에서 상계금지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로 이동진,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과 임금채권 상계제한의 범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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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퇴직금지급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다. 

부정설은 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상계가 금지되고, 이 

경우 상계를 허용한다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제

도가 탈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이러한 탈법적인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을 고려하여 통상의 근로

에 대한 임금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596)

긍정설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원인이 된 약정이 무효가 되어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그 실질이 퇴직금이고, 근로자도 이를 퇴직금의 

일부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에 불측의 경제적 위협을 초래하지 않아 상계가 

허용된다는 견해597),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 대해 근로자는 선의의 

수익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퇴직금의 2분의 1

까지만 상계가 허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고 사용

자의 퇴직금채무 지급불능위험을 줄여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견해598)가 있

다.

나. 재판례

대법원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

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

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599) 

596) 김홍영,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217; 이영배, “퇴직금 선지급의 법적 효

력,” 384.
597) 김용진, “퇴직금 월할지급 약정의 효력과 관련 쟁점,” 251.
598) 하경효,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효력과 분할 지급된 금원의 성격,” 30.
599) 大判 1993. 12. 28., 93다38529, 공보 1994, 528; 大判 2011. 9. 8., 2011다22061, 



- 133 -

또한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

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때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

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600) 다

만 민사집행법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46조 제1항 

제5호)601) 민법은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97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

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보았다. 즉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상

계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

하여는 절대적으로 상계가 금지된다는 판결이다.

이 판결의 반대견해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 등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액수가 다액이라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전액 상계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례 입장에 대하여는 임금채권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조

정적 상계는 압류금지채권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602) 또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

로자의 퇴직금채권이 서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하여, 

법고을(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재직 중 발생한 미지급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자, 지방자

치단체가 행정자치부 지침의 오인 등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초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초과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휴일근무수당청구권과 상

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
600) 大判(全) 2010. 5. 20., 2007다90760, 공보 2010, 1132.
601) 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602) 이동진,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임금채권 상계제한의 범위,” 120-121. 

이 견해는 임금전액지급원칙은 상계제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다.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임금의 2분의 1 범위에서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상계도 금지된

다고 본다.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법리(조정적 상계)가 압류금지채권에 관하여도 

적용되지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및 중간정산제(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조정적 상계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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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채권은 발생시점이나 지급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비판하면서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금지

를 규정한 법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퇴직금을 조기 

분할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 정산 절차를 엄격히 따라

야 한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603) 

(3) 검토

임금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상계를 금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

정적 상계를 인정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조정적 상계에 해

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논리는 그 결론에 있어서는 합리성이 있다고 생

각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 범위에서는 상계를 

금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상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

어두는 것으로서, 임금에 대한 상계금지의 취지를 도모하면서도 구체적인 사

안에서 타당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본 비교법적 고찰에서

도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예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임금전액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

문이나 퇴직금 중간 정산을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전면적으로 상계금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상계가 허

용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으로 선해하는 태도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논거에 있어서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조정적 상계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합당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임금채권에 관하

여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논리는 압류금지채권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적 상계를 불허하는 이유를 압류 금지

에서 찾기 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유지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임금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조정적 상계도 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 타

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604) 상계를 금지하고, 나머

603) 김재형,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28. 또한 이 견해는 퇴직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퇴직금과 임금을 구별하고 있고 당사자의 의사도 이를 구분

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을 임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26면).
604)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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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적 상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임금은 지급기

일에 지체 없이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증명이 어려운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다.605)

제5절 국가채권과 상계

1. 서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는 국가채권의 상계에 관하여 통상 공법상 채권의 상

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공법상 채권은 그러한 채권의 판결에 있어 공법의 

규율을 받는 채권을 의미한다.606) 공법상 채권의 의미에 관하여는 채권을 

규율하는 법이 공법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채권에 관한 관할 법원이 행

정법원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채권이 국가의 고권적 작용에서 발생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채권을 대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국가 등이 보유하

는 채권은 그것이 공행정작용에서 발생하였든, 사경제작용에서 발생하였든 

국가재정 문제와 직접 연결되고 국가라는 거대한 하나의 법인격에 귀속된다

는 점에서 사인이 보유한 채권과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독일, 오스

트리아, 스위스에서도 국가가 보유한 채권의 상계에 관하여 민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기타 공법상 채권에 관하여는 관련 특별법상 규정에 의하

거나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이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의미에서 공법상 채권이라는 표현 보다는 국가채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채권도 여기의 국가채권에 포함

된다. 공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적 주체가 보유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채권 상계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다. 

주요 쟁점은 ①상계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②조세채권, 벌금채권 등 

605) 이는 결국 상계의 견련성 및 확실성 요건이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가능 여부를 판단하

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606) Dullinger,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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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국가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③전혀 관련성이 없는 채권 

사이에 상계를 인정할 것인가 ④관할 법원에서 반대채권에 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소송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이다. 

2.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1) 사법상 채권

독일 민법 제395조는 “연방 또는 주의 채권 및 기초지방자치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체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채무자의 급부가 상계자의 채권이 지급을 

얻을 금고와 동일한 금고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상

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공적 단체의 채권에 일정한 

특권을 부여하여 하나의 공적 단체가 여러 다양한 금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마치 다른 법주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다루고 있다. 즉 사

인의 경우 수개의 금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격인 한, 상계를 

하는데 제한이 없으나 공적 단체(연방 또는 주 및 기초지방자치체 또는 다른 

지방자치체)의 채권에 대하여는 다른 금고에 대하여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고채권에 대하여 다른 계정(statio fisci)에 대한 채권으

로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보통법과 중요 법률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

었고607) 위 규정은 단지 이를 기초지방자치체와 다른 지방자치체에 확대한 

것이다.608)

여기서 금고(Kasse)란 공법상 목적을 위하여 정해진 금전잔고 자체를 관

리하는 직무상 지위(Amtsstelle)을 의미한다.609) 이는 금전잔고로 특정될 수 

있는 유동적인 수입을 입금하고 금전잔고의 목적에 따라 그로부터 지급할 

지출을 실현하고 행정장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금고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시점이다.610) 처음 상계

607) Windscheid/Kipp, 493; PrALR(프로이센일반란트법), 1부 16장 제368조(국고채권은 다

른 곳에 대한 변제로는 상계되지 않는다.), 제369조(채권과 반대채권이 같은 행위 또는 

근거에서 발생하더라도 상계는 이루어지는 것은, 계정체계상 반대채권이 주채무가 지급되

어야 하는 계정과 같은 계정기초에서 지급될 수 있는 때에 한한다.); Staudinger/Gursky, 

§395 Rn. 3.
608) Motive II, 114 = Mugdan II, 63. 
609) Staudinger/Gursky, §395 Rn. 6.
610) Staudinger/Gursky, §395 R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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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상 시에 금고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후 금고의 변경이 발생하여 금

고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게 된다.611)

위 민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법상 채권뿐만 아니라 공법상 채권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문제된다.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기본법 제72조, 

제74조에 따라 연방에게 주의 공법상 채권에 관한 규율 권한을 부여하지 않

았기 때문에 입법자가 민법에서 공법상 채권을 규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612) 또한 조세기본법(1977) 제226조 제3항은 “조세채무

자는 조세채권관계상 채권에 대하여 오직 다툼이 없거나 확정된 반대채권으

로만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세채무자의 조세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반면 조세기본법 규정은 조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채권에 국한하여 적용될 

것이고 그 외의 국가채권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조세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국가채권에 관하여는 사법상 

채권과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613) 

2) 공법상 채권

보통법 시대에는 원칙적으로 공법 관계에서도 상계를 허용하였고 예외적으

로 국고 특권(privilegium fisci)에 의해 이를 제한하였다.614) 그 후 제국법

원은 계속하여 공법관계에서의 상계를 허용하는 판결을 하였고,615) 이는 국

가가 하는 상계뿐만 아니라 사인이 하는 상계도 허용하는 것이었다. 연방대

법원도 민법 제387조의 동종성은 채무 목적의 동종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

권의 법적 성격이나 법적 근거는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

고,616) 연방행정법원도 민법의 상계 규정이 당연히 유추 적용된다고 본

다.617) 이에 관해 비경제적인 급부의 교환을 피한다는 상계의 취지는 민법

611) 예외적인 재판례로 연방대법원은 독일 제국의 붕괴에 따라 반대채권에 관한 금고

(Kasse)가 없어지고 이를 대체하는 다른 금고가 만들어지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금

고의 동일성이 없지만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BGH NJW 1951, 599 = BGHZ 

2, 300). 
612) Herbsleb, 97.
613) Staudinger/Gursky, §395 Rn. 9.
614) Pietzner, 453.
615) RGZ 47, 330 ff; RGZ 77, 411; RGZ 80, 371(372); RGZ 93, 156; RGZ 155, 243.
616) BGHZ 5, 352; BGHZ 16,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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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법 영역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

다.618)

연방행정법원은 상계는 행정집행과 달리 다른 채권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

제적인 탈취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채권을 희생하여 채무를 이행

하는 것이므로,619) 집행법상 조치와 법체계상 관련이 없고 급부명령을 필요

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620) 

(2) 스위스

스위스 채무법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계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로 

공공단체(Gemeinwesen)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 채무를 규정한다(제125

조 제3호). 여기서 공공단체는 연방, 주, 지자체, 주의 공법인 등이 포함된다

고 하나 공공단체가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해 소유하는 주식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621) 이 규정 자체에서는 반대채권의 법적 성격 즉, 자동채권이 사법

상 성격을 가지는지 공법상 성격을 가지는지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

지만 자동채권의 성격에 관하여는 사법상 채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

설과 판례의 입장이다.622) 국고특권은 여러 이유를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존

속하고 있다. 하나는, 권력분립이 오늘날과 같지 않던 시기에, 입법자의 특권

상 이러한 상계금지를 좀처럼 문제 삼지 않거나 행정상 합목적성의 측면에

서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 후 개별 국가 기관이 독립적인 법적 주체이고 상

계는 상호대립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를 극

복하고 점점 더 강조되었던 견해는 국가 기관은 모두의 보다 높은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수단을 사용하고 이를 위하여 현실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단체의 채권이 공법상 권원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국고 특권은 인정되

617) BVerwG NJW 1958, 1107(원고가 수입한 설탕에 대하여 피고인 설탕수입청이 인수결

정을 하여 원고가 이에 따라 수입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을 행정법원에 청구

한 사안이다. 이는 당시 설탕법 제9조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피고가 기존에 

과잉지급한 보조금반환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한 데 있었다. 연방행정법원

은 일부 금액에 관하여 상계를 인정하였다.)
618) Herbsleb, 15; Lüke/Huppert, “Die Aufrechnung,” 165.
619) Pietzner, 457.
620) BVerwG, DÖV 1972, 573(FN 11).
621) ZK-Aepli, Art. 120 OR N 98.
622) Zbl 68, 167, 68; ZK-Aepli, Art. 125 OR 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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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것이었다.623) 

공법상 채권 간 상계에 관하여는 공법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판단하

고624)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법인은 일반법원칙에 따라 공법인, 

사법인, 자연인에 대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고 자신이 가지는 채권을 자

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625) 다만, 상계의 일반요건을 충족하지 않

거나 상계를 금지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한 당사자

가 사인인 경우에는 달리 금지규정이 없는 한 공법인 측에서 하는 상계는 

허용되나 사인 측에서 하는 상계는 특별히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거나 공

법인 측에서 이를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허용된다.626)

공법상 채권과 사법상 채권 사이의 상계는 여덟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스위스 채무법 제125조 제3호 사안(⑥)을 제외하고 모두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627)

<수동채권이 사법상 채권이고 자동채권이 공법상 채권인 경우>

① 사인 간 상계

② 사인이 공공단체에 대하여 하는 상계

③ 공공단체간 상계

④ 공공단체가 사인에 대하여 하는 상계

<수동채권이 공법상 채권이고 자동채권이 사법상 채권인 경우>

⑤ 사인 간 상계

⑥ 사인이 공공단체에 대하여 하는 상계(스위스 채무법 제125조 제3호)

⑦ 공공단체간 상계

⑧ 공공단체가 사인에 대하여 하는 상계

②에 해당하는 재판례로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과 전기공급계약에서 발생

한 전기료채무를 사법상 채무로 보고 이에 대하여 사인은 공법상 또는 사법

상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628) ④에 해당하는 재

623) BK-Silur, Art. 125 N 209.
624) BGE 111 V 102.
625) BGE 111 Ib 158; 107 III 143.
626) BlZüR 83, 1984, 121 Nr. 43.
627) ZK-Aepli, Art. 120 OR, N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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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사법적 성격을 가지는, 사무실 집기 구매에 따른 매매대금채무에 대

하여 우편전신전화국(PTT)이 다른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공법상 채권인 상

품거래세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상계를 허용하였다.629) 

(3)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법 제1441조 제2문은 “국고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다른 국

고에 대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그 취

지는 상계의 어려움을 방지하려는데 있다.630) 이는 사법상 채권뿐만 아니라 

공법상 채권에도 적용된다.631) 국가 측에서 다른 금고에 속하는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된다.632)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연방의 금고에 국한되고 

주, 지방자치체, 도시는 다수의 보조 및 특별 금고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

된 장부가 있을 뿐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633) 이는 명문으로 지

628) BGE 76 II 103 ff(오늘날 통설은 공기업과 이용자 사이의 관계는 특별한 권력관계가 

발생한다면 공법상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원심에서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계약상 합의에 

기하여 행하여졌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규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결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공법관계도 계약형식으로 규율될 수 있고 결정적인 것은 기

업과 구매자 사이의 전기공급조건이 결정되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일방적으로 기업에 의

해 그전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가지고 같은 상황에서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

다면 공법상 관계이고 이용관계가 기업과 이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전기료와 같이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다르게 형성할 수 있다면 사법상 계약관계가 된다. 이 판결

의 사안에서는 미리 정해진 요금표가 있지만 이는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

이고 실제로도 1937년에 이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전기공급회사)과 피고(이용자) 사이에 

전기료를 인하하는, 이와 다른 내용의 특약이 체결된 바 있었다. 따라서 전기료 지급 채

무는 사법상 성격을 가지고 이에 대한 상계는 허용된다.).
629) BGE 107 III 139 ff(물품인도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은 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이에 대한 

상계의 허용 문제도 본질적으로 연방 민법에 따라 판결하여야 하고, 연방 행정국에 대한 

사인의 사법상 채권에 대하여 다른 행정국이 그 사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법상 채권

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 여부의 문제는 행정법상 절차가 아니라 민사절차에서 판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630) Dullinger, 258; Schwimann/Heidinger, §1441 Rn. 16; Rummel/Dullinger, §1441 Rn. 

21.
631) VwGH E 1990/11/12 88/15/0064 1. 그러나 이 규정은 민법의 적용범위에 국한하여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공법상 채권 사이, 사법상 채권에 대하여 공법상 채권으로 

하는 상계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규율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행정법

에서 상계에 관한 일반적인 규율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련의 특별법상 규정은 상계를 

행정법상 제도로 인정하고 있는 듯 보인다(Dullinger, 241).
632) Mayrhofer, 606; Schwimann/Heidinger, §1441 Rn. 16; Rummel/Dullinger, §1441 

Rn. 21.
633) Dullinger,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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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체 등의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 독일 민법과 다른 부분이다.

공법상 상계의 허용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는 없는 듯 보이

고,634) 상계가 아닌 다른 법 제도에 관하여도 손해, 과실, 착오급부반환 등

에 관하여 민법 규정 및 원칙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상계의 경우에도 민법에 

의거하여 그 요건 및 효과를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635) 

공법상 주체의 상계의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행정청 등의 상계의 

의사표시는 항상 행정행위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설은 이에 반대한다. 

이는 고권적 처분이 아니고 이를 행정행위로 보면 상계 결정은 공정력을 가

지게 되어 상계의 요건이 없어도 효력이 발생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636)

공법상 채권과 사법상 채권 사이의 동종성은 채권의 권리구제방법이나 채

권자의 고권적 지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대상 즉 급부의 

내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637) 

문제는 소송절차상 진행에 관한 것인데, 반대채권에 관하여 재판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상계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민사소송 중

에 공법상 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한 경우에 민사법원에서는 공법상 채권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대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상계항

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권한을 넘는 일이 된다. 반대채권에 관하여 다툼이 없

거나 반대채권이 확정된(rechtskräftig) 경우에는 상계 판단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헌법소송638), 행정소송639), 민사소송640)에서 각각 이를 긍정하

634) Dullinger, 242.
635) Dullinger, 243.
636) Dullinger, 246.
637) Dullinger, 249.
638) VfGH Slg 8288/1977(병원법(KAG) 제57조 이하에 의해 연방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

하는 목적보조금은 공법적 성격을 가지고 이에 관한 결정은, 연방에 대한 재산법상 청구

권에 관한 관할은 헌법재판소가 가진다는 연방헌법(B-VG) 제137조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서 관할을 가진다. 연방의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지급반환채권도 헌법재판소가 관할을 가

진다. 헌법재판소법(VerfGG)에서 상계항변의 허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제35조 제1항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91조 제

3항과 제411조에서 상계항변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계항변은 허용된다. 연방정부가 공

공병원의 주체인 린츠 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린츠 주가 1972년부터 1975년까지 

사이의 보조금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연방에 청구

하였고 연방은 1956년과 1957년 초과지급한 보조금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하였다. 헌법재

판소는 보조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계는 판단하지 않았다.).
639) VwSlg 14046 A/1994.
640) SZ 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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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판례가 있고 통설641)도 이를 긍정하고 있다. 

반대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 반대채권에 관하여 관

할이 없는 법원이 상계항변을 판단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다수설642)과 판

례643)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행정법원은 통상 반대채권이 확실성

(Liquidität)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반대채권이 확실성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상계를 불허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상계

를 허용하면 반대채권에 관하여 상계의 범위에서 기판력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헌법이 부여한 재판권을 넘어서는 결과가 되어 기판력에 관한 민사소

송법 제411조 제1항 2문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644) 

(4) 영국

영국은 최고재판소 규칙(Rules of the Supreme Court Order) 제77조 제

6항은 세금(taxes, duties)과 벌금(penalties)에 대하여 사인은 이를 자동채

권 또는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 외 채권을 정부

가 제소하면 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계 또는 반소를 할 수 있다. 정부

가 피고가 된 경우, 정부 부처의 이름으로 제소된 경우에는 반대채권이 정부 

부처와 관련되었다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상계나 반소제기를 할 수 있

다.645)

이와 같이 영국은 상계에 관하여 ①정부를 우대하고 ②세금, 벌금채권을 

우선시하며 ③반대채권도 같은 정부 부처에 관한 것이라면 넓게 허용한다.

(5) 미국

주 정부가 소제기를 한 경우 사인인 피고는 주 정부의 승인 없이는 독립적

인 채권에 기반하여 상계하거나 반소를 제기할 수 없다.646) 이를 허용하는 

641) Dullinger, 250(FN 44, 45).
642) Dullinger, 250.
643) VwGH E 2007/05/23 2007/13/0033.
644) Dullinger, 251.
645) Wood, N 12-172. 영국에서 정부에 의한 민사소송은 정부 부처 또는 법무부장관

(Attorney-General)의 이름으로 제기한다(1947년 국가소송법(Crown Proceedings Act) 

제17조 제2항). 상호대립성 요건에 관하여 정부부처가 각각 하나의 법인격을 형성한다. 

해당 채권에 관하여 적합한 정부 부처가 없는 경우나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제소한다(Wood, N 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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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주는 자신의 동의 없이는 제소되지 않는다는 규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주 정부가 청구한 채권과 같은 행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였

거나 이와 견련관계가 있는 채권으로 상계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

용된다.647) 주 정부의 소제기는 주권 면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

는 시효완성을 제외한 다른 항변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상

계는 같은 사건에서 발생한 반대채권으로만 가능하고 주채무를 기각 또는 

감축하는 것에 한한다.648) 미국 정부가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

률관계에서 발생한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된다.649)

정부 조세채권 청구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650) 그 이유는 세금은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확정 및 징수에 있어 개인 납세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의

무 또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매해 세

금 부과의 액과 세금이 부과되는 목적이 세금 부과 이전에 확정되어 있고 

징수금은 그렇게 정해진 목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정부가 조세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도 금지된다.651) 첫째,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소인(cause of action)이 없고 이를 위해 특별히 규정

한 입법적 수단만이 존재한다. 둘째, 상계는 일반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조세채권은 계약의 일반적인 특색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기원과 발생, 집행 

방식에 있어서 계약의 기술적인 개념이나 일반적인 생각에 걸맞지 않다. 셋

째, 세금은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정치 조직체

와의 관련하여 단정된 임의적인 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이다. 넷째, 세금은 

646) 20 Am. Jur. 2d §63.
647) The Fort Fetterman v. South Carolina State Highway Dept., 261 F.2d 563 (4th 

Cir. 1958), on rehearing 268 F.2d 27 (4th Cir. 1959)(선박이 다리에 부딪혀 피해가 발

생하여 주 정부가 선주에게 2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충돌로 

인한 수선비용 등으로 발생한 17만 5천 달러의 반대채권을 주장하였다. 1심은 피해는 오

로지 선박 운항상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은 다리 공사가 정부가 승

인한 계획 및 제원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에 위반한 것이 위 충돌에 기여하였다는 

증명은 다리의 소유주인 원고가 부담하고 이에 관한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648) Burgess v. M/V Tamano, 382 F. Supp. 351 (D. Me. 1974).
649) 20 Am. Jur. 2d §69.
650) 20 Am. Jur. 2d §67.
651) 20 Am. Jur. 2d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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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세금은 사법절차에서 확정되고 결정되

는 개인의 사적 권리나 재산에 관한 절차나 개인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한해에 세금이 과잉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그 다음해에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상계될 수는 없다.652) 그러한 과세오납이 자진하여 또는 착오로 또

는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항목은 체납하고 다른 

항목은 과잉 지급한 납세자도 상계를 할 수 없다.  

(6)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조세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허용하였다.653) 세

무서장은, 원고의 1949년분 급여소득세등의 체납금(29만여엔)으로 체납처분

을 하여 1950년 원고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여 1951년 3월 매각하였다. 원

고는 이러한 매각처분에 대하여 재조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처분의 취소할 것

을 구하였다. 세무서장은 1951년 5월에 위 매각처분이 담합으로 입찰되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거액의 손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법 제1조의 손

해배상을 청구하여, 원고의 위 체납금에 대해 위 손해배상금으로 상계하였

다. 피고는 매각처분에 위법 또는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설사 그러

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여도 조세채권의 성질상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국

세는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것 외에 다른 채권과 성질을 달리하지 않기 때

문에 상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계는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일본의 학설과 판례, 행정실무는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의 공법적 우위

성을 강조하는 당시의 조류에 맞추어 이러한 상계를 부정하는 입장을 확고

히 하고 있었으나,654) 본 판결에 의하여 이러한 입장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

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1958년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어 “국세와 국가에 

대한 채권 중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의 별단의 규정이 없

다면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제180조)는 취지의 명문이 신설되었고

652) 20 Am. Jur. 2d §67.
653) 東京地裁 1955(昭 30).10.18. 下民 6-10, 2158. 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日最判 

1960(昭 35).12.23. 民集 14-14, 3166(상급심에서 상계 주장을 철회하였다).
654) 菊井, “租稅債權と一般の債權は相殺できるか,”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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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관하여도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일본 국세통칙법 제122

조에는 이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환부금 등에 관계된 채권과 국가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도 또한 마찬가지로 본

다”는 후문이 추가되어 조세채권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세환급채권을 가지고 국가 채무에 관하여 상계를 하는 것

도 제한하여 상계금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논의

(1) 관련 규정

국가채권의 상계에 관하여 민법이나 다른 공법에서 일반적, 직접적으로 규

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

3항에서 국가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와 계약상대방의 지체상금을 

서로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국가보훈처장은 대부원리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보훈급여금 채무

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납입고지서 송부 후 당해 채권이 국가의 채무와 상계된 경우 잔액이 있으면 

납부서를 새로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이 규정은 

비록 시행규칙에서 위치하고 있으나 국가채권 일반에 관하여 상계가 허용된

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2) 재판례

대법원은 국가가 부당하게 공매처분하여 이를 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

무에 대하여 국가가 벌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655) 원고는 자신의 피용인을 통하여 금화를 밀수하려다 적발되어 관

세법위반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8억원 및 금화 1kg짜리 28개 

몰수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그 후 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되

어 최종적으로 벌금 11억 17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금화 공매 대금 

가액에 대해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국가

는 위 벌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주장하였다. 

655) 大判 2004. 4. 27., 2003다37891, 공보 2004,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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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656)은 벌금형은 비록 이를 집행할 때에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준용되

고 검사의 집행명령에 집행력 있는 집행 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는 

있으나, 그 집행절차상 일반 민사채권의 집행과는 달리 여러 가지 특수성(납

부명령 및 독촉, 소재수사 및 출국금지 조치, 징수명령 등)이 인정됨은 물론, 

자연인에 대하여 부과된 벌금에 관하여는 노역장 유치에 의한 집행도 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본질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민사소송절차에 의

하여 권리보호를 받는 민사법상의 채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상계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한해 이를 허용

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그 이유로 ①벌금도 일정 금액으로 표시된 

추상적 경제가치를 급부목적으로 하는 채권인 점에서는 다른 금전채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고, 다만 발생의 법적 근거가 공법관계라는 점에서

만 차이가 있을 뿐이나 채권 발생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급부의 동종성

을 결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는 점, ②벌금형에 있는 납부명령 및 독촉, 소재

수사 및 출국금지 조치, 징수명령 등의 집행절차상 제도와 노역장 유치에 의

한 집행제도들은 확정된 벌금의 징수를 용이하게 하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

이고 그러한 제도들의 존재가 벌금채권의 실현을 더욱 확실히 담보하는 상

계의 가능성을 배제할 근거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벌금형을 자동채

권으로 하는 상계만을 허용하는 것이 국가를 다른 채권자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점을 설시한다.

이 판결에 대하여, 민법상 상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벌금형에 관한 

특수한 제도는 벌금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측에서 보다 

강력한 징수 수단으로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고, 

검사가 소송수행자로서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의 벌금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결론에 동의하는 견해가 있다.657) 

(3) 검토

국가채권의 상계는 국가에 대한 상계와 국가가 하는 상계를 구별하여 보아

656) 서울高判 2003. 6. 27., 2003나5599.
657) 심준보, “벌금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부,” 142 이하. ①벌금 채권은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국가에 대한 채권은 그 만족이 사실상 보장되어 상계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크지 않고, ②벌금채권에 대한 상계를 허용하면 형벌권 행사가 침해될 

수 있고, ③예산 회계 기능의 수행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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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발생 원인에 있어서 공법상 채권과 사법상 채권을 구별하여야 한다. 

국가에 대한 상계와 국가가 하는 상계를 구별할 필요성은 ①국가는 채무 이

행을 확실히 하는 반면 사인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②국가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여 볼 때 사

인의 채권 보다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공법상 채권과 사법상 채권을 구별할 필요는 ①공법상 채권을 확보하는 것

이 공익적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고 ②공법상 채권은 행정법원에서 확정되

어야 한다는 관할의 문제가 있다는 데 있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은 반대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

문에658)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상계를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행정법원이 관할을 가지는 공법상 채권을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대하여, 관할이 없는 민사법원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다만, 벌금채권

은 형사판결에 의하여 발생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추가적인 확정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관할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

국가가 가지는 법인격이 하나라고 하여 전혀 관계가 없고 분야가 상이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국가가 우리 생활에 관여하는 

부분이 광대하여 서로 관련이 없는 법률관계가 단지 당사자가 국가라는 이

유만으로 연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형사재판으로 확정된 벌금채무, 교

통법규 위반에 의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임금채권, 물

건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토지 수용에 따른 수용금채권 등 서로 다른 채

권을 상계로 처리하는 것은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②행정력의 낭비를 초래

할 수 있다. 앞의 예와 같이 서로 관련 없는 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하기 

위하여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하여 정부 전체가 연결되는 전산망을 형성하도

록 요구하는 것은 행정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수 있고 개인정보유용의 

위험도 커지게 된다. ③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법적 검토에서도 정부 일반에 

관하여 관련 없는 채무 사이에 상계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 측에서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

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상계는 자동채권을 희생하

여 수동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채권 급부를 수령할 권한과 

658)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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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채권을 이행할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가의 경우 자동채권

의 급부를 수령할 권한과 수동채권의 이행 권한은 서로 다른 부서에 귀속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부서와 채무지급을 담당하는 부서

가 다르다는 것이다. 앞의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채권의 경우 상계의 의사표

시를 소송수행자가 재판상 행사하였다. 소송수행자는 항변을 제기할 권한은 

있지만 벌금형을 집행하거나 채무를 소멸시킬 권한은 없다. 상계의 경우 수

동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수행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서 재판상 상계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

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송 외 상계의 경우에는, 달

리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을 집행하고 수동채권을 이행할 권한을 

모두 갖는 기관(상위부서)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다. 상계는 자

동채권의 집행과 수동채권의 이행의 성격을 모두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관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소송수행자는 재판절차에서 이러한 상계

를 원용하는 의미의 상계항변을 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한다.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법률유보 원

칙). 자동채권의 집행근거와 수동채권의 이행근거를 결합하여 상계의 근거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는 있겠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특히 공법상 채권

을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하여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상계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는 공법상 상

계에 관한 세부적인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다만, 상계가 아닌 다른 법 제

도에 관하여도 손해, 과실 등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 및 원칙에 의거하고 있

으므로 상계의 경우에도 부족한 대로 민법에 의거하여 그 요건 및 효과를 

규율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659)

4. 소결

국가채권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는 요건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659) Dullinger,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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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세채권, 벌금채권에 대한 상계

② 업무 동일성이 없는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

상계를 인정하면 상계로 인하여 주채무의 이행이 지연될 수 있다.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반대채권의 존부 및 금액, 상계 요건의 충족 등에 관

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반

대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주채무 전액

에 대하여 사실상 이행을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의 조세징수

는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사인의 상계 주장에 의하여 조세징수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서 비교법적 고찰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도 조세채권의 상계에 관하여 특례를 두고 있

다. 스위스는 통설과 판례에서 조세채권에 대한 상계를 제한하고 있다. 영국, 

일본과 같이 조세채무에 대한 사인의 상계를 금지하는 방안과 독일과 같이 

다툼이 없는 채권으로만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사견으로

는 원칙적으로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같은 조세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으로 하는 상계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존부 및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상계를 허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벌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벌금채권은 

채권의 집행으로서 성격 보다는 형벌권의 집행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

에 상계로써 이를 저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벌금형은 확정시에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상계로 그 집행을 저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벌금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여

러 가지 수단을 강구할 것이기 때문에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인이 국가에 대하여 하는 상계 일반에 관하여는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

이 동일한 금고에 대한 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폭넓게 허용하는 입장, 스위스

와 같이 채권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 상계를 허용하는 입장, 일본과 같이 상

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이 있다. 국가의 사법상 채권에 대한 상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경제 작용도 간접적으로 공익에 기여하

는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업무의 동일

성660)이 있거나 견련관계에 있는 채무 사이661)에 한정하여 상계를 긍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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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금고(계정)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는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 편의에만 치우쳐 있다고 여겨진다. 사인이 근거 없는 반대채권으로 상

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아 기각할 수 있을 것이고 공

익 보호의 측면에서 폭넓게 남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부처를 기준

으로 하는 방안은 정부부처가 자주 개편된다는 점에서 국민에 혼란을 초래

하기 쉽고 관련 없는 업무도 같은 부처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지나치게 

넓은 기준이어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국가가 사인에 대하여 하는 

상계에 관하여도 업무의 동일성과 견련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무의 

운용과도 맞고 사인과의 형평에도 부합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제6절 채무의 견련관계가 상계에 미치는 영향

1. 문제제기

상계의 대상인 채무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계를 상계의 견련성 또는 

견련관계이라 한다. 양 채무의 견련관계는 상계의 요건이 아니다. 서로 대립

하는 채무이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채무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

도 상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와 그렇지 않

은 채무 사이의 상계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에는 

상계를 할 필요성과 상계에 대한 당사자의 기대가 더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매도인의 매매대금청구에 대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

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와 매매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

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는 그 상계기대의 크기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매매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 채무와 매매대금지급채무는 

660)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명칭, 기능,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 보유 여부, 담당 기관 또

는 부서 등에 비추어 같은 행정 단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기대할 수 있다면 업

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소득세징수업무와 소득세과오납반환업무는 서

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소득세업무와 상속세업무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661) 공사대금채무와 도급인(국가) 또는 수급인(공사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담당 부서가 다르더라도 견련관계가 있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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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대가관계에 있고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매매목적

물 가치의 일부를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매매대금과 대가관계에 있

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구별은 당사자의 변제능력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어느 한 쪽의 자력이 악화되고 채권양도나 압류 등에 

의하여 제3의 이해관계자가 개입하여 상계의 인정 여부에 따라 채권 만족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의미를 가진다. 

2. 비교법적 검토

상계를 인정하게 된 출발점이 되는 로마법에서는 견련관계를 중심으로 상

계가 발달하였다.662) 성의소송에서 심판인은 배상액을 결정할 때 청구채권

과 같은 원인에서 발생한 반대채권을 고려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 

(1) 영국

영국의 감액항변과 형평상 상계는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채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감

액항변의 취지이므로 반대채권이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에 감액항변이 인정된다.663) 형평상 상계는 

법률상 상계와 달리 양 채무가 같은 거래(the same transaction) 또는 밀접

하게 연관된 거래에서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는 양 채무가 동일

한 계약에서 발생하였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채권이 주채무가 

발생한 거래행위와 분리할 수 없이 연관되어 있거나664) 양 채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원고의 청구권원이 기각되는 것을 의미한다.665) 특정한 상황에서

는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도 형평상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666) 

662) 로마법상 상계에 관하여는 제2장 제2절 1. 참조.
663) Derham, n. 2.89; 2.123.
664) Bank of Boston Connecticut v European Grain and Shipping Ltd [1989] 1 AC 

1056.
665) Bartlett v Barclays Bank Trust Co Ltd(No 1)[1980] Ch 515, 538, per Brightman J.
666) The Angelic Grace [1980] 1 Lloyd's Rep 288: 선박의 소유주가 용선주(charterer)와 

연속되는 세 개의 용선계약(charter-party)을 체결하였다. 세 번째 용선계약이 만료된 이

후 선박이 돌아왔을 때 그 선박에는 용선주에게 인도하여야 할 몇 개의 궤(bunker)가 있

었다. 한편 선박의 소유주는 용선주에게 두 번째 및 세 번째 용선계약 중에 발생한 선박 

인부의 손해로 인한 용선계약상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궤의 인도 채권과 인부 손

해배상 채권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상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세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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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형평상 상계에서 양 채무의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인정한 예를 보면 ①피고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원고가 

별개의 거래에서 다시 이를 피고에게 양도한 사례에서 원고의 매매대금 청

구에 대하여 피고는 처음 양도 거래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두 거래가 별도로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상계를 

인정하였다.667) ②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는데 수급인은 자신의 근로자가 접근을 차단당하여 발생한 손실 등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양 채무의 견련성을 인정하였다.668) 

③피고 은행은 시멘트 가격 및 체선료(demurrage)에 대하여 신용장을 발행

하였다. 신용장의 수익자인 원고는 일부 화물에 대한 체선료의 지급을 주장

하였다. 피고 은행은 그 전에 다른 화물에 관하여 위조된 문서에 기하여 지

급한 신용장 대금의 반환을 주장하며 이를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 법원은 비록 양 채무가 다른 화물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들 화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신용장이 발행되었으므로 결국 양 

채무는 같은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고 형평상 상계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

였다.669) ④임대인의 차임지급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다. 차임지급의 근거가 되는 계

약과 사용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은 별도로 체결되었지만, 

법원은 양자가 견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670) 

(2) 프랑스

양 채무의 견련성을 상계의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견련성은 두 가지 점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소송절차에 있어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는 소송 지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상계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671) 신민사소송법(NCPC) 제70조 제2문672)은 양 채무가 견련성이 

용선계약은 같은 선박에 관한 것이었고 같은 용선주에 관한 연속된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

다. 그 결과 이들은 모두 같은 거래의 일부였다. 
667) Bankes v Jarvis[1903] K.B.549.
668) Hanak v. Green[1958] 2 All E.R.141.
669) Etablissement Esefka Internationale Anstalt v. Central Bank of Nigeria[1979] 1 

Lloyd's Rep. 445.
670) British Anzani(Felixstowe) Ltd. v. International Marine Management(UK) Ltd.[1979] 

2 All E.R.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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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반대채권에 관한 재판이 전체 소송을 과도하게 지연할 수 있는 경우에

는 반대채권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반대채권은 별도의 소송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다른 하나는 프랑스 재판례에서 상계의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도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계금지, 채권의 확실성 

결여, 채권의 청구가능성 결여 등의 사유로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양 채

무 사이에 견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계를 인정하고 있다.673) 

또한 보호절차나 갱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견련관계가 있다면 재판상 상계

를 할 수 있고,674) 반대채권을 수동채권의 양도통지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

도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고 본다.675)

견련성은 양 채무가 같은 계약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히 서로 연결된 계약

에서 발생하여 양 채무 사이의 특별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한

다.676) 매도인의 하자담보채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채무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고, 해제 시 매도인의 대금반환채무와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된다.677) 또한 양 채무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경

우는 다른 계약 또는 법적 근거에서 발생한 채무 사이에 견련관가 인정된

다.678) 한 채무가 계약상 채무이고 다른 채무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671) Fountoulakis, 54. 
672) Nouveau Code de Procédure Civile Article 70 Les demandes reconventionnelles 

ou additionnelles ne sont recevables que si elles se rattachent aux prétentions 

originaires par un lien suffisant.(반소나 추가제소가 가능한 경우는 이것이 본소와 충분

한 견련성을 가지고 있는 때이다) Toutefois, la demande en compensation est 

recevable même en l'absence d'un tel lien, sauf au juge à la disjoindre si elle 

risque de retarder à l'excès le jugement sur le tout.(다만, 상계는 이러한 견련성이 없

는 경우에도 이것이 전체 사건에 관한 재판을 과도하게 지연할 위험이 있어 판사가 이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다.)
673)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03. “양 채무가 견련되어 있다면 판사는 양 채무 중 

하나가 확실성 요건과 청구가능성(exigibilit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계 주

장을 기각할 수 없다.”
674)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10(p. 1392 fn 4).
675)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291 주 7 재판례 참조.
676)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04. 그러나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가 모두 견

련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재판례가 있다. Com., 20 janv. 1987, Bull. civ. IV, 

n° 22, D. 1987, p. 353(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04(p. 1385) 주4에서 재인용). 
677)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04.
678)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04; Malaurie/Aynès/Stoffel-Munck, Droit Civil, Les 

Obligations, 5e éd, 2011, n° 1190 fn 56(견련성이라는 개념은 경제적인 성격과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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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 경우에도 계약이 불법행위의 계기가 된 경우에는 양 채무는 견련성

이 있다고 본 재판례가 있다.679) 그러나 견련성이 없는 채무에 대하여 계약

으로 견련성을 발생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의 형

평을 고려하여 견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견련성의 명확한 정의는 도

출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프랑스의 까딸라 개정시안에서는 견련 채무의 상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

을 두어 확실성과 청구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채권양도와 압류가 

있어도 상계를 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680)

 

(3) 독일

주채무와 반대채권간의 견련성은 상계의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독일 민사

소송법에서는 반대채권이 주채무와 법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양 청구를 

분리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5조 제3항).681) 이 규정의 

성격을 모두 지니면서 원인(cause)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정착하였다고 설명한다); 

Com., 9 mai. 1995, Bull. IV, n° 130(양 채무가 같은 계약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수의 계약이 그들의 관계가 진행되는 일반적인 틀을 정하여 하나의 계약을 형성하고 있

다면 판매 및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채무 사이에는 견련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날 두 개의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하나는 피고가 원고에게 오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가 이를 사육한 뒤 다시 피고에게 인도하는 것이었다. 원고가 오리를 인

도하고서도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앞의 계약에 기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이다. 양 채무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고 그 원인이 압류 이전에 있

었기 때문에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679) V. Com., 2 juill. 1973, D. 1974, p. 427(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04 p. 

1385 주2에서 재인용). 그러나 최근 재판례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고 성격이 다른 

채무 사이에는 견련성을 부정하는 것이 있다. Com., 14 mai 1996, Bull. civ. IV, n° 133. 

원고 측이 상품공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 측의 위조어음의 지

급에서 발생한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한 사안이다. 반대채권은 원고 회사의 회생 절차

(redressement judiciaire)에서 신고되고 인정되었는데 수동채권과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680) 제2관 견련채무의 상계 제1248조[견련채무의 상계의 의의]

   “2개의 채무가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그 중 어느 것이 확실성과 변제기 도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을 이유로 상계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제1248조의 1[견련채무의 양도․압류와 상계]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양도 또는 압류는 상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681) 독일 민사소송법 제145조(§145 ZPO)

①법원은 하나의 소에서 제기된 다수의 청구를 별소에서 다루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고 반대 청구가 본소의 청구와 법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할 수 있다.

③피고가 소에서 주장된 채권과 법적 관련이 없는 반대채권의 상계를 주장한 경우에는 법원

은 소와 상계를 분리하여 다루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302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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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상계항변으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682) 

또한 압류 또는 채권양도가 상계와 경합하는 경우에 압류 또는 채권양도 

이후에 발생한 자동채권이더라도 수동채권과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 또는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683)

(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집행법(EO) 제293조 제3항은 고용주는 노동자의 보수채무에 

대하여 법적 관련 있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법적 관련성의 의미에 대하여 동일한 계약이나 같은 법 규정에서 나

온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684)

(5) 소결

이와 같이 영국의 일부 상계 유형을 제외하고, 견련관계는 상계의 요건은 

아니지만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견련관계가 있으면 상계를 할 수 있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3. 견련관계의 기준

프랑스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두 채무가 동일한 계약에서 발생하였거나 경

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 견련관계가 있다고 한다. 영국에서

는 형평상 상계의 요건으로 양 채무가 같은 거래 또는 밀접하게 연관된 거

래에서 발생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국제거래에서의 채권양도에 관한 협약’ 

초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원 계약 또는 그와 동일한 거래의 일부를 이루었

던 그 밖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라고 정하고 있다.685) 이러한 예를 고

려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견련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하면 좋다고 생각한

682) MünchKomm/Wagner, § 145 ZPO Rn. 1.
683) 상세한 내용은 제5장 제1절 5. (2) 1) 및 제5장 제3절 2. (1) 참조.
684) Dullinger, 128. 이는 취지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법적 관련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27조 및 제391조의 표현에 대한 해석과 일치하는 것이다. 보수채무

에 대한 상계금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수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반대채무에 국한

하는 견해도 있다[Krejci, ZAS 1980, 174f(Dullinger, 128에서 재인용)].
685) 원 계약 또는 그와 동일한 거래의 일부를 이루었던 그 밖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상계는 제한이 없이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견련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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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86)

첫째, 양 채무가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다면, 같은 기회에 서로 소멸

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견련관계가 있다.  

둘째, 양 채무가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관련 법률관계

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하나의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양 채

무가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지만 같은 기회에 서로 소멸하게 하

여야 할 밀접한 경제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견련관계가 있다. 예컨대 임

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이를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으

로 지급한 경우 나중에 임대인이 대신 이 대여금을 상환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서로 견련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단순히 상계예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견련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견련관계는 당사자의 합의로 창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은행과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후에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압류 등이 있는 때에 예

금채무와 대출상환채무를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둔 경우 이는 상계예약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 약정에 의하여 양 채무 사이에 견련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687) 양 채무가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기회에 서로 소멸하게 할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견련관계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관하여 보면, 일본에서는 이를 밀접관련성

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헌이 있다.688) 우리 판례 및 문헌에서는 유

치권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에서 이미 견련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상계의 경우에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인

686) 다만, 견련관계 여부에 관하여는 사전에 정해진 표지를 나타내기보다는 개별 사안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관계가 견련성이 있는지 사전에 명확

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별 사안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너무 많

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심지어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인 경우에도 고용계약

이나 도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포괄적 계약인 경우에는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특별히 보호

할 필요는 없는 예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경

우에는 일정 금액 한도에서 회사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고 

하여 그 후 발생한 대여금상환채무와 근로자의 업무상 비용지출에 따른 회사의 비용지급

채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87) 예금과 대출을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양 채무 사이에 견련관계

가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88) 森田, 債権回收法講義, 128 주 6. 채권법개정위원회시안에서 상계의 일반적 요건으로 

밀접관련성 요건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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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 상계는 모두 견련성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내용 또는 범주는 서로 상이하다. 이러한 상이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법원도 보험약관대출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에서 ‘강력한 견련관계’, ‘고도의 견련성’이

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689)

견련관계 또는 견련성이라는 표현은 유치권 및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

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이다. 유치권의 경우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하는데(제320조) 이와 같이 유치권의 성

립요건이 되는 채권과 물건과의 관계를 채권과 물건과의 견련성이라고 표현

한다.690) 유치권의 견련성에 대하여는 일원론과 이원론이 대립하고 있는데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인 이원론에 의하면 채권이 목적물자체로부터 발생하

거나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

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 견련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한다.691)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행상의 견련성을 요건으로 한다. 이는 쌍무계

약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비쌍무계약상 채무에 대하여도 양 채무가 

대가적 의미가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거나692)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긴 것이어서 공평의 관점에서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타당하거나693) 당사자가 두 채무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

실이 있는 때에는694) 해석상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요컨대 상계, 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같은 견련성의 표현을 하더라

도 그 의미는 각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정하고 있다. 견련성이라는 표현 자

체에서 그에 해당하는 사항의 범위를 도출해 낼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

서 각 제도의 효력을 부여할 만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견련성 요건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된다.

689) 大判(全) 2007. 9. 28., 2005다15598, 공보 2007, 1659에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안대희의 별개의견 부분. 
690) 주석민법[물권법(3)]/김갑유, 422.
691) 주석민법[물권법(3)]/김갑유, 423; 大判 2007. 9. 7., 2005다16942, 공보 2007, 1553. 
692) 大判 1993. 2. 12., 92다23193, 공보 1993, 962.
693) 大判 1997. 6. 27., 97다3828, 공보 1997, 2334; 大判 1997. 6. 27., 97다3828, 공보 

1997, 2334.
694) 大判 1990. 4. 13., 89다카23794, 공보 1990,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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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련관계가 인정될 경우

상계의 견련관계는 상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견련성이 없는 채무 사이에도 의사표시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여 서

로 대등액에서 소멸이 이루어진다. 상계의 견련관계는 주로 제3자와의 관계

와 소송절차에서 문제된다. 즉 상계로 압류채권자 또는 채권양수인에게 대항

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계의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로 이에 대

항을 할 수 있게 된다.695) 상계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될 수 있다. 퇴직금 채무에 대하여 대법원이 인

정하는 소위 조정적 상계도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

음을 내포하고 있다.696) 상계권 남용의 판단에 있어서도 견련관계가 있는가 

여부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견련관계 있는 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를 권리남용으로 기각하기는 어렵다. 또한 소송절차에 있

어서도 상계의 견련성 요건이 충족되면 상계의 반대채권 판단이 청구채권의 

심리 범위에 상당부분 포함되므로 상계 항변으로 소송지연이 일정부분 초래

되더라도 이를 실기한 방어방법으로 기각할 수는 없게 된다.

5. 견련관계 유형

견련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계가 문제되는 전형적인 경우를 

나누어 각각에 있어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한다면 구체적

인 사안별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695) 제5장 제1절 5. 참조.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제5장 

제3절 참조).
696) 제4장 제4절 3. (3) 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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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성격
해당하는 

법률관계

매매 

유형

금전과 물건 사이 또는 물건과 물건 사이에 대가관계

가 있다. 물건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불이행하면 손해

배상채무가 발생한다. 이는 소유권 이전 채무의 변형

이므로 소유권 이전 채무의 발생 시기를 손해배상채무

의 발생시기로 의제할 수 있다.

부담부 

증여, 

매매, 

환매, 

교환

도급 

유형

일의 완성과 보수의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다. 계속적 

법률관계는 아니지만 일의 완성 과정이 장기간 소요되

는 경우가 빈번하여 계속적 관계의 성격을 가진다. 완

성된 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보수지급채무

가 상계의 대상이 된다. 

도급, 

현상광고

임대차 

유형

일정기간 물건을 점유함에 따른 법률관계 유형으로 계

속적 계약에 해당한다. 물건의 전 점유자는 물건의 하

자로 인한 손해배상, 보증금반환, 비용상환 등의 채무

를 부담하고 물건의 현 점유자는 자신의 유책사유로 

물건에 발생한 손해배상, 차임 등의 채무를 부담한다.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점유부당

이득

고용 

유형

일방은 용역을 제공하고 타방은 대가를 지급하는 법률

관계로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속적 관계이다. 노무자 

측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취득물 이전 등

의 채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보수지급, 비용상환 등

의 채무를 부담한다. 임금채무는 상계가 제한되고 견

련관계도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고용, 

위임

보험 

유형

종신정기금계약은 원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

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다. 보험계약도 이에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다. 보험료채무와 보험금채무가 서로 견

련관계에 있다. 해지환급금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 

상환 채무와 보험금채무도 서로 견련관계에 있다.

보험,종신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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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성격
해당하는 

법률관계

과잉

지급 

유형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경우에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이다. 계속적인 지급이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전회에 과잉지급한 것을 금회 지급분에 충당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급부부당이득, 과오납세

금반환, 과다지급수당반환 등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급부부당

이득,과오

납세반환, 

상호계산

불법

행위 

유형

불법행위가 특정 계약 유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계약

의 틀 안에서 규율된다. 계약관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문제된다. 불법행위의 성립에 피해자의 기여부분이 있

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로 처리되고 상호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계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고의의 불법행

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상계가 제한된다.

불법행위

출자 

유형

조합, 회사 등 단체에 대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이다. 

출자 의무는 단체의 재정적 기초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상계가 제한되고 현실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조합, 

회사의 

주금납입

6. 충당 및 공제와의 구별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와 잇닿아 있는 개념은 충당(선급금) 및 

공제이다. 실제 문제에 있어 이 세 가지 제도가 비슷한 성격을 가지면서 서

로 인접하여 있다. 그 효과에 있어서도 상계 제한의 법리, 상계와 압류 및 

채권양도와의 경합 법리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는 유사한 점이 있

다. 

(1) 충당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선급금이라고 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

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

는 미리 지급하여 어려움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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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가 부도 등의 이유

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공사는 중단이 된다(타절 준

공). 이러한 경우 공사의 진척 상황 즉 기성고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공사대

금을 지급하고 도급인은 새로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도

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의 선급금반환채무가 서로 마주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타절 준공으로 인해 수급인은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환하여

야 하고 도급인은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양 채무가 

깊은 견련관계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선급금이란 것은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697) 선

급금 반환채무와 공사대금지급채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선급금은 공사대금채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 채무에 “충당”된다. 양 채

무가 양립하는 것은 아니고 충당이 선행하고 그 후에 선급금이 남으면 선급

금반환채무가 발생하고 충당 후에도 공사대금채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잔액

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가 잔존하게 된다. 선급금은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

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선급금 지급이 있은 후 제3

자가 선급금반환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선급금이 공사

대금에 충당되는 것이 항상 압류에 우선하고 압류는 충당이 이루어진 다음 

남은 금액에 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상계의 범주에 들

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계의 구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계의 

법리를 규명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많다. 

(2) 공제 

공제(Anrechnung)698)는 상계와 달리 채권을 처음부터 감액한다. 상계의 

경우 수동채권이 있고 이에 대하여 자동채권으로 그 해당하는 부분만큼 소

멸시키는 것인데 반하여 공제는 수동채권에 해당하는 원래의 채권 자체를 

감액하는 것이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법률관계가 공제에 해당하는 대표적

인 예이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다. 차임 중 지급이 지체된 것이 있거나 임대차 과정에서 손해배상채

697) 공사대금채무가 공사도급계약 시 바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선급금은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된다.
698) 공제에 관한 독일의 설명으로 Larenz, Schuldrecht I, 255 f(§18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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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발생할 경우에699)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할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

하고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위 선급금과

는 달리 처음부터 존재하는 채무이다. 선급금 반환 채무는 선급금이 공사대

금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는데 반하여 보증금반환채무는 보

증금 지급시부터 이미 그 채무가 존재하고 있고 임대차 종료시에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채무는 매우 종속적인 것이어

서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채무 및 손해배상채무와 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3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압류하는 

경우에도 지체차임 등의 공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남은 잔액에 한하여 압류

의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차임채무에 대한 압류는 온전한 효력을 가지고,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민법은 종신정기금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

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27조 

제1항). 즉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때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서 원본의 이자를 “공제”하여 반환을 하여야 한다.

공제 역시 상계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계와 유사한 성격

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계 규정이 상당수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공제

는 상계와 구별되면서도 상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상계의 규정

을 어디까지 공제에 유추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멸시효

가 완성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699) 최근 대법원은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

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

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

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

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

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大判 2012. 9. 27., 2012다49490, 공보 2012, 

1744). 또한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

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본다(大判 2002. 12. 10., 2002다52657, 공보 2003,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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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계의 대상채무가 서로 견련관계

가 있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의 양도 당시 자동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

우에도 이를 가지고 상계하여 수동채권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러한 법리는 공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도 채권양도 통지 시 공제대상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은 이를 공제한 잔액의 범

위에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700) 

공제 유형의 경우 처음부터 채권의 성립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음에

는 채권의 성립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던 충당 유형과 구별된다. 예컨대 보증

금반환채권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면 그 채권이 성립된다는 점을 예

상하고 있는 것인데 반하여 선급금반환채권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당연히 선

급금이 공사대금채무에 충당된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공사가 중단되는 불

의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이루어진 공사부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반

환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충당 유형은 상계와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고 공제 유형은 상계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상황

에서 충당 유형이나 공제 유형에 관한 독자적인 법리의 발달이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유형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상계의 법리가 그

나마 가장 가까운 것이어서 이를 유추 적용할 여지가 많다.701)

(3) 보험약관대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

700) 大判 2012. 9. 27., 2012다49490, 공보 2012, 1744. 임차인은 2010. 12. 30. 원고에

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1. 6. 피고(임대인)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

였다. 피고는 2011. 6. 16.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차임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였고 2011. 10. 28.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

었다. 소송비용채권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시로부터 6월 이후에 발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701) 스위스 재판례 중에 수임인의 보수, 비용 등에 충당하도록 위임인이 선불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수임인의 보수채권이 선불금반환채권의 압류 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보수채권의 

상계(충당)이 우선한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BGE 100 IV 227). 상계의 반대채권은 압류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불금반환채권의 법적 성격이 원래 보수채

권에 충당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하여도 이를 반대채권으

로 한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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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보험계약과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지니고 민법상 상계와는 다르다고 판시하였

다.702) 종전에는 보험약관대출금을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의 대여금으로 보고, 양자는 상계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703) 

보험약관대출금에 관해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를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충당)으로 판단하였고, 별개의견은 이는 별도의 소비대차이지만 해약환급금

반환채권에서 자동상계 또는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704) 반면 

기존 대법원은 이를 상계로 판단하였다. 즉 같은 현상을 두고 충당, 공제, 상

계의 세 가지로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다.

학설의 입장을 보면, 대법원의 다수의견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는 일본, 미

국, 독일, 프랑스의 판례가 보험약관대출금을 선급금으로 판단하고 있고 학

설에서도 일본을 제외한705) 나머지 국가는 동일하다는 점을 들거나,706) 약

702) 大判(全) 2007. 9. 28., 2005다15598, 공보 2007, 1659. 그리하여 회사정리법 제162

조 제1항에서 정리채권신고기간 내에 상계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계제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703) 大判 1997. 4. 8., 96다51127 판결.
704) ①보험약관대출에는 이자 약정이 존재하고 아울러 상환기일 및 연체이자에 관한 약정

이 존재하는데 선급금에 대하여 이자와 연체이자라는 명목의 지연손해배상금을 추가적으

로 지급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고 ②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여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 관한 청구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선급이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③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보험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보험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고 보험계약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

게 귀속될 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미리 지급받는 것은 모순이며 ④선급금을 이미 지급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합리적

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를 선급금으로 보는 다수견해를 비판한다. 그러나 

결론에 있어서는 다수견해에 찬동한다. 그 이유는 ①보험약관대출계약과 보험계약은 별개

의 계약이지만, 그 각 계약에 의한 대출 원리금 채권과 해약환급금 반환채권은 그 성립, 

존속, 양도, 변제, 소멸 등 모든 측면에서 강력한 견련관계를 지니고 있고, 어느 한쪽 채

권의 성립, 존속, 소멸 등은 바로 다른 쪽 채권의 그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②보험계약 

종료시 상환하지 아니한 대출 원리금이 있을 경우 그 차감절차에 관하여 ‘공제’라고 표현

하여 해약환급금 반환채권과 대출 원리금 채권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상계적상에 이

른 경우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것도 없이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에서 당연히 

공제 내지 차감되어 당연 상계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의도한 것을 들고 있다. 그리하여 정

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도

달하여야만 비로소 적법한 상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은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705) 일본은 상계예약조건부 소비대차설이 다수설이라고 한다(김형두, “생명보험약관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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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출을 보험계약의 일부라고 본다면 보험회사의 공제가 도산법의 상계제

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

다.707) 반면 별개의견의 입장을 지지하는 견해는 보험계약 종료시 대출원리

금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정을 무효로 

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보험계약과 보험약관대출계약 사이에는 밀접한 견

련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제’ 약정은 유효하다고 설명한다.708)

생각건대 보험약관에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동안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자동적으로 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

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공제에 해당하고 보험회사가 별도

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상계(견련관계 있는 채

무 사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출원리금을 보험

금 등의 선급금으로 보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관념에 맞지 않고 오로

지 상계제한을 벗어나기 위한 의제로 보여진다. 본고의 논리에 의하면 이를 

공제나 상계로 구성하여도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제5장 압류 또는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

한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 245).
706) 김형두, “생명보험약관에 기한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 211 이하. 
707) 윤진수, “2007년 주요 민법 관련 판례 회고,” 325 이하. 이 견해는 약관대출을 보험계

약과 별개로 보면서 양자 사이에 강한 견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산법의 상계제한 규

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표현한다. 공익적 성격을 가진 상계제

한 규정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제3자의 이익과 관련된 상계제한을 회피할 수 없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양 채무 사이에 견련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이 아니라 양 채무가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는 상계제한을 적용을 받지 않

는다고 볼 수 있다. 약관대출의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을 면제하

는 등 제도적으로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고(김형두, “생명보험약관에 기한 보험약관대

출의 법적 성격,” 230 참조) 거례계에서는 이를 일반대출과 다르게 취급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일반대출과 달리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강한 제약 하에서 대출이 이루어지

고 있어 장래의 압류채권자 등 제3자를 해하는 바도 사실상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견련관

계를 인정함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708) 김재형,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채권법,” 243. 김선정, “약관대출에 관한 

법적 고찰,” 165 이하에서는 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일본의 논의를 상세히 소개하

면서 소비대차설, 선급설, 절충설(약관대출은 소비대차의 요소와 해약환급금의 사전지급

의 요소 모두를 가지고 있고 그 성립, 존속, 양도, 변제, 소멸의 모든 측면에서 보험계약

과 견련관계에 있다고 설명) 중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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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압류와 상계의 경합

1. 서

압류란 집행기관이 대상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 교환가

치를 유지하는 조치이다.709) 채권을 압류하면 그 압류채무자는 압류된 채권

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3채무자는 압류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

심을 하는 경우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대물변제, 경개, 준소

비대차, 채권액의 감·소멸, 변제기일 연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도 할 수 

없다.710)

그러나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 발생 시에 압류채무자에게 갖는 모든 항

변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

류의 효력 발생 당시의 재산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부착된 여러 가

지 권리·의무의 제약을 가지고 압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계권 또는 상계항변의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상계적상이 발생

하여 상계를 할 수 있었다면 이에 기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이고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711)712)

문제는 아직 상계적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상계적상이 생기지 않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지만 그 후 이행기 

도래 등의 이유로 상계적상이 발생하여 상계를 한 경우 이로써 압류채권자

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면 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권 

전액을 만족 받게 되지만 압류채권자는 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일부 상실

하게 되므로 채권만족이 제한될 수 있다.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면 제3채무

709)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55. 
710)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413. 
711) 현재 이를 부정하는 국내·외의 학설이나 재판례는 찾을 수 없다.
712)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경우 그 피보전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데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반대채권이 

있는 경우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大判 1979. 6. 12., 79다662, 공보 

1979, 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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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자신의 채무는 전액 지급하면서도 자신의 채권은 일부밖에 확보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제498조는 압류 이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

고 있다. 압류 당시 반대채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계라는 대항사유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가 

있음을 알면서 반대채권을 취득하여 이로써 상계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상

계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규정의 반대해석상 압류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기만 하면 어느 

채권이나 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특히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수동채권의 그것보다 늦게 도래하여 상계적상이 

발생할 때까지 이행지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압류가 없었던 때와 똑같

이 상계로써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볼 것인가 문제된다.713)714)

또한 반대채권의 발생은 압류 이후에 있었지만, 반대채권의 발생 원인은 

압류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 압류 시에 이미 상계에 대한 기대

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여 이

러한 상계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관해 상당수의 대법원 재판례가 있고 이론

적으로도 중요하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비교법적 논의 

(1) 프랑스

압류와 상계의 경합에 관하여는 프랑스 민법 제1298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데 “상계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에 의한 압류

가 있은 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이익에 반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압

류의 효력에 초점을 두고 압류 시에 상계적상이 있은 경우에만 상계로 압류

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715) 즉 채권이 압류 후에 상계를 위한 요건을 갖

713) 여기서 이행기의 의미는 청구 가능한 시점이다. 가령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이행을 거

부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있다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

다.(Staudinger/Gursky, §392 Rn. 15).
714) 제498조는 일본 민법 제511조와 같은 내용인데 우리 민법 제정 시에 이에 관하여 별

다른 논의는 없었고(민법안심의록(상), 293), 일본의 입법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7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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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716) 까딸라 개정시안에

서는 압류 전에 이행기 도래와 확실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717)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상계를 이용

할 수 없다면 다른 압류채권자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718)

(2) 독일

독일 민법 제392조에서 “채권의 지급금지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를 할 수 없는 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지급금지 후에 취득한 경우 또는 그의 채권이 지급금지 후에 비로소 또 지

급금지된 채권보다 나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한

다.719) 

이에 관한 입법이유를 보면 제1초안의 이유서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720) 첫째, 압류는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 금지, 제3채무자에게는 지

급금지의 효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동채권에 대한 상계와 관련된 것은 지

급금지의 효력이다. 즉 수동채권에 대한 상계는 압류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

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제3채무자가 압류에도 불구하고 지급에 준하

는 상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지급금지의 내용에 상계금지도 포함

되기 때문에 압류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상계를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 보호의 기준은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안 시

점이다. 그런데 압류의 경우에는 압류를 안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시점이 기준이 된다.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양도인과 

715)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01. 프랑스의 당연상계주의에 비추어 보면 압류 당

시 이미 상계적상이 있었다면 양 채무는 이미 소멸하였을 것이므로 압류가 좌절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압류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

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박탈되므로(indisponibilité) 상계를 할 수 없다

[Juris-classeur civil, Art. 1271 à 1299(par Martin), n° 20)]. 
716) Baudry-Lacantinerie et Barde, n° 1844. 또한 이 문헌에서는 압류 당시 확실성 요건

을 결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대상이 된다는 재판례를 소개하고 있다(p. 182 fn 2).
717) 제1244조의 1[채권의 압류와 상계]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고 확실해지기 전에 압류되어 처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두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718) Baudry-Lacantinerie et Barde, n° 1844(p. 183).
719) 양창수, 독일민법전, 209. 본고의 독일 민법 인용은 이 문헌에 의한다.
720) Motive II, 111f = Mugdan II,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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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인 사이에 법률행위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압류는 압류명령

의 송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민사소송법 제829조 제3항) 그 

차이의 근거가 있다. 

제2위원회 의사록721)에서는 변제기기준설을 취한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722) 첫째,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 보호는 채무자가 채권

양도를 안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를 압류에도 관철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을 안 이후에 반대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상계를 제한하자

는 제안이 있었으나 제2위원회에서는 재판상 채권이전, 즉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이전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을 이유로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였다. 

둘째, 압류 이후 반대채권의 취득의 경우에 추가하여, 반대채권의 이행기

가 압류 이후이고 피압류채권의 이행기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에는 “채무

자가 자신에게 의무가 있는 지급을 반대채권의 이행기까지 지연하고 상계권

을 획득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상계로 피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내

용을 추가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반대로 압류 당시에 상계적상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로 피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피압류채권은 그것이 반대채권 보다 늦게 이행기에 도달할 것이

라면 이미 압류의 시점에 상계에 의한 소멸이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상계가 금지되는데 이는 민법 제135조 제1항 

제1문과 결합한 제136조에 의하여 단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

다. 그러나 압류채무자에 대한 상계가 효력이 있어도 제3채무자가 여전히 압

류채권자에게 급부를 하여야 한다면 그는 부당이득반환규정에 의하여 압류

채무자에게 자동채권의 복구를 청구할 수 있다.723) 

721) 1887년 제출된 제1초안은 어려운 언어로 기술되었고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요청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에 연방참의원은 1890년 제1초안의 내용을 수

정하기 위해 제2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제2위원회 의사록(Protokolle)을 Mugdan이 주제별

로 정리하였다. 박규용, “19세기 독일민법제정의 배경과 과정,” 50 주 40.
722) Mugdan II, 567.
723) MünchKomm/Schlüter, §392 Rn. 4; Gernhuber, 269(압류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관

철하여 채무자로부터 급부를 얻으면 상계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고 설명); 

Staudinger/Gursky, §392 Rn. 29(자동채권의 복구는 필요 없고 상계의 효력이 자동적으

로 없어진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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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스트리아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을 처분할 수 없고 그 채무자(제3채

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할 수 없다. 상계에 대하여 보면, 이러한 채무자

는 채권의 추심권 이전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인 경우 보호될 필요가 

있고 압류 통지를 수령하기 전에 반대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이를 가지고 하

는 상계는 제한없이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724) 질권설정

(Verpfändung)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이를 안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

에 반대채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로써 질권자에게 상계할 수 있다고 본다.725)

한편 부동산, 채권, 기타 권리에 관하여 담보 등의 목적으로 강제관리

(Zwangsverwaltung)를 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 관리수익에 대하여는 처분

권이 없어 관리수익을 지급할 제3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나 상계를 할 수 없

는데, 이에 대한 상계는 강제관리 개시 이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을 가

지고 하는 상계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설명한다.726)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

러한 제3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하여 보호받는 것과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강제관리를 인식한 시점에 반대채권이 발생하고 있기만 하면 

이로써 하는 상계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727) 

(4)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채권과 압류의 경합 문제에 대해서도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

합에 관한 스위스 채무법 제169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변제기기준설의 입

장을 취하고 있고,728) 주석서에서도 이에 찬동하고 있다.729) 반면 피압류채

724) Schwimann/Heidinger, §1440 Rn. 19; Dullinger, 73. 압류명령(Pfändung)은 도달 시

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집행법(EO, Executionsordnung) 제294조 3항] 

압류명령의 경우에는 도달 시가 기준이다. 재판례도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 도달 이후에 

이루어진 유효한 채권만족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OGH 8 Ob 604/91). 
725) Dullinger, 72.
726) Dullinger, 76.
727) Dullinger, 77.
728) BGE 95 II 235. 원고는 1966. 11. 14.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1966. 11. 1.부터 매월 

3000프랑씩 지급받는 임금채권을 압류하였다. 한편 피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배상채권으로 1965. 1. 1.부터 매년 10000프랑씩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반대채권을 가

지고 있었다. 이 사건의 고등법원에서는 압류 시까지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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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이전받은 자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상계배제의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730) 

(5) 영국

형평법상 상계에 대해서는 변제기의 선후는 물론 반대채권이 압류 후에 발

생하여도 이를 가지고 하는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731) 다만, 

반대채권의 기초거래관계는 압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여야 한다.732)

법률상 상계에 대해서 영국에서는 권리의 우열 문제로 다루지 않고 압류의 

요건 문제로 본다. 제3채무자(garnishee)는 압류명령(garnishee order)이 도

달하기까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

는데733) 이는 상계도 포함된다고 본다.734) 반대채권이 가압류 명령의 송달 

이후에 발생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상계로 가압류 명령에 대항할 수 없

다.735) 다만, 반대채권이 가압류 명령(the order nisi)736)이 송달된 이후에 

보았으나,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압류된 수동채권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된 경우에도 스위스 채무법 제169조의 요건 하에서 제3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근거로 파산 개시가 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상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만, 그 기준을 채권이전을 안 시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압

류가 통지된 시점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는 수동채권의 이행기 

도래 시에 피고의 반대채권이 수동채권액을 초과하여 이행기가 도래하고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의 상계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729) BSK OR I-Wolfgang Peter, Art. 120 N 8; BernKomm/Corinne, Art. 120 OR N 288.
730) ZK-Aepli, Art. 120 OR, N 126.
731) Derham, n. 17.139, 17.32; Wood, n. 4-13.
732) Wood, n. 14-3G. 채권양도에 있어 반대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거래관계가 양도 통

지 후에 있어도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반박하는 문헌으로 

Derham, n. 17.33 참조.
733) Norton v Yates [1906] 1 KB 112, 121(피고가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가 되

고 이틀 뒤에 원고가 재산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자신이 권리자라고 주장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본 판결은 압류명령의 효력은 채무 이전이 아니라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당

신에게 지급하지 않고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는 것이고 판시하면서 압류명령확정 이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우선하지만 본 사안에서 회사채 채권자는 압류명령 발효 시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아닌 누군가를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하라는 명령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아직 재산관리인

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재산관리인이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하였다.)
734) Derham, n. 17.139.
735) Tapp v Jones(1874-75) L.R. 10 Q.B. 591, 593(원고는 1872. 12. 22. 피고에 대하

여 590파운드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1874. 7. 제3채무자와 

매월 10파운드씩 피고에게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점

인 1874. 12. 22.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모든 채권을 압류하는 명령이 발효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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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으나,737) 그 발생 원인은 가압류 명령의 송달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같은 결론에 이르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다.738) 

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무에 대하여 법률상 상계할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반대채권은 가압류 시에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압류 시 

또는 최소한 피압류채권의 지급가능 시에 최소한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

다.739) 

(6) 일본

초기 재판례의 입장은 압류 효력 발생 시에 상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

어야 한다거나740)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자동채권의 이행

기가 도래하면 상계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741) 1964년에 이르러서

러한 사실관계에서 이 판결은 1854년 코먼로소송법(Common Law Procedure Act) 제61

조 및 제6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다

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압류 시점에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면 상계권이 인정되

어야 함에는 의문이 없지만 압류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debts accruing after the 

attachment)을 가지고 상계하는 권리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시하였다.).
736) Derham, The Law of Set-Off, 3rd edn, 2003, n. 17.106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Derham, 4th edn, n. 17.139에서는 the interim order(잠정적 명령, 가명령)이라는 표현

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the order absolute는 the final order(본안적 명령, 본명령)로 대

체하고 있다.
737) 압류 명령(the order absolute) 도달 전에는 발생.
738) Derham, n. 17.139.
739) Derham, n. 17.140.
740) 日大判 1933(昭 8).9.8. 大民集 12, 2124.
741) 日最判 1957(昭 32).7.19. 民集 11-7, 1297. 이 판결은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송달

된 당시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가 재판상 상계를 한 

사안이다.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이 압류 당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상계를 가지

고 채권양도 또는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그 전의 판결과는 

달리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이익의 포기를 언급하지 않고, 설사 기한이익의 포기가 가능하

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 또는 전부 전에 반대채권을 취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

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의 변제기 도래를 기다려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 통상이고 그러한 이익이 있으므로 그러한 기대 또는 이익을 

채무자와 관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박탈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여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판결은 5의 재판관이 참가하였는데 그 중 1인은 보충의견

으로 소위 제한설을 피력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당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후 상계적상이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를 하여 대항할 수 있다

고 해석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합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 

제468조 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전부명령의 송달을 채권양도의 통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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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법정 판결742)을 통하여 변제기기준설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였다. 사실

관계를 보면 세무서장이 피고은행에 대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압류한 채권

원금 및 지연금을 청구하였는데 소외인은 위 압류 전에 피고은행과 어음대

부, 어음할인 등 금융거래를 개시하면서 상계 예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은행

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은 후 소외인에 대한 어음대부채권으로 본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압류 전에 상계의 

의사표시까지 완료하여야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743)과 항소심 법원744)은 무제한설의 입장에서 상계가 허용된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변제기기준설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상

계가 허용되고 이에 반하는 상계예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의 일부를 파기하였다.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취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압류 전에 이미 이를 가지고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어서 자기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기대이익을 그 후에 

압류에 의하여 박탈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게 가혹하다는 취지이다. 특히 자

동채권이 압류 당시에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압류채권인 수동

채권의 이행기 보다 먼저 그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일본 민법 제511조

의 반대해석상 상계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으나,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피압류채권의 이행기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때

고 보았다. 요컨대 이 판결은 상계기대보호를 정면에서 언급하고 있고 또한 보충의견에서 

제한설을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후 1964년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이 

나오게 되는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742) 日最判 1964(昭 39).12.23. 民集 18-10, 2217.
743) 静岡地裁 1960(昭 35).9.2. 金法 254, 5. 원고는 피압류채권을 양도받은 것도, 전부받

은 것도 아니고 단지 소외인의 채권을 대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제한규정이 있지 

않은 한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원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고 해석하여야 하고 민법 제511조는 제3채무자가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할 뿐 달리 제한이 없기 때문에 피고는 본건 상계의 

예약을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744) 東京高裁 1961(昭 36).4.26. 判タ 119, 31. 국가가 국세징수를 위하여 납세인의 제3채

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는 상계예약이 부착된 채권을 압류한 것

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압류 전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압류 후에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1

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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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제3채무자는 자기의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계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압류당시 자기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피압류

채권과 상계하여 자기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하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계예약의 특약은 이 경우에 한하여 그 효

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인간의 특약으로 압

류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으로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6인의 다수의견 외에 1인의 보충의견745)과 6인의 반

대의견746)이 있었다. 이 판결에서 8인의 재판관이 변제기기준설을 취하였

다.747) 명시적으로 무제한설을 취한 것은 3인(橫田正俊, 草鹿淺之介, 石田和

745) 보충의견(재판관 奧野健一)은 이러한 상계예약의 효력이 인정되면 공시방법 없이 일종

의 질권을 설정하는 결과가 되어 물권법정주의나 채권자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하고 압류제

도의 실효성과 신용성이 파괴된다고 설시하였다. 
746) 재판관 石坂修一은 이 사건 상계예약은 현대의 거래의 근본이념인 채권평등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상계예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상계적상설 또

는 완화된 상계적상설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山田作之助은 민법 제137조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때를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제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파산 신청을 한 때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

은 때를 기한 이익의 상실 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재판관 橫田正俊은 무제한설을 채택하고 상계예약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70년 판결의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 압류가 있어도 채무자의 행위와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 또는 제3채

무자의 행위에 의한 채권의 소멸 또는 내용의 변경을 방해하는 효력은 조금도 없고 민법 

제511조의 문언 해석상 반대채권을 압류 후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상계적상에 도달하

면 그것이 압류 후인 경우에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파

산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가 상계권 행사를 널리 인정받는 것에 비추어

도 압류 이전에 반대채권을 취득한 제3채무자의 상계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

다. 상계예약에 관하여도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고 일본 민법 제511조에 반하지 

않는 범위, 즉 반대채권이 압류 후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완결권행사의 결과 압류채권

이 소멸하면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상인간 거래에서 채권간 

견련성이나 관련성이 없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상호계산, 상사유치권, 포괄적 근저당 

등을 할 수 있는데 은행업자가 채권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위의 상계예약을 체결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재판관 草鹿淺之介, 石田和外은 

재판관 橫田正俊의 의견에 동조한다.

   재판관 松田二郞은 변제기기준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상계예약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

정하는 다수 의견의 입장에 반대한다. 상계예약은 압류 이전에 체결된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본다. 상법상 상호계산에 있어서도 일정기간 내에 발생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는 것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결제의 간이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일본 

판례에서 이에 포함된 개별 채권에 대한 압류는 부정되고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한다. 독일에서도 민법은 변제기기준설에 입각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압류 이전

에 상계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에 대하여 우선한다고 보는 점도 주목한다.
747) 반대의견 중 재판관 松田二郞이 변제기기준설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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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에 불과하였고 1인(石坂修一)은 상계적상설, 1인(山田作之助)은 상계예약

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1970년에 이르러서는 다시 대법정 판결748)을 통하여 종전의 대법정 판결

을 변경하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세무서에서 소외회사의 피고은행에 대한 

예금을 압류하였는데 피고은행은 소외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다. 피고은행과 소외회사는 차주 또는 보증인에게 가처분, 압류 또

는 가압류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의 전액에 관하여 변제기가 도래

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차주 또는 보증인의 피고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 채

권과 임의로 상계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심 법원749)과 항소심 법원750)은 변제기기준설의 입장에서 판단하였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무제한설에 입각하여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이 압류 후

에 취득한 것이 아닌 한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의 변제기의 선후를 묻지 않

고 상계적상에 달한 시점부터 압류 후에 있어서도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511조의 문언 및 상계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동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

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고 압

류 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압류 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

748) 日最判 1970(昭 45).6.24. 民集  24-6, 587.
749) 長崎地裁佐世保支部 1961(昭 36).9.18. 金商 215, 20. 압류 이전에 반대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고 이는 구국세징수법에서 질권과 

저당권의 경우 국세의 납기일 보다 1년 전에 설정한 경우에만 해당 물건의 가액을 한도

로 채권에 대하여 국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 그러

나 변제기기준설에 입각하여, 압류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채

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 보다 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원래부터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청구가 있는 한 무조건 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 자기가 

가진 변제기 미도래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

계 기대를 가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자동채권에 한하

여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750) 福岡高裁 1963(昭 38).11.13. 判タ 155, 174. 위 상계특약에 관하여 이러한 특약은 거

래 관행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사건의 압류 당시 세무관리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

므로 압류 전에 반드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압류 후에 상계를 하

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당연히 상계가 된

다는 특약은 채권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압류 시 수동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

으나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고 반대채권 보다 늦게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는 확실한 기한부 상계권을 갖는 것이어서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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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상계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압류채권

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이익의 조절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보았다. 상계특약에 관하여는 소외회사 또는 그 보증인에 관하여 신용악

화의 일정한 객관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피고 은행의 소외회사에 대한 대

부금채권에 있어 소외회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소외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은행에 대한 기한의 이익

을 포기하고 바로 상계적상을 발생하는 취지의 합의로 해석될 수 있고 이러

한 합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본건 채권은 늦

어도 압류 시에 모두 상계적상에 도달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10인의 다수의견 외에 1인의 보충의견751)과 4인의 반대의

견752)이 있었다. 이 판결에서 무제한설은 취한 것은 8인이고 변제기기준설

은 7인이다. 다만 변제기기준설을 취하는 견해 중 3인이 상계예약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753) 무제한설과 같은 결론을 취하게 되었다. 이 판결은 이후 

751) 재판관 岩田誠의 보충의견은 민법 제511조는 그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민법상 상

계는 양 채무의 변제기가 서로 다른 것을 상정하고 있고 압류가 없는 경우에 변제기가 지

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권자가 항상 상계에 의하여 자신의 채권을 결제하여야 할 정

당한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752) 재판관 入江俊郞, 長部謹吾, 城戶芳彦, 田中二郞는 64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반대견해를 피력하였다. 민법 제511조은 압류의 효력이 잠탈적으로 복멸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그 문언에 구애되어 본조를 다수의견

과 같이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취득한 채권이면 전부 이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상계예약에 관

하여도 우선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채권이라는 이유로 어떠

한 계약의 자유도 있다고 하는 견해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압류채권이 채

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점을 망각한 견해로서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753) 재판관 松田二郞은 64년 판결 당시 반대의견을 피력하였고 그 취지를 70년 판결에서

도 유지하고 있다. 변제기기준설을 취하면서도 상계예약의 효력을 넓게 인정함으로써 다

수의견의 결론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상계권을 널리 인정하

는 것에 기하여 무제한설을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서 상계를 널리 인정하는 

것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자가 가지고 있거나 부담하고 있는 다수의 채권채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편의상 기한부채권도 파산선고시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지

적한다. 재판관 色川幸太郞은 재판관 松田二郞의 의견에 동조한다.

   재판관 大隅健一郞은 무제한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다. 반대채권이 수동채권보다 

뒤에 이행기가 도래할 경우에서도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상계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상계예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은행의 고객에 대한 대부금등과 고객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

권은 서로 밀접한 견련관계에 있고 예금채권은 대부금 채권 등의 담보로 하는 기능을 가

지는 것이 실정이고 거래약정서에 그러한 상계예약에 관한 규정을 넣는 것은 거래계에 있



- 177 -

재판례에서 계속 인용되고 있다.754)

학설은 제한설과 무제한설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제한설이 다소 우위에 있

다고 보인다. 제한설은 순수하게 변제기기준설을 취하는 것과755) 이행기 선

후를 1차적인 기준으로 하되 이를 절대시할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

여 개별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합리적기대설(기대이익설)756)이 있다. 

어서 거의 공지의 사실로 되고 있어 상계예약이 유효하다고 본다.

754) 日最判 2012(平 24).5.28. 民集  66-7, 3123.
755) 淡路, 債権総論, 608(제한설 중 기대이익설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렵고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입증 곤란을 수반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무제한설에 대해서는 

자신의 채무의 변제를 거절하고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을 기다려 상계하는 것

이 되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변제기기준설에 의하더라도 은

행거래 등 계속적 거래에 있어 상계기대는 상계예약에 관하여 기대이익설을 취하여 보호

할 수 있다고 한다.); 我妻, 債権総論, 337(변제기가 후에 도래하는 자동채권을 가진 자의 

기대는 일반적으로 합리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다만 자동채권이 대부채권이고 수

동채권이 정기예금채권인 경우에 은행이 하는 상계는 수동채권인 정기예금채권의 변제기

가 자동채권의 그것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도 상계기대가 일률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대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까지 정기예금을 계속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

우에는 은행은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林/

石田/高木, 債権総論, 317; 平井, 債権総論, 231(자동채권의 변제기도래를 기다려 상계한

다고 하는 제3채무자의 기대를 보호하는 것은 제511조의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

명한다. 다만 상계예약의 대외효는 긍정한다. 은행거래에 관여하는 제3자는 특약의 존재

를 알고 있고 특약의 존재는 공지의 사실이라는 점을 이유로 한다.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

합 문제도 같이 취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前田, 債権総論, 508-509(다만, 상계예약은 

공시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상계예약에 의하여 상계의 담보적 효력을 예정한 채

권 사이에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변제기의 선후를 묻지 않고 상계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 본다. 전부명령, 채권양도, 질권설정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항사유의 문제로 보아 

상계적상설을 취하여야 하나 상계적상설과 기대이익설은 거의 같고 상계자의 이익을 보호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대이익설을 취한다.); 潮見, 債権総論II, 387-391(긴급시 수동채

권이 자동채권의 특별한 책임재산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의 견련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

고 제3자가 그러한 견련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특별한 경우에 무제한설

이 타당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전이 인정하지 않는, 우선권이 있는 특별재

산을 승인하는 것이 되고 채권질권제도를 잠탈하는 것이어서 간단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결

론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압류와 상계예약의 경합 문제에 대하여는 합리적 기대설을 지지

하여 구체적 상황에서 상계권자의 상계에의 기대 및 이익이 제3자의 그것보다 큰 경우에 

상계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에 상계예약의 공지성·공시성은 중요한 

판단기준의 하나이고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756) 상계예약이 있는 것, 수동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 양건예금(속칭 ‘꺾기’)과 같

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등 담보적 기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

가 인정된다고 본다. 四官, 判批, 143-144(상계예약은 상계대항을 정당화하는 기능과 상

계적상을 발생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법정상계의 대항력의 문제와 상계예약의 효

력의 문제는 공통의 기반 위에 서 있고 이론적으로 양자가 불가분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1970년 최고재판소 판결은 무의식적으로 상계예약이 있음을 고려하여 무제한설을 취한 

것이고 상계예약이 없는 사안에서도 그와 같은 결론을 취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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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무제한설은 은행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개개의 채권의 변제기를 일일

이 파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또는 공서양속위반 등의 법리를 근거로 상계를 부정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757) 또한 압류 시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상계적상 수정설을 취하는 견해도 있다.758)

압류 후 반대채권의 변제기 도래 시 사이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제한설과 무제한설이 다르지 않다. 그 기간에는 상계의 요건이 갖추

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견해를 취하든지 상계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할 수 없다.759)

채권법개정 기본방침은 무제한설의 입장이다.760) 다만, 압류 등 신청 이후

757) 好美, “銀行預金の差押と相殺(上),” 17; 奥田, 債権総論, 590(변제기 선후에 관계없이 

통상 상계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변제기 차이가 크면 상계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압류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압류와 같이 무제한설을 취한다. 채권양도는 일본 민법 제468조 제2항의 문

제로서 양도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를 확대하여 온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제한설에 머물러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平野, プラクテイスシリーズ債権総論, 147(상계는 수동채권

에 관하여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배제하는 담보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이를 법정의 담보권

의 실행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법정담보권은 상계적상이 있으면 그 이전에 특별

한 관계가 없어도 당연히 성립하고 상계적상이 없어도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한 특

별한 관계가 인정되면 성립된다고 본다. 그리하여 상계적상 성립 이전의 상계권의 성립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무제한설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만 상계예약은 비전형담보로 구성하여야 하고 제511조의 해석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米倉, “相殺の担保的機能,” 88(다만,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설, 채권

양도와 질권설정의 경우에는 상계적상설을 주장한다.).
758) 加藤, 債権総論, 428-430.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계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상계적상‘수정’설이다. 상계예약이 없는 상황에서 압류에 의하여 자동채권의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할 합리성은 특별히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상계예약이 있는 경

우에는 변제기기준설을 취한다. 무제한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는 아무런 담보로 할 

기대가 없었던 것이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담보로 변한다고 하는 것으로

서, 변칙적이고 횡재적인 담보를 승인하는 것이 된다고 비판한다. 
759) 따라서 극단적으로 보면 그 기간에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취

득하고 채권을 집행하여 채권 소멸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의 상계의 주장을 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압류 시와 반대채권 이행기 도래 시 사이에 간격이 큰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해결할 수 있다.
760)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324, [3.1.3.30]. “<1> 변제가 금지된 제3채무자는 채무

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금지된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 <1>

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금지된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신청이 있은 후에 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 당시, 그들의 신청이 있었음을 안 때에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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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를 알고서 반대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그 근거에 관하여는 채권압류는 압류채무자의 채권처분기능을 박탈하는 것

이고 제3채무자의 법률적 입장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압류

가 제3채무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피압류채권의 처분금지의 실효를 확

보하기 위해 수동채권의 변제금지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1) 학설의 대립

압류명령의 효력발생 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로 압

류에 대항할 수 있고 상계적상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채권이 수동채권

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채권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변제기기준설,761) 양 채권의 변제기의 선후뿐만 

아니라 양 채권의 실질적 관계도 고려하여 자동채권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혹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계에 의하

여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3채무자의 강한 기대이익이 인

정되는 경우에는 가사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늦은 경

우에도 상계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기대이익설,762)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당시 반대채권이 성립하고 있는 이상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에

의 기대이익은 압류 후에도 정당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압류 당시에 그 

변제기의 선후와 관계없이 압류 후에도 상계적상에 이르기만 하면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는 무제한설763)이 있다. 이외에도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시에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도래하여 상계적상이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761) 정동윤, “압류와 상계,” 193; 양창수, “파산절차상의 상계,” 208; 김상수, “압류와 상

계,” 306; 김재형, “2012년 민법 판례 동향,” 34; 한삼인, “2012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

례,” 人權과 正義 제432호(2013.3), 47;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494; 김형배, 채

권총론, 772; 김상용, 채권총론, 501; 이은영, 채권총론, 756.
762) 이범주, “전부명령과 상계항변,” 659·667·668.
763) 이영수,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상계,” 226; 이상훈, “압류된 채

권과 상계,” 158; 김병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요건,” 90; 김시수,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상계,” 17; 이상주, 

“압류된 채권에 대한 상계의 허용요건,” 361; 김영진, “지급이 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

로 하는 상계,” 332; 임상민, “상계와 채권 압류의 우열,” 375; 김진환,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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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상계적상설, 기한은 

통상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에 대

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제153조),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시에 상

계의 자동채권만 변제기에 도래하면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완화된 상계적상설764)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국내 학설은 주로 변제기기

준설과 무제한설을 취하면서 양자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무제한설은 ①압류채권자는 압류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지위보다 더 많은 

것을 취득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에 의하여 종전의 지위보다 더 불리

해져서도 안 되고,765) ②제3채무자는 본래 채무자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상

계의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압류채권자는 나중에 일방적으로 강제집행절차

에서 개입한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위가 더 확고하고,766) ③제3채무자의 

피압류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는 지연이자 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

키는 것으로 충분하고, ④독일 민법에서 변제기기준설을 취한 것은 독일에서

는 압류채권자가 법정질권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이고, ⑤민법 제498조는 

압류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를 금지한다고 하고 있을 뿐 그 변제

기 선후 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767) ⑥실제 거래계에서 당사자의 일

반적 의사는 상호 대립하는 채권 중 어느 것이 먼저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관계없이 상계에의 기대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768) ⑦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에서도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여 채권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이유로 한

다.769) 

변제기기준설은 ①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의 상계주장이 

이러한 항변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고, ②제3채무자의 담보권자와 유사

한 지위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 위에서 고려하여야 하고, 

764) 그러나 기한의 이익 포기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압류 후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

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때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이르게 되고 상계의 효력은 소급

하지 않고 이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765) 김병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요건,” 

90.
766) 이상훈, “압류된 채권과 상계,” 157.
767) 이상훈, “압류된 채권과 상계,” 157.
768) 이상훈, “압류된 채권과 상계,” 156.
769) 김영진, “지급이 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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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3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지연이자 부담으로는 부족하고, ④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압류와 상계의 경합 문제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지 않

다고 주장한다.770)

(2)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초기에 상계권이 있는 경우에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압

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771) 그 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상계적상

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상계적상설의 입장으로 전환하였다.772) 그 후 자동채권의 이행

기가 도래하였다면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하여 완화된 상계적상설을 취하다가773) 마침내 

압류명령의 송달 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기 선

후를 기준으로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수동채권의 그것보다 늦지 않다면 상계

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는 변제기기준설을 취하게 된다.774) 그 근거에 관

하여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압류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에는 그 이전 또는 그와 동시에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하여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 이러한 제3채

무자의 자기의 반대채권으로 장래의 상계에 관한 기대는 정당하게 보호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재판례에서 피고는 모두 은행이고 피고의 반대채권에 관하여 기한

이익 상실 및 상계예약이 있었다. 상계예약의 효력에 의해 상계로 압류채권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또는 양 채권이 견련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 

770) 김상수, “압류와 상계,” 303-306.
771) 大判 1972. 12. 26., 72다2117.
772) 大判(全) 1973. 11. 13., 73다518.
773) 大判 1976. 6. 12., 79다662; 大判 1980. 9. 9., 80다939. 상계적상에는 양 채권이 모

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는 물론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기간

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도 포함한다고 설시하였다.
774) 大判 1982. 6. 22., 82다카200, 공보 1982, 691; 大判 1988. 2. 23., 87다카472, 공

보 1988, 577(수동채권은 약속어음 피사취보증금이고 자동채권은 대여금채권인 사안); 大

判 1989. 9. 12., 88다카25120, 공보 1989, 1402(수동채권은 별단예금채권이고 자동채권

은 대여금채권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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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라도 인정이 된다면 이행기 도래의 선후를 고려할 필요 없이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이 이러한 논점을 충분히 고려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판시 내용만 보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별다

른 언급 없이 변제기기준설로 바로 나아갔다.775)

그 후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한번 변제기기준설을 확

인하였다.776)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고, 지급명령을 받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추심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

3채무자인 피고가 대여금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였다. 피압류채

권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2008. 6. 10.경이고 가압류의 효력 발생일은 

2008. 6. 30.이고 반대채권의 변제기는 2008. 7. 25.이다. 

제1심에서는 상계항변이 제기되지 않았으나777) 원심에서 상계항변이 제기

되었다.778) 원심에서는 명시적으로 무제한설을 채택하여 상계항변을 받아들

였다. ①민법 제498조에서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

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②변제기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만 상계의 허부

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이익이 불합리하게 박

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779), ③지급금지와 유사한 지명채권양도

에 관하여 대법원780)이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

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

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변제기기준설을 채택하지 않은 바 있다는 점781)이 그것이다. 

775) 대법원은 같은 사안에서 별단예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어음채권자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하는 것을 상계권 남용으로 보아 배척하기도 하였다(大判 1989. 1. 31., 87다카800, 

공보 1989, 337; 大判 1992.10.27., 92다25540, 공보 1992, 3282). 상계권남용이 문제

되는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변제기기준설에 따라 판단하였다(大判 2003. 6. 27., 

2003다7623, 법고을). 
776) 大判 2012. 2. 16., 2011다45521, 공보 2012, 444.
777) 서울서부지법 2010. 8. 19., 2009가합6608.
778) 서울고법 2011. 4. 27., 2010나86664. 
779) 각 채권의 변제기 중간에 발생한 공사대금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관여할 수 없는 

외부적 상황인데 이러한 우연적인 사정이 게재되었음을 이유로 갑자기 변제기 선후를 기

준으로 상계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780) 大判 1999. 8. 20., 99다18039, 공보 1999, 1878.
781)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대법원 판결은 채권양도 승낙 당

시 반대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발생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에 실제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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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종전의 변제기기준설을 고수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에서는 무제한설에 입각하여 제3채무자가 지급

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자동채

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된다고 보았다. ①민법 제498조에서 지급금지명령 이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반대해석상 

지급금지명령 이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②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원래부터 불확실하고 불

안정한 것임에 비하여, 제3채무자는 담보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것이

고 ③압류채권자는 상계적상이 발생하기 전에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현실

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양창수의 보충의견은 ①상계의 담보적 기능은 상

계의 간편한 변제수단으로서의 기능에 부수적으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를 무한정으로 수긍할 것은 아니고 상계 기대의 정당한 이익과 다른 채권자 

및 채권양수인 등의 채권 만족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

함으로써 이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②선량한 제3채무자

라면 자신의 채무를 제때에 이행하여 그 급부는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속하게 되어 채권자들 전원에게 채무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인데 제3채무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늦추고 있다가 그 이행기가 도래함

으로써 가능하게 된 상계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여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고 압류채권자의 채권 실행을 좌절시키는 것은 상계의 담

보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으로서 부당하고 ③비교법적으로도 독일 

민법 제392조 후단에서 제3채무자의 채권이 압류 후에 비로소 변제기에 도

달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가 피압류채권의 변제기보다 뒤인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의 보충의견은 ①제3채무자가 변제기가 도

래한 피압류채권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는 제3채무자

대채권이 발생하였다면 이로써 상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기준시점 이후에 채권

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채권의 발생원인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압류 이전에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본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 대법원 판결에서 반대채권의 변제기

는 각각 1996. 5. 30., 1996. 5. 29.로서 수동채권의 변제기인 1999. 1. 30.보다 먼저 도

래하는 것으로서 변제기기준설의 입장에서도 변제기 선후는 문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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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충분하고 채

무를 불이행하는 동안 상계적상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상계권 행사마저 제한

하는 것은 제3채무자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고, ②독일 민법 

제392조는 우리 민법 제498조의 법문과는 차이가 있고 우리 민사집행법과

는 달리 독일 민사소송법에서는 압류채권자가 채권압류로 피압류채권을 목

적물로 한 법정질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압류채권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우리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없고,782) ③대법원은 기한의 이익 상

실 등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특약에 따라 채권가압류나 채권

압류로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이 곧바로 상계적상에 이르기 때문에 제3채무

자인 은행 등 금융기관은 사실상 제한 없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

고 있고 또한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

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사실상 제한 없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의 압류채권자 및 제3채무자의 지위는 이 사건의 사안에

서의 각자의 지위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 검토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상계자는 수동채권에 관한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상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그 상계 기대는 상계적상이 발생한 

상태에 준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완화된 상계적상설이 타당하다

고 생각한다. 다만, 양 채무가 견련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발생 및 이행기 도래시기에 관계없이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782) 우리 민사집행법의 경우 압류채권자가 평등주의에 기반하여 그 채권액에 따라 균등하

게 배당을 받게 되는 반면 독일은 우선주의를 채택하여 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

하여 만족을 얻는다. 압류채권자와 일반채권자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평등주의를 취하는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고 채권자간에 시간적 선후에 의하여 순위를 정하여 먼

저 최초의 압류채권자가 압류질권(Pfändungspfandrecht)을 가지고 전액변제를 받고 다음 

순위의 채권자가 나머지에 대하여 변제받게 된다는 우선주의를 취하는 국가는 독일, 오스

트리아, 미국이 있고, 우리 법에서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와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의 권리금분배절차는 압류우선주의에 의한다(이시윤, 신민사집행

법, 277 이하). 이와 같이 독일의 경우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한국의 그것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들어야 한다. 대법관 안대희의 

보충의견은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상계 기대를 좀 더 제한적으로 인

정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효력이 그만큼 강력하지 않으므

로 상계 기대를 독일 보다 더 많이 보호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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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는 근거는 우선, 반대채권의 발생하고 있더라도 아직 상계권

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상계기대에 불과하고 양도인 또는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는 점이다. 당연상계주의에 따르는 

경우에는 상계적상이 발생하기 전에 어느 한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

면 상계를 할 수 없다. 의사표시주의(의사표시에 의해 상계를 하는 주의)에 

의하더라도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아직 상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

계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압류에 의해 변제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보다 

채권만족기능이 약한 상계 역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압류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상계 기대는 상계 대상 채무 사이에 견

련관계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채무 사이에 

단지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수동채권보다 먼저 도래한다는 이유로 압류에 우

선하는 상계 기대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예컨대 A은행의 예금자가 우연

히 A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 A은행에게 보호받을 만한 상계

기대가 있는지 의문이다. 상계예약을 하고 대출이자를 감면해 주는 경우에는 

상계예약의 법리에 의해 상계로 압류 등에 대항할 수 있겠지만 상계예약이 

없는 상황에서 견련관계도 없는 양 채무 사이에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계기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회사나 국가와 같이 거대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법인격은 기계적으로 채권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일

반적이므로 별도의 상계예약이 없는 한 상계기대란 것은 애초부터 가지지 

않는 것이고,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채무 발생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

을 고려하여 묵시적 상계 예약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이를 넘어서서 일반적으로 상계 기대를 보호해 주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변

제기기준설과 무제한설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상계기대는 견련관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생

각되고 견련관계 있는 채무에 대한 상계를 충분히 보호하는 상황에서는 상

계기대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여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변제기기준설과 무제한설이 내세우는 개별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

과 같이 반박할 수 있다. ①무제한설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의하여 종전의 

지위보다 더 불리해져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상계를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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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이를 가지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법률상 지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②무제한설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어 압류채권

자 보다 지위가 더 확고하다고 주장하지만 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개입한 것으로서 제3채무자가 단순히 거래관계가 있

다고 하여 지위가 더 확고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③무제한설은 제3채무자의 

피압류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지연이자 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

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부담하여야 겨우 상

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불

분명하다. ④무제한설은 독일 민법에서 변제기기준설을 취한 것은 독일에서

는 압류채권자가 법정질권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민사집행법이 압류채권자에게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것이 무제한설을 취할 근거는 될 수 없다. 상계로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이 강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아직 상계기대가 보호할 만

큼 강하지 않다는 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⑤무제한설은 제498조의 반대

해석상 압류 전에 반대채권을 취득하기만 하면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

다고 주장하지만 프랑스 민법에 연원을 둔 이 규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토의는 있지 않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⑥무제한설

은 실제 거래계에서 당사자의 일반적 의사는 상호 대립하는 채권 중 어느 

것이 먼저 이행기가 도래하는지 관계없이 상계에의 기대를 갖는다고 주장하

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 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없는 한 그러한 

상계기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인다. ⑦무제

한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에서도 파산선고 후 파산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여 채권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도산법상 상계는 로마법 시대부터 독특한 법리를 형성하였

고, 도산법은 민법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민법의 법

리가 바뀌면 도산법도 개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도산법 규정을 근거

로 민법 문제의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

다. 

또한 ①변제기기준설은 하루라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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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늦게 도래하면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봉착하게 되는데 

과연 변제기만을 기준으로 상계기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거래 

당사자가 과연 변제기를 유일한 기준으로 상계기대를 판단하는 것인지는 의

문이다. 오히려 대상 채권 사이의 관계가 상계기대를 판단하는 중요 기준이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②변제기기준설은 개별 사안별로 자

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기 선후를 일일이 검토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

고 이러한 기준을 거래당사자에게 쉽게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

여진다. ③장래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이행기 도래 선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의문이다. 민법에서 변제기기준설을 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장래

채권에 대한 양도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압류 시에 반대채권이 발생하고 있

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인데783) 이는 변제기기준설을 장

래채권에 대한 압류에까지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변제기기준

설의 취약점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784)

기대이익설은 상계 대상 채권의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강한 상계기대를 인

정할 수 있는 경우에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실질관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는 무제한설을 취하면서 상계권 남용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과 같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완화된 상계적상설을 취하면서, 같

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거나 이와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한다면 당사자가 납

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하였고 상계의 적극적 요건인 

상호대립성, 동종성, 이행기 도래 등을 갖춘 경우 다음의 순서로 검토가 진

행되어야 한다.

①충당이나 공제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충당이나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바로 채권 소멸이 가능하다.

783) 제5장 제3절 4. (2) 1) 참조. 장래채권의 압류의 경우에도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784) 사견인 견련관계의 특례를 인정하는 완화된 상계적상설에 의하면 압류 시 수동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장래채권), 자동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반대채권의 발생원인이 있

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압류 시 반대채권을 청구할 

수 있었거나 상계의 대상 채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으면 상계로써 압류(채권양도도 같

다)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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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압류 시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는가.

②-①국가채권에 해당하는가. 조세채무·벌금채무이거나 업무의 동일성이 

없다면 상계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②-②상계권 남용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가.

③견련관계가 있는가. 견련관계가 있으면 압류 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

래하지 않았거나 압류 후에 반대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계로 압류에 대

항할 수 있다.

(4) 압류에 의해 제한되는 상계의 효력

압류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반대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도785) 상계가 절대적 무효는 아니다.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

는 것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상대적 무효이다. 후에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면 

상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피압류채권이 추심되어 만족을 받거나 상계자

가 임의로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한 경우에는 상계는 효력을 상실한다.786)

4. 압류 이전에 반대채권의 발생원인이 있은 경우

(1) 문제제기

반대채권의 발생은 압류 이후에 있었지만, 반대채권의 발생 원인은 압류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경우 이러한 상계를 보호하여야 하는가. 이를 

긍정하는 근거로는 ①이러한 경우에도 상계에 대한 기대가 있고 ②발생원인

시점에 반대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할 수 있고 ③이러한 상계가 권리남

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특히 상계의 양 채무가 견련관계

에 있는 경우에는 보호의 필요성이 더 커진다. 여기서 채권의 발생원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단순히 법적 관계가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존재하던 채권이 반대채권으로 대체되는 경우이다. 전자

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계

약이 체결되어 있는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보증계약에서 사전구상권

785) 이 때 상계의 의사표시는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게 하여야 한다. 압류채권자에게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확인적 의미만 가질 뿐이고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Staudinger/Gursky, 

§392 Rn. 27).
786) Staudinger/Gursky, §392 Rn.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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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후에 사후구상권채권으로 대체되거나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형되는 경우이다. 후자와 같이 채권이 대체 

또는 변형되는 경우에는 반대채권의 발생시점을 전 채권의 발생시기로 의제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연방대법원은 압류에 있어서 반대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계약이 압류 전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반대채권이 압류 후에 비

로소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가지고 하는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787) 이 판결에서 피고(국가)는 S회사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

결하였는데 S회사의 자금사정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는 도급계약의 

해지를 표시하였다.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S회사에 모래를 공급하던 원

고는 S회사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권을 압류하였다. 여기서 피고가 손해

배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는데 그 채권은 압류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민법 제392조에 의해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인가가 문

제되었다. 1심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원고의 기성대금 청구를 인용하였

지만 2심과 연방대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그 이유는 압류 당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법적 

기초인 공사이행채무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788)

한편 이 판결에서는 이행기 도래 선후도 문제되었는데 민법 제392조에서 

반대채권이 압류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도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수동채권의 

그것보다 뒤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는 손해배상채권의 이행기는 기성고 계산을 마친 시

787) BGH NJW 1980, 584, 585.
788) 동 판결은 또한 파산 절차가 개시되어 더 이상 건축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

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을 허용한 재판례(BGH NJW 1977, 1345=BGHZ 

68, 379)를 인용하고 있다. 건설회사인 R이 공사를 일부 이행하고 파산한 후 R의 파산관

재인이 이행된 공사 부분에 대한 정산으로 6000마르크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건축의

뢰인인 피고는 잔존급부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다. 1심부터 

연방대법원까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특히 연방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파산개시 

전에 이행한 일부 급부를 계약상대방이 모두 파산재단에 보상하면서 자신의 손해배상채권

은 파산비율로 받는 것은 상당성을 결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상계를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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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도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할 수 없는 추가비용이 해지시점에 

산정가능한가 여부가 중요하고 본 사안에서는 이를 긍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시점에 공사대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한 것이므로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유동적 무효인 법률관계에 의해 반대채권을 취득하고 압류가 된 후에 이를 

승인하여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경우에는 승인에 의해 압류 이전으로 소급

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압류 전에 취득한 것이 되어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789) 종래 독일 파산법(KO)은 채권자의 파산 시에 반

대채권이 기한부이거나 조건부인 경우에도 이로써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

였으나(제54조 제1항), 현행 도산법(InsO) 제95조에는 이러한 내용을 삭제

하고 민법 제392조의 변제기기준설에 따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채권이 도산 개시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채권이더라도 도산 개시 

시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수동채권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

할 수 없다. 그 취지는 실체법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상계권이 파산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790) 

2)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수임인인 변호사가 위임인의 선급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선급

금반환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발생한 보수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

였다.791) 선급금은 위임사무처리 중 발생하는 수임인의 보수, 비용 등에 대

하여 그 채권 발생하는 즉시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선급금이 이에 충

당하도록 하고 위임관계의 종료 시에 남은 잔액에 대하여 선급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채권이 압류 이후에 발생하여도 상계할 수 있

다고 보았다. 

3) 미국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무 사이에 견련성이 있는 경우 즉, 반대채권이 동일

한 계약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압류 이후에 발생한 반대채권을 가지고도 상

789) Staudinger/Gursky, §392 Rn. 11.
790) 양창수, “파산절차상의 상계,” 228.
791) BGE 100 IV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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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할 수 있다고 본 재판례가 있다.792) 리스회사의 리스요금채권이 압류되었

는데 같은 리스계약에서 발생한 리스이용자의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압

류 개시 통지가 이루어진 때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허용된다고 판단

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4) 일본

계약상 대금채권이 양도된 후에 그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던 반대채권

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형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

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대금채권양수인

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 재판례가 있다.793) 또한 최고재판소는 

토지의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에 가압류가 경

료된 경우에는 토지를 매수한 제3채무자가 이러한 압류 전에 매도인에 대하

여 매매의 목적토지에 부착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

고 위 압류 후에 이 말소등기청구권이 변형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고 하여도 위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것은 위 압류 후이고 압류 당시

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본건 토지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부담에 대한 추상적인 말소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

을 뿐이므로 제3채무자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

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794) 압류 이후에 가압류

가 설정되어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도 이 때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최고재판소도 기본적으로는 위 하급심 

재판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보증인이 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사후구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792) Bowling v. Bluefield-Graham Fair Ass'n, 99 S.E. 184(1919). 
793) 日大阪高裁 1985(昭 60).1.24. 判タ 550, 153.
794) 日最判 2007(平 19).7.4. 判タ 1253, 179. 이 경우 매수인인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항

변권에 기한 대금지급거절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

인은 인도기한까지 위 토지에 질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소멸시켜 이 등기를 

말소하고 매수인은 위 토지의 인도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잔대금을 지급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대금채권은 매도인이 위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경

우에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부 채권으로 볼 수는 없고 제3채무자인 매수인이 토지의 인

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있는 때에 제3채무자는 매수인의 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

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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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하급심 재판례는, 비록 이 채권이 압류 이후에 발생하였지만 압류 당시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795)

학설도 수동채권의 압류 후에 반대채권이 금전채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그 시기가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 보다 먼저라면 여전히 상계를 할 수 있다

고 설명한다.796)

중간시안은 “(1)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압류되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2)제3채무자가 취득한 위 (1)의 채권이 압류된 후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인 경우에 이를 가지고 하는 상계는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정한다.797)

(3) 채권양도와 압류의 경합 사례와의 비교

독일의 판례는 압류와 상계의 경합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 문

제에 있어서도 채권양도를 안 시점에 이미 반대채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법

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여 채권양수인

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798) 그 외에 오스트리아의 판례 

및 학설은 채권양도 이전에 계약관계가 있었다면 그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양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로 상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799) 프랑스 판례도 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

는 경우에는 반대채권이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상계된다는 

입장이고,800) 영국의 형평상 상계에서도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반대채권이 

795) 日東京地判 1977(昭52).6.15. 金法 870, 59.
796) 我妻, 債権総論, 339. 여기서는 일본 판례의 입장이 압류 시에 채무 사이에 동종성 요

건이 있어야 하고 압류 이후에 특정물인도 채권 등이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

되어 동종성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日大判 1932

(昭 7).6.1. 新聞 3445, 18]. 그러나 이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

고 상계를 하여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는 쌍방의 채무가 동종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과연 위 설명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판결인지는 의

문이다. 
797) 제23, 4.
798) 상세한 내용은 제5장 제3절 2. (1) 참조.
799) 제5장 제3절 2. (2) 참조.
800) 제5장 제3절 2.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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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더라도 그 발생원인이 되는 거래가 통지 이후에 있었다면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다.801) 이는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 문제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채권양도와 상계, 압류와 상계의 각 경합 문제는 같은 입장을 취하

는 것이 일반적이므로,802) 이러한 태도는 압류와 상계의 경합 사안에 있어

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4) 우리나라의 논의

이 문제는 압류와 상계의 경합에 관한 기본 법리에 대하여 예외를 형성하

는 것이기 때문에 심심찮게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다. 1993년 대법원 판

결803)은 캠프장 시설 공사가 뒤늦게 부실로 드러나 그로 인한 수리비를 가

지고 공사비용채권에 상계를 주장한 사안이다. 수리비채권은 공사비용채권 

보다 변제기가 늦게 도래하여 변제기기준설에 의하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소외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

비용정산계약은 유상계약이고 하자담보책임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 양 채

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비록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 

보다 늦게 도래하지만 상계로써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압류

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자인 압류채무자보다 더 유리한 지위를 획득할 수는 

없고804)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써 동시이행

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계를 할 수 없다면 결국 제3채무자

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805)

801) 제5장 제3절 2. (6) 2) 참조.
802) 제5장 제3절 2. (10) 참조.
803) 大判 1993. 9. 28., 92다55794, 공보 1993, 2951. 
804) 이는 압류와 상계의 경합에서 무제한설이 취하는 논거이다. 대법원이 변제기기준설을 

취하면서도 이 부분에서는 유독 이러한 논거를 끌어 쓰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805)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반대채권의 변제기까지 수동채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견해로 이범주, “전부명령과 상계항변,” 671. “반대채권이 발생한 기초

가 되는 원인이 압류 이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서 반대채권의 이

행 시까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이상,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에의 기대

는 압류 당시 반대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경우나 그 기초가 되는 원인이 현존하는 경우나 

다를 바 없이 그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결국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상계항변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

이 압류 이전에 이미 성립하고 있다고 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반대채권의 이행 시까

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다. 반대채권이 실제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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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대법원 판결806)은 가압류가 된 대지를 매도하고 잔금지급일까지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한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강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대신 변제공탁한 결과 발생한 구상금채권으

로 그 전에 압류가 된 잔대금채무에 대하여 상계한 사안이다. 변제기기준설

에 따르면 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 시에 상계적상에 이르지 못하였고 자동

채권(구상금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잔대금채권)의 변제기보다 늦게 도래

하므로 제3채무자는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 판결의 원

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상계를 허용하지 않았다.807) 그러나 

대법원은 “이 구상채무는 위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는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그 이행상

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두 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

여 제3채무자인 피고 구상금채권이 가압류명령의 송달 후에 발생하였어도 

피고는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808)

2005년 대법원 판결809)은 도로공사의 하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도급인

이 그 피해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그 전에 

이미 압류되어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한 사안이다. 대법

원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

계가 있는 채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667조 제3항의 규정이나 공평

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양 채권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후,810) “비록 

지 않은 동안에는 반대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동시이행의 항

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어서 수동채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806) 大判 2001. 3. 27., 2000다43819, 공보 2001. 996.
807) 서울고법 2000. 7. 12., 99나20553. “피고가 이 사건에서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피고가 유○○를 대위하여 1999. 12. 3. 변제공탁함으로써 비로소 발

생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의 지급을 금지한 이 사건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생

긴 1996. 1. 22.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 후에 

취득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이미 가압류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808) 한편 종전 판결인 大判 1988. 9. 13., 85다카2539, 공보 1988, 1262에서는 단순히 이

행기 도래 선후 기준에 의하여 상계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김시수,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상계,” 655 이하 참조. 
809) 大判 2005. 11. 10., 2004다37676, 공보 2005, 1950.
810) 한편 본 판결의 재판부는 이를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구상금채권으로 보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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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채권인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이 수동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후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

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대부분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제498조에 규정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

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는 상계로써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811) 이는 대법원이 변제기기준설의 

맹목적 적용에서 벗어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812) 

2010년 대법원 판결813)은 도급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수급인의 대출채

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도급인의 구상채권으로 이미 그 전에 압류된 수

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한 사안이다. 원심814)에서는 구상금채권

의 발생시기가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이고, 그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급인의 

근저당권 말소의무는 빌라 건축 인도 의무처럼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공사

도급계약상 고유한 대가관계가 있는 의무는 아니지만 그 담보제공 경위와 

목적, 대출금의 사용용도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실질적 선급과 같은 자금

지원 효과와 이로 인하여 피고가 처하게 될 이중지급의 위험 등 구체적 계

약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고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구상금 채무도 근저당권 말소의무의 변형물

로서 그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구상금채권은 가압류 효력 발생 이

후에 발생하였지만 이를 가지고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여 원고에 대

공사대금채권과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811) 제667조 제3항에서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과 동시이행관계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확대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도 공사대

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는 견해로 박관근, “확대손

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300.
812) “압류와 상계의 관계를 단지 변제기의 선후라는 기준만에 의하여 해결하여 온 그간의 

대법원의 입장인 제한설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도입한 것으로서 결국 양 채권이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강한 담보적 기대관계를 가진다는 거래의 실질에 의해 상

계항변의 여부를 판단한 것”이는 견해로 이범주, “전부명령과 상계항변,” 672. 
813) 大判 2010. 3. 25., 2007다35152, 공보 2010, 785.
814) 대구고법 2007. 5. 3., 2006나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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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5) 검토

위 2001년 대법원 판결에서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와 잔대금채무는 동일

한 매매계약에서 발생하였다. 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채무

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가압류기입등기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 상실을 막기 위해 대신 변제공탁을 

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였다. 매수인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법적 이

익 또는 권리의 상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

와 구상채무 사이에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관계에 있다. 그런 의미

에서 구상채무는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다. 구상채무가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이라고 본다면 그 발생 시기 

및 변제기도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그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지 문제

된다. 상계가 압류에 우선하도록 하는 취지가 당사자의 상계 기대를 보호하

려는 데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구상채무를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

으로 본다면 적어도 상계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상채무의 발생 

시기 및 변제기를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의제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고 여겨진다.815) 이와 같이 본다면 변제기 선후를 기준으

로 상계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입장에 따라 굳이 동시이행의 항변권

을 논하지 않고도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동시이행 항변권 유무를 기준으로 상계 가능 여부

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반대채무가 

발생하고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존재하지 않는

다. 수동채권의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지연하지 않고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질 수 없다. 둘째, 가령 본 사안에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가압류

기입등기말소의무의 이행기가 잔대금지급채무의 변제기 보다 늦게 도래하도

815) 스위스 문헌에서는 채무의 동종성 판단시기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로 하면서 물

건의 매도 후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애초에 채무는 물건이전채무로

서 매매대금채무와 동종성이 없었으나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서 매매대금채무와 같은 종류가 되었으므로 상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BSK OR 

I-Wolfgang Peter, 2007, Art. 120 N 14). 물건이전채무와 손해배상채무를 같은 반대채

무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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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정하였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볼 것인가. 위 1993년 대법원 판결에서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자동채권

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채권으로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것을 압류채권자

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

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어 부

당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이행기를 다르게 

정한 계약에서는 비록 양 채무가 견련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상계로 압류채

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같은 사안에서 단지 

등기말소채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계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견련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압류와 상계의 경합문제에 있어서는 견련관계 있는 채무에 대하여 특별히 

상계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816) 동시이행의 관계는 견련관계를 판단함

에 있어 기준이 되는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견련관계를 반드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시이행의 관계는 

추후에 계약에 의하여도 창출될 수 있지만 견련관계는 채권 사이의 관계를 

독자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채무에 대하여 동시

이행관계만을 배제한 경우에는 동시이행 관계가 없어도 견련관계가 인정된

다고 할 것이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군과 상계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사례군

이 대부분 일치하고 양자가 모두 공평의 관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

여 동시이행 항변권 유무를 근거로 상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의 입장

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 상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근거가 

미약하고, 이행상의 견련성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다시 상계의 예외적 인정을 이끌어내는 번거로움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채

무의 견련관계에서 상계의 예외적 인정을 도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해하

기도 쉬우며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위 2005년 판결에서 반대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816) 견련관계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4장 제6절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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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대부분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설

시하여 이러한 상계의 예외적 인정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반대채권의 발생 

원인이 압류 시에 있다고 하여 압류 이후에 발생한 반대채권이 모두 상계로

써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동채권과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

하거나 그와 동등하게 볼 수 있어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반대채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건물

을 임대한 사람이 그 회사부터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 대금채권이 압류

된 사안에서, 대금채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압류 이후에 발생한 건물 임

차로 인한 차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

면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는 것은, 차임 등 채권의 발생원인인 임대차관계

가 위 대금채권 압류 시에 존재하였다고 하여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압류 이후에 발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여 압류

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인도 및 이전 채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

여, 대금채권과 견련관계가 있는 채무로 한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관계가 

없는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는 상계자의 기대는, 위 임

대차관계가 자동차 판매와 관련 없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요컨대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고 수

동채권의 압류 시에 반대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용하여야 할 것

이고 이와 같은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동시이행의 관계나 압류시 반대

채권의 발생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2절 상계예약과 압류의 경합

1. 문제제기

압류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압류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영수와 처

분이 금지되므로 제498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정상계가 가능한 경우가 아

닌 한 상계계약(계약에 의한 상계)은 할 수 없다. 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

하는 경우 상계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당사자 일방에 상계권을 부여하는 상

계예약은 압류 전에 체결되는 경우 이로써 하는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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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문제된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이익상실조항,817) 상계예약조

항818)이 들어가 있어가 있고 은행거래에서 상계예약조항을 넣어서 거래계약

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2.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상계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독일 민법 제392조의 규율은 상계예약에는 적

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819) 연방대법원도 압류 이전에 상계예약이 체결되

었고 이에 의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이행기 도래에 의하여 상계의 효력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관계없이 상계예약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발

생하고 압류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잔존한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바 있다.820) 그리하여 상계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채권

과 수동채권의 이행기 도래 선후를 불문하고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고 본다. 그 근거는 우선주의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다.821) 제국법원도 우선

주의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하였다.822) 그러나 제국노동법원과 연방노동법원

817)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6호(2012.9.20.개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1항 제1호.
818)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6호(2012.9.20.개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10조 제1항.
819) Staudinger/Gursky, §392 Rn. 24.
820) BGH NJW 1968, 835[원고의 차임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토지채무이자채권

(Grundschuldzinsforderung)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이다. 1960.6.경 양 채권 간 이행기 

도래시 소멸하는 것으로 하는 상계계약이 체결되었고 1961.11.9.과 1961.12.12. 주채무

인 차임채권에 압류가 이루어졌으며 1962.4.4. 채권양도까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이행기

가 도래하였다. 이행기가 압류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주채무가 바로 소멸하는 것에 의

문이 없으나 압류 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되었다. 이에 관

한 제국법원 판결은 상계계약이 압류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민법 제392조가 적용되지 않

는다고 판단하였다(RGZ 138, 258). 연방대법원도 이 판결에서 압류 이전에 상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민법 제39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주채무의 소멸은 

상계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압류 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적 처

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821) Staudinger/Gursky, §392 Rn. 24.
822) RGZ 138, 252, 259(원고는 자신의 소외인에 대한 소송비용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

여 소외인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씨앗판매와 관련된 보수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

았다. 압류 시 소외인은 아직 피고에 대하여 보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그 전에 

이미 상계예약이 체결되어 피고가 소외인에게 전달할 금전에서 보수를 공제하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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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압류가 우선하고 독일 민법 제392조(변제기기준설)의 요건을 충족하

여 상계기대이익이 보호되는 경우에만 상계예약이 우선한다고 판단하였

다.823)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상계예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독일 민법 제

392조의 규율을 받는다. 따라서 동 규정상 변제기기준설의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상계예약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이러한 상계예약으

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824)

(2) 오스트리아

제3채무자가 압류를 알기 전에 반대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825) 상계예약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

가 압류에 대하여 알기 전에 체결한 것이라면 이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826) 그리하여 장래 발생할 채권에 관하여 체결하는 상계예

약(선행상계계약)의 경우에도 이것이 압류 이전에 체결된 것이라면 이에 의

한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827)

다. 항소법원은 상계예약에서 자동채권 지정을 유보한 후 나중에 자동채권을 특정하여 압

류에 대항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상계예약이 압

류에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823) BAG NJW 1966, 469(근로자 K가 사용자 피고와 음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대

금에 대하여 20%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다. 음료판매시 K는 피고에게 대금을 인도하고 피

고는 K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이다. 원고가 이 보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

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피고는 K와 체결한 상계예약에 의한 상계를 주장하

였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가장

임금계약(Lohnschiebungsvertrag)-이를 통해 임금의 압류 금지 부분이 커지게 된다-은 

독일 민사소송법 제850조h 제1항에 의해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데, 사용자

와 근로자 간의 상계계약도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BAG NJW 1967, 459(압류 이전에 체결된 상계합의는 취소될 수 있거나 

취소되거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방적 상계와 같이 민법 제392조의 요건 하에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즉 반대채권을 압류 이후에 취득하거나,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압

류 이후에 도래하면서 수동채권 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BAG NJW 1967, 751.
824) Gernhuber, 332.
825) Schwimann/Heidinger, §1440 Rn. 19.
826) 피상계자인 압류채무자는 압류 사실을 알고 있고 상계자인 제3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상계계약을 체결하여 이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827) Dullinger,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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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가압류 명령 송달 전에 상계예약이 체결되고 반대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828) 그 이유는 형평상 상

계와 마찬가지로 압류채권자는 전체 거래를 나누어 좋은 것만 취할 수 있도

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829)

(4) 일본

위 1964년 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830)에서 상계예약의 효력에 관하여도 

제한설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1970년 최고재판

소 대법정 판결831)에서는 상계예약의 효력에 관하여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

고 민법 제511조의 위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보았다.

학계에서도 상계예약의 효력에 대하여는 1970년 판결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다수설이다.832) 好美淸光 교수는 그 이유로 ①압류 등이 있을 때 이행

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상계예약은 기한이익상실 특약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고 이와 분리하여 그 효력을 논할 수 없고, ②양도금지특약은 채권은 양

도할 수 있다는 채권의 본래의 기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상

계예약은 압류 전에 대립하고 있었던 채권은 상계적상 시에 상계할 수 있다

는 법규정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자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더라도 이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일본의 판례변경833)과도 배치되는 것은 

828) Wood, n. 18-13.
829) Wood, n. 14-82.
830) 日最判 1964(昭 39).12.23. 民集  18-10, 2217.
831) 日最判 1970(昭 45).6.24. 民集  24-6, 587.
832) 好美, “銀行預金の差押と相殺(下),” 14 이하.
833) 日最判 1970(昭 45).4.10. 民集  24-4, 240(민법 제466조 제2항은 당사자가 채권양도

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채권양도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고 양도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채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내지 유추적용된다는 

견해는 이를 긍정할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66조 제2항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민사소송법 제570조, 제618조에서 명문으로 압류금지재산을 법

정하여 재산 중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것을 제한적으로 특정하고 있고, 둘째, 민사소송법 

제600조에서 압류된 금전채권에 있어서 압류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



- 202 -

아니고, ③공시성에 있어서, 채권양도 및 채권질에 있어서의 확정일자 등도 

공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 법원에서 우열 판단의 기준으로 하

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계예약이 공시성이 없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④물권법정주의와의 조화 문제에 관하여도 이는 양도담

보의 생성과정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견해로부터 원용되었던 근거로서 더 이

상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박한다.834)

中田裕康 교수는 상계예약의 효력을 긍정하는 이유로 ①상계예약이 특별히 

어떤 강행규정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②상계예약은 기한 

상실 특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③은행거래에 있어 양 채무는 어느 정도 

견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④이러한 약관이 이미 공지가 되고 거래계에서 널

리 수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835)

한편 奥田昌道 교수는 상계예약의 대외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상계예약

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공지될 것, ②예약완결을 위한 사유가 명

확한 범위를 가질 것, ③예약 시 장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채권 

범위가 포괄적이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836)

그 후 최고재판소는 1976년 판결837)에서 은행이 어음할인 거래를 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할인어음을 다시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

도록 하는 약정838)을 두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할인어음의 만기 전

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고, 셋째, 사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

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객체가 되는 성질을 박탈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인

정하는 것이 되어 일반채권자는 담보로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 가운데 채무자의 채권이 채

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양도금지특약에 의하여 담보력을 상실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

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되어 법이 예상하지 않은 부당한 결과를 낳은 것은 되고 그러한 

결과는 전부명령신청의 모든 압류채권자가 선의이어야 보호된다고 한다면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하는 방법만이 남아있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그 전의 대심원 판결(日大

判 1915(大 4).4.2. 民錄 21, 423 등)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834) 好美, “銀行預金の差押と相殺(下),” 15-16.
835) 中田, 債権総論, 389.
836) 奥田, 債権総論, 589. 또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공시가 없는 담보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는 이유에서 압류채권자에게는 효

력이 없다는 견해로 林/石田/高木, 債権総論, 305 참조.
837) 日最判 1976(昭 51).11.25. 民集 30-10, 939.
838) “가압류, 압류 또는 경매의 신청,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회사갱생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소외회사가 할인을 받은 전부의 어음에 있어서 

피상고인으로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한 금액의 환매채무를 부담

하고 바로 변제한다는 취지(은행거래약정서 제5조 제1항)와 기한의 도래 또는 전2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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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할인어음환매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사실상 관습이 형성되었

고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형적인 은행거래약정서에 그러한 취지가 명

문화되어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하며 그 효력을 인정하였다.839)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에서는 상계예약이 있더라도 관련 채권이 당사자의 

특정의 계속적 거래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만 압류채권자 등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840)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1) 학설의 대립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한 상계예약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질 수 없

고 은행거래에서 은행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여신거래

약관은 은행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기한이익상실

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841)

반면, 고객의 예금채권이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고

객의 신용 악화을 나타내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발동시키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고, 공시 문제에 관하여는 채권질권에 있어서도 채권증서의 교부

(제347조)는 점유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이고, 질권설정의 대항요

건도 질권설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별도로 제3자

에게 공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제349조)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채권

을 담보로 하는 경우 공시의 불완전함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은행거

하여 귀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소외회사의 제

반 예금 기타 채권과 기한의 도래에 관계 없이 언제든지 귀 은행은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취지(은행거래약정서 제7조 제1항)가 규정되어 있었다.”
839) 이 재판례가 인정 근거로 사적 자치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사실상 관습과 공지의 사실

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견해로 塩崎勤, 相殺の担保的效力, 605 참조.
840)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325, [3.1.3.30]. “<4> 압류 또는 가압류의 신청이 있었

던 것,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발부된 것, 기타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절차를 

개시케 하는 사유에 관한 사실이 발생했음으로써 채권을 상계에 적합한 것으로 하는 취지

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상계를 할 수 있는 경우, 그 채권으로써 하는 상계는 그 채

권 및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채권의 쌍방이 당사자의 특정의 계속적 거래에 의해 생

긴 것인 때에 한하여, 이것으로써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으로 한다.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절차를 개시시키는 사유에 관한 사실이 발생함으

로써 상계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는 취지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으로 한다.”
841) 김형배, 채권총론, 773; 민법주해[XI]/윤용섭,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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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상계약관조항은 거래계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으므로 공시에의 요구는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842) 

(2) 판례의 태도

기한이익상실특약에 따라 가압류, 압류, 거래정지처분 등에 의해 자동채권

의 기한이익이 상실하여 상계로 압류로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843) 당사자의 합의로 일정한 경우에 바로 상계권을 발생시키기 보다는 

자동채권의 기한이익 상실을 통하여 압류 등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된 사정

이 있을 때 상계적상이 발생하도록 하여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에 상계적상

에 있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법리를 원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상계예약과 압류의 경합 문제를 시간적으로 먼저 이루어진 것이 우

선한다는 우선주의원칙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고, 상계예약에 의하여 상계적

상이 발생하여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4. 검토

842) 양창수, “은행거래와 상계,” 113; 오태헌, 47(은행거래에 있어서 기한이익상실의 대상

이 되는 고객의 채무는 통상 고객이 알 수 있는 범주 내이고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비교적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고 본다. 

은행의 상계기대를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히 보호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

로 이 때에만 제498조의 법정상계보다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843) 大判 1974. 2. 12., 73다1052, 공보 1974, 7730(“귀행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

우에는 그 채무와 본인의 제 예치금 기타의 제 채권과를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

계하여도 이의 없겠음. 전항의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귀행은 사전의 통지와 소정의 절

차를 생략하고 본인에 갈음하여 제 예치금의 환급을 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

음”이라는 약정은 은행의 대부금채권과 은행에 대한 반대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른 때에

는 상계의사표시 없이 당연 상계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보아야 하

므로 상계적상 이후에 반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大判 

1987. 7. 7., 86다카2762, 공보 1987, 1306(소외회사가 부도를 내어 어음교환소의 거래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대여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피고는 대여금과 소외 회사의 모

든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기한의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소외회사가 당좌어음부도를 내어 거래정

지처분에 의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피고의 ‘상계특약권’의 행사로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다.); 大判 1989. 9. 12., 88다카25120, 공보 1989, 1402(가압류 

명령 송달로 자동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여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大

判 2003. 6. 27., 2003다7623, 법고을(임금채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출

금채권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긍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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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하는 상계예약의 유형으로 ①이행기 도

래 등의 조건 충족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약, ②압류, 가압류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 악화를 의미하는 처분이 있을 때 이행기가 도래하도

록 하는 약정, ③상계권을 부여하는 약정 등이 있다. ①의 경우에는 압류 후

에 상계자의 법률행위가 개입하지 않고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②, ③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그러

나 ②, ③의 경우에도 최소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상계적상이 있는 

것과 같이 되므로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로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

생하는 압류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측면과 다른 한편 이행기의 도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측면이 서로 충돌한다. 

즉 상계예약의 핵심은 이행기 도래를 통한 상계적상의 실현이라고 할 것인

데 이행기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다. 이행기를 특

정 기일에 못 박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한이익 상실 약정도 이행

기를 정하는 한 가지 형태이다. 예컨대 은행대부계약에서 은행이 언제든지 

상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압류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기일까지 청

구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도 결국 기한이익 상실약정이 있는 경우와 같다. 따

라서 당사자 사이의 특정 분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한 상계예약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통상적인 거래의 범위를 넘어

서 당사자 간 모든 채권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상계예약을 체결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명백히 압류의 효력을 정하는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무효라고 보거나 체결 당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목적하는 통상적인 거래에 국한하여 그 대상 채

권을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844) 또한 압류 등 강제집행이 임박한 것을 알고 

844)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6호(2012.9.20.개정)(가계용)]

은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에는 은

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제7조 제1항 제1호)라고 하여 기한

이익상실조항을 두고 있고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

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상계예약 조

항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문언 그대로 은행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라고 볼 수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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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이를 배격하기 위하여 체결한 상계예약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거

나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계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 중 상당 부분은 장래채권에 관한 것인데 이는 선행상계예약의 문

제이다.

 

5. 선행상계예약

상당수 상계예약은 장래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선행상계예약이라 

할 수 있고,845) 이 경우에는 대상이 된 장래 채권은 그 발생 시점에 상계되

어 소멸한다.846) 

(1) 비교법적 고찰

독일에서는 선행상계예약과 압류847)가 경합하는 경우에 관하여 학설은 우

선순위원칙에 의하여 선행상계예약이 우선한다는 견해와 독일 민법 제392조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우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848)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견

해는 이 문제는 채권의 사전 양도를 두 번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이고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설명한다.849) 독일 제국법원과 연방대법원은 이 경우에 

우선주의원칙에 따라 우열을 정하여 판결하였다.850) 따라서 상계예약이 압

예금, 대출과 같은 통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은행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임금채권, 매매대금채권·채무 등 비금융채권·

채무는 그 대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보험, 증권투자신탁(펀드) 거래 과정에서 은

행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이것이 비록 금융거래이긴 하지만 은행은 상품판

매 등에 국한하여 관여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권은 상계예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845) 장래 채권을 발생시에 바로 소멸하기로 하는 합의를 선행상계계약(antizipierter 

Aufrechnungsvertrag)이라고 설명하는 문헌으로 오태헌, 25. 국내에서는 상계에 관한 계

약에 대해 상계예약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이 표현을 유지하

여 선행상계예약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846) Staudinger/Gursky, Vor §387ff Rn. 75.
847) 독일에서는 장래 채권의 압류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조건부 채권과 기한부 채권도 

압류가 가능하고 장래 채권의 경우에도 그 법적 기초가 존재하고 있어 채권의 성질과 제

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압류가 가능하다고 한다(BGH NJW 55, 544; BGH NJW 56, 

790). 이러한 것은 채권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채권이 발생할지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장래 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Zöller/Stöber, §829 ZPO Rn. 2).
848) Staudinger/Gursky, Vor §387 ff Rn. 78.
849) Staudinger/Gursky, Vor §387 ff Rn.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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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그 대상이 되는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

서 상계예약이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의한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도 판례와 일부 학설에서 우선주의원칙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다.851) 장래 발생할 채권에 관한 관계는 현재 존재하는 채권 관계와 당사

자의 이해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양자를 서로 다르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

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장래 발생할 채권이 먼저 압류되고 그 후에 선행상계

예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없고, 선행상계예약이 먼

저 체결된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제3채무자

의 상계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 후 선행상계예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아직 압류의 지급금지명령이 도달하기 전에 선행상계예약이 체결된 것이라

면 예외적으로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852) 또한 선행상계예

약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상계로 압류

에 대항할 수 없다. 선행상계예약의 쌍방이 압류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가지

고 압류 전에 선행상계예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이 

될 수 있다고 본다.853)

(2) 우리나라의 논의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은 장래의 채권도 그 기초관계가 성립되어 있으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것어야 한다.854) 장래 채

권의 압류와 선행상계예약의 경합에 관하여는 판결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소개하고 있는 문헌855)에서는 선행상계예약이 체결

된 후 상계할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이미 그 채권에 대하여 선행상계예약

에 따른 처분이 있었으므로 선행상계예약의 효력이 우선하여,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고,856) 압류가 있은 후 선행상계예약이 체결된 경우에

850) RGZ 138, 252, 258 f; BGH NJW 1968, 835.
851) Dullinger, 260.
852) Dullinger, 260.
853) Dullinger, 261.
854) 大判 1982. 10. 26., 82다카508, 공보 1983, 61.
855) 오태헌,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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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정상계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가능한 경우에는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857)

(3) 검토

원칙적으로 장래 채권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만큼 특정이 가능

하다면 압류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압류가 허용된다고 보아

야 한다. 

선행상계예약은 예약의 당사자에게 항상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분

별하게 행하여져서 압류의 효력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따라

서 선행상계예약에 대하여는 특정가능성 요건은 물론이고 압류의 효력을 부

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그 기준은 상계

예약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상계예약은 당사자에게 이행기를 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선행상계예약은 

이행기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장래 채권의 처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 채권의 양도가 가능한 사안에서는 선행상계예약에 의하지 않

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두고서 압류 등 사유 발생 시에 서로 소멸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약정하여858) 선행상계예약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선행상계예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

다. 

이 문제는 선행상계예약이 갖는 담보기능의 측면에서는 포괄근저당의 유효

성에 관한 논의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포괄근저당은 담보물권의 부종

성 문제가 추가되어 있으나859) 후순위담보권자 및 제3취득자, 일반채권자 

등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선행상계예약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포괄근

저당은 채권최고액이 정해져 있고 등기로 공시되므로 제3자의 이익을 침해

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상계예약은 최고액도 없고 공시되는 것도 아니

856) 이는 압류가 채권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한다.
857) 양 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반대채권이 압류 후에 발생하여도 상계로써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시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858) 예컨대 고객 A의 예금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A를 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이 은행에게 

발송되면 은행의 A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양도된 예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약정을 은행과 

A, B가 모두 합의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859) 곽윤직, 물권법, 372; 이영준, 물권법,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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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더 크다. 또한 근저당의 경우 피

담보채권이 적을수록 저당권 설정자에게 유리하여 이에 대한 유인이 있지만, 

선행상계예약의 당사자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행상계예약은 특정된 원인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야 하고, 단지 종류가 같을 것만을 요구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장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예약

당시 법률관계가 이미 구체적으로 성립하고 있거나 그 발생의 기초가 형성

되어 있는 거래에 국한되어야 하고 막연히 장래를 대비하여 예상가능한 모

든 거래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은행거래의 경

우 선행상계예약은 예약 당시 개설되어 있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예금 등 채

권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아직 개설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

하는 채권에 대하여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선행상계

예약 후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한다면 그 개설 당시 고객과 은행

이 새로운 계좌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선행상계예약의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를 다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기존의 선행상계예약을 그 후에 형성하는 

거래관계에 확장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특정 거

래와 밀접하게 연관된 불법행위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경우에 따라 

상계대상으로 포섭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압류 등 강제집행이 임박한 것을 

알고 이를 배격하기 위하여 체결한 선행상계예약은 무효라고 보거나 사해행

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선행상계예약이 압류 보다 먼저 체결된 사안에 관한 것이

다. 압류가 먼저 이루어지고 선행상계예약이 뒤에 체결된 경우에는 선행상계

예약으로 압류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상계로 압류에 대

항할 수 있는 경우, 예컨대 완화된 상계적상설에 의하면 압류 시 자동채권을 

청구할 수 있었거나 상계의 대상채권이 견련관계에 있다면 상계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6. 상호계산의 경우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

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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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를 상호계산이라 한다(상법 제72조). 상호계산에 편

입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그 효력에 관해서는 위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보아 압류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절대적 효력설)860)와 당

사자의 합의로 압류금지재산을 만들 수 없다고 하여 압류는 유효하다는 견

해(상대적 효력설, 절충설)861)가 대립하고 있다. 상호계산에 관하여 압류 배

제를 시사하는 규정이 없고 상호계산은 상계예약을 상사거래에 확장한 것이

므로 상계예약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여 견련관계가 있는 채무 사이에는 상호계산으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고, 별개의 거래를 단지 기간으로 묶은데 불과한 경우에는 선행상계예약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

1. 문제제기

채권양도도 채권압류와 동일한 맥락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다수이지만862) 

압류의 경우에는 압류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

므로 채권양도와는 그 법적 상황을 달리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

다.863)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은 그 확

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채무만 온전히 이행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

해 있기 때문에 상계에 대한 기대, 즉 상계의 담보적 기능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864)

860) 손주찬, 275; 최기원, 269; 이철송, 411.
861) 주석상법[총칙·상행위(1)]/정동윤, 514; 정찬형, 248; 정동윤, 179; 송옥렬, 127.
862)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499.
863) 中井, 註釋民法(12), 447; 이영수,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상계,” 

212. 무효 및 취소 사유와 같이 채권 자체에 결부되어 있는 부착형 항변과 구별하여 상

계는 채권자인 지위에서 연유하는 비부착형 항변이므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견해로 서민, 166. 
864)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피상계자, 즉 채권양도인의 재산상태의 악화가 일반적으로 전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계 기대 보호의 문제가 압류의 경우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서 채권양도와 상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위 민법 규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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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독일 민법은 채권양도의 경우에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한 반대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할 수 있지만 양도를 알고서 반대채권을 취득하였거나, 반대

채권의 이행기가 양도를 안 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았고 수동채권보다 

이행기가 늦게 도래할 것인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제406

조). 법률에 의한 채권 양도에서도 이 규정은 준용된다(제412조). 이는 압류

된 채권에 대한 상계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다(제392조). 자신의 급부를 위법

하게 지체하지 않으면 상계적상을 발생시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

계기대는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865)866) 

채권양도 당시에는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수동채권 보다 

나중에 도래할 것이지만 채권양도를 안 시점에는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

하여 상계적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에 위

반한 이행지체로 상계적상을 초래한 채무자의 기회는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는 규범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867)

연방대법원은 자동채권이 될 채권의 법적 기초(Rechtsgrund)가 수동채권

의 양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실제 채권이 양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인에 대한 상계를 인정하였다. 계약이 양도 전에 체결되었지만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이후에 발생한 사안,868) 채무자

865) Gernhuber, 293.
866) 한편 민법 제404조는 “채무자는 채권양도 당시 양도인에 대하여 성립하고 있던 대항

사유(Einwendung)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상계적상의 존재가 어떠

한 대항사유(Einwendung)나 항변(Einrede)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404조가 적용되

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Gernhuber, 292)
867) Gernhuber, 294.
868) BGH NJW 1971, 1270=BGHZ 56, 111(청구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양도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고 그 후에 그 채권이 다시 파산관재인에게 양도된 사안에서 임대인인 

피고가 양도인에 대한 월 4500마르크의 차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

한 사안이다. 청구채권의 양도가 있기 전에 이미 반대채권의 발생기초가 된 임대차 관계

는 존재하고 있었고 반대채권은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전에 발생하였다. 연방대

법원은 민법 제406조에 의해 피고는 채권양수인에게 상계할 수 있고 이는 채권양도인이 

파산하거나 양도채권이 다시 양도인의 파산관재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또한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가, 수동채권의 양도 이후이나 유치권에 기

한 이행거절권이 존재하는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가지고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재판례로 BGH NJW 1972, 1193=BGHZ 58, 327 참조(원고는 1967. 

4. 17. 소외 J 등에게 3000마르크를 대여하면서 J가 피고조합에 가지고 있었던 조합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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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동채권의 양도 전에 보증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수동채권의 양도 

이후에 보증금이 지급되어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사

안869)에서 각각 상계를 인정하였다.870)

및 장래의 청산재산청구권을 담보로 양도받았다. 피고조합은 양도를 알게 된 시점인 

1967. 4. 24. 전인 1967. 2. 22. J와 조합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차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1967. 12. 27. J가 사망하여 위 임차계약은 종료하였지만 주택의 인도는 1969. 

2.에 이루어졌다. 원고는, 1967. 10. 27. 대여계약을 해지하였고 J의 상속인이 1967. 12. 

31. 피고조합을 탈퇴한 후, 대여금원리금과 이자 등에 해당하는 금액인 3601마르크의 청

산재산청구권을 피고조합에 청구하여 제소하였고 피고조합은 위 차임채권을 가지고 상계

를 주장하였다. 1심은 청구채권 중 2744마르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과 연방대법원은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피고조합은 청산재산청구에 대하여 

위 차임채권을 가지고 민법 제273조의 유치권을 행사하여 이행거절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는 민법 제404조에 의하여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었다. 종전 

판결(BGH NJW 56, 257)은 양도 시점에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채권양도로 채무자의 법적 지위가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따라 본 판결에서는 반

대채권이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고, 양도채권의 이행기 도래 시점에 이행기가 도래하

고 있고 그 법적 기초가 양도 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채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채권양도로 채무자의 법적 지위가 악화되어서

는 안 된다는 민법 제404조의 취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청산재산청구권이 양도되지 않았더라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고 J의 상속인의 주

택 인도 시까지 청산재산의 반환을 지연할 수 있고 그 동안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기대는 양도로 축소될 수 없고 피고조합은 

주택 인도 시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차임채권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869) RGZ 73, 138(피고는 1902년 10000 마르크를 지급하기로 하여 매도인로부터 회사를 

인수하였다. 대금지급의 이행기는 1905.1.1.이고 그전에는 이자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매

도인은 곧이어 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1903년 이 회사는 파산하였다. 원고는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1902년 회사의 은행

에 대한 대출채무를 보증하였다. 회사가 파산함에 따른 보증채무가 발생하고 이를 이행하

여 1904.1.1. 매도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는 매도인(채권양도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다. 제1심

부터 제국법원까지 모두 상계항변을 인용하였다.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1905.1.1.이고 자

동채권의 이행기가 1904.1.1.이기 때문에 자동채권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고 반대채권의 

취득 시점을 보증관계가 성립된 때로 보아 채권양도를 알기 전에 반대채권을 취득한 것으

로 보았다.); BGH NJW 1974, 2000(소외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피고가 보증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의 파산절차 개시 이후에 피고가 이러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소외 회사

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채권을 가

지고 있었고 이를 기초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

아 피고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는데 수동채권의 양도를 안 시점에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이행기 도래 시점도 수동채권보다 뒤에 도래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상계

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원심은 상계 주장을 기각하였지만, 본 판

결에서는 파산개시 시점에 보증채무가 발생하고 있었고 구상채권은 정지조건부 채권이어

서 파산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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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법은 “채권이 순차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에 채무

자는 양도 시에 첫 번째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었던 채권뿐만 아니라 마지막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도 공제(Abrechnung)를 할 수 있다. 그러

나 중간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제1442조). 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 시에 양도인에게 반대채권을 가

지고 있었다면 이로써 상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여기서 “양도 시”의 

의미에 관하여 통설은 양도 시가 아니라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안 시점이라

고 본다.871) 상계가 아닌 다른 항변의 경우 오스트리아 민법 제1395조872) 

및 제1396조873)에서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채권 양도로 인해 채무자의 지위를 악화시키지 않는

다는 데 있다. 채권 양도 사실을 안 시점에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이행기 도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조건부 채권, 

이행기 미도래 채권, 비 동종 채권 등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갖추어지면 양

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여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다.874)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려는 채무자의 신뢰는 양도 사실을 안 때까지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875) 

반대채권이 주채무와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

870) 반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의 요건에 따르고 

있다(BGH NJW 1956, 257). 스타킹매매대금청구에 대하여 이와 관련이 없는 임대차계약

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비록 임대차계약은 스타킹대

금채권의 양도 전에 체결하였지만 손해배상채권은 그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

으로 하는 상계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871) Dullinger, 8.
872) 오스트리아 민법 제1395조

   양도계약에 의하여 오직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만 새로운 채권이 발생하고 양수

인과 채무자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 양수인을 알지 못한 경

우에는 처음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기타 만족시킬 권한이 있다. 
873) 오스트리아 민법 제1396조

   채무자는 채권 양수인을 알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권한을 갖지 않고 자신이 채

권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진실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을 제

대로 인식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자신의 채권자로 하여 채권만족을 시켜야 한다.
874) Dullinger, 9.
875) Rummel/Rummel,  §1438 R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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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를 가지고 하는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876) 대법원은 “손

해배상채권이 원래의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그 법적 근거

에 의하면 기준 시점 이전에 존재한 것이다. 계약상 의무가 기준 시점 이전

에 존재하였다면 계약이행채무를 대신하는 손해배상채무도 이미 그 전에-물

론 조건부로-존재하는 것이다. 일의 완성에 대한 채권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된 것이다.”라고 설시하였다. 상계의 양 채무는 그 법적 근거, 내용, 발

생에 있어 완전히 다르지만, 단순히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

니라 이를 뛰어 넘는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주석서에서도 견련관계 있는 반

대채권은 양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877)

이상의 논의는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양도에 대한 것이고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별도의 논의가 있다. 예컨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의 지급으로 인한 보험자 대위로 채권이 보험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채무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에는 양도 시를 기준으

로 하자는 견해가 있으나,878)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 양도에 있어서도 채무

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인식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879)

(3) 스위스

876) SZ 36/40(건설회사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공사를 중단을 

선언하고 청산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미 이루어진 공사에 대한 기성대금채권을 이 사건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공사도급계약의 상대방인 피고 주정부는 공사를 재발주하여 남은 

공사 부분에 대하여 다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공사계약보다 

공사비가 증가하였다. 주정부는 위 건설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 만큼

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이 손해배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

다. 오스트리아 대법원(OGH)은 채권양도 전에 성립한 반대채권을 가지고만 채권양수인에

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양도 전에 상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니고 이 사건에서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는 채권양도 전에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가 주

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공사도급계약상 채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채권

으로 한 상계로써 양수인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877) Schwimann/Heidinger, §1442 Rn. 5; Rummel/Dullinger, §1442 Rn. 4, 5(이 원칙은 

장래채권의 양도에도 적용가능하다고 주장한다.).
878) Rummel/Rummel, §1442 Rn. 6.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에서는 채무자가 이를 인식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879) Dullinger, 12; Rummel/Dullinger, §1442 R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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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채무법 제169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변제기기준설을 취하고 있

다. 즉 채무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안 시점에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

거나 수동채권의 이행기 보다 먼저 도래할 것인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있

다.880) 이는 종전의 이에 관한 논쟁을 실무의 태도에 따라 입법한 것이라고 

한다.881) 파산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에도 상계를 허용한다(스위스 채무법 제123조 제1항). 상계가 이루어진 후

에는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인에게 담보책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882)

(4) 프랑스

채권양도에 관해 이의 없이 단순 승낙한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항할 수 있

었던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295조 제1항). 상계의 경우, 그 

중에서도 견련관계 없는 법정 상계에만 국한하여 항변의 대항불능 효과를 

발생시킨다.883) 이에 대하여 일부 견해는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은 

최소한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계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항

변사유에 확정하자고 주장한다.884) 그리고 이러한 견해가 일본 민법 제468

조를 거쳐서 우리 민법에 반영되었다고 한다.885)

채무자가 양도 통지만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이후 채권의 상계만이 제한

된다(동조 제2항).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 이후에 취득하거나 확실성 및 청

구가능성 요건이 충족된 채권으로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없

다.886) 이는 양도통지 이전에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상계적상설에 해당한다. 판례는 반대채권을 양도통지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

도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다고 본다.887) 

880) 그러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시점에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ZK-Aepli, Art. 120 OR, N 126.
881) BGE 25 II 324; BK, 1941, §169 OR Rn. 11.
882) BK, 1941, §169 OR Rn. 12.
883) Req. 1889. 2. 4, D. P. 1890. 1. 121(비교사법제도론, 236에서 재인용); 

Malaurie/Aynès/Stoffel-Munck, n° 1418.
884) Colmet de Santerre, Cours analythique de code civil, 1873, t. 7, n°136 bis. VII, 

p.184(김은아, 29에서 재인용).
885) 김은아, 38.
886) Juris-classeur civil, Art. 1271 à 1299(par Martin), n° 29.
887)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291 주 7 재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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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탈리아

민법에서 채무자는 양도통지 이후에 발생한 반대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법정 상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48조 제2항). 채무자가 이의

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채권 양도에 관하여 승낙한 경우에는 양도 이전에 양

도인에 대하여 상계가 가능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상계가능성을 

상실한다(동조 제1항). 이 규정의 취지에 관하여 당연상계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양 채권의 상계적상 도달에 의하여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

문에 그 이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더라도 상계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

생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옹호하는 입

장에서는 상계의 소급효에 의하여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을 정당화한다.888) 

(6) 영국

1) 법률상 상계

①반대채권이 채권양도 통지 전에 발생하고889) ②반대채권의 이행기가 채

888) Kannengießer, 33.
889) Banco Central S.A. v Lingoss & Falce Ltd.[1980] 2 Lloyd's Rep. 166; Business 

Computers Ltd. v Anglo-African Leasing Ltd.[1977] 2 All ER 741(원고는 컴퓨터 제조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컴퓨터를 구매하고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리스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두 번의 거래를 통하여 각각 이행기가 1974.1.30. 

및 1974.5.29. 도래하는 컴퓨터 판매대금 총 약 10000파운드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세 번째 거래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컴퓨터를 판매하고 이를 피고로부터 다시 임차하고 사

용료로 약 31000파운드를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지급불능상태에 빠

지고 원고의 회사채 채권자가 1974.6.13. 재산관리인을 임명하였고 임명에 따른 채권양

도통지가 1974.6.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이 통지가 도달할 때까지 원고의 

1974.5.18.부 할부금 미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재산관리인은 

1974.7.31. 계약파기를 통지하고 피고는 1974.8.8. 이를 수락하고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 약 32000파운드를 청구하였다. 본 판결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의 계약관계는 

원고의 파산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이전에 존재하였지만 채권 발생은 양도 통지 이후에 이

루어졌고 양 채권이 같은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기타 견련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는 상계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대채권이 양도 통지 이전에 발

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양 채권이 견련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

될 수 있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주채무에 대한 담보로 반대채권을 보

유하게 된 경우에도 상계로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있다는 재판례를 설시하고 있다. 다만, 

본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는 채권양도 통지시에 이미 할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형되었다고 하여 상계로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

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손해배상채권 중 최소한 할부금채권이 변형된 부분은 이를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로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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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도 통지 전에 도달하거나890)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기가 수동채권 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한다891)는 것을 제시한다. 다만, ②요건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수동채권에 관하여 제소하기 전에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달한 경우

에는 상계를 인정한다는 설명도 있다.892)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

라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893) 

반대채권이 양도 통지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이 

통지 이전에 체결된 때에도 양도인에 대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

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894)895) 

2) 형평상 상계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반대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원인이 되는 거

래가 통지 이전에 이미 있었다면 형평상 상계가 허용된다고 한다.896) 채권

양도 통지 시에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달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수동

채권에 관하여 제소하기 전에는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달하여야 한다고 본

890) Lee-Parker v Izzett[1971] 3 All ER 1099(피고 1이 원고로부터 모기지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고 이를 피고3 등에게 임차하였다. 집의 수리는 임대인인 피고1이 하기로 하

였는데 피고1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3 등이 이를 대신하여 수리하였다. 피고3 등

은 자신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수리비용을 차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본 판결은 이러한 수리비용이 계약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 비용이 정당한 경우에는 장

래의 차임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Parsons v Sovereign Bank of 

Canada[1913] AC 160(1907.6.17. 계약이 파기되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고 

1907.6.30.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상계로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

였다.).
891) Jeffryes v Agra and Masterman's Bank[1866] LR 2 Eq. 674; Business Computers 

Ltd. v Anglo-African Leasing Ltd.[1977] 2 All ER 741.
892) Wood, n. 16-47; Derham, n. 17.13.
893) Moore v Jervis(1845) 2 Coll 60, 63 ER 637; Watson v Mid Wales Railway 

Co(1867) LR 2 CP 593.
894) Stephens v Venables(No.1)(1862) 30 Beav 625, 54 ER 1032; Watson v Mid Wales 

Railway Co(1867) LR 2 CP 593(청구채권이 발생한 후 피고는 채권자에게 물건을 임대

(lease)하였다. 그 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의 청구에 대하

여 피고는 사용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Business Computers Ltd v Anglo-African Leasing 

Ltd[1977] 1 WLR 578.
895) 그러나 반대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상 의무가 통지 이전에 있었다면 반대채권이 통

지 이후에 발생하여도 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판례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

다. 다만, 소제기 시에는 반대채권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Derham, n. 17.15.
896) Mangles v Dixon[1852] 3 HLC 702; Wood, n.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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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97) 형평상 상계에 대하여 이와 같이 요건을 완화하여 인정하는 이유는 

채권양수인이 계약상 권리만 취하여서는 안 되고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불

이익도 같이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898) 가령 매매계약에서 발

생한 매매대금채권만 주장하고 같은 계약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를 피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채무자인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채권의 양수

인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채권

양수인이 채권양도인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와 연결

되어 있다.899)

3) 계약상 상계

계약상 상계에 관하여는 ①상계계약이 채권양도 통지 이전에 체결되고 ②

상계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채권양도 통지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로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900) 채무자는 양도통지가 

있은 후에는 채권양도인과 상계계약을 체결하여 이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901) 

(7) 일본

1957년 판례에서902) 채무자가 상계의 정당한 기대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

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상계와 압류에 대하여 

무제한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온 이후 채권양도와 상계에 대하여도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1975년 판결에서903) 무제한설에 입각하여 채권양도의 대

897) Wood, n. 16-22, 4-129.
898) Wood, n. 16-23.
899) Wood, n. 16-25.
900) Mangles v Dixon[1852] 3 HLC 702(용선자가 선주와 용선료에서 손해를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Wood, n. 16-33.
901) Wood, n. 16-36.
902) 日最判 1957(昭 32).7.19. 民集 11-7, 1297.
903) 日最判 1975(昭 50).12.8. 民集 29-11, 1864. 소외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외상금채권

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어음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회사의 이

사인 원고가 위 외상금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분실하였다.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어음금을 변상하고 위 외상금채권을 양도받았다. 채권양도 당시 양 채

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고 양도채권의 변제기가 자동채권인 어음금채권

보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할 것이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외상금채권의 지급을 청구

하였고 피고는 위 어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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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상계의 반대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 

선후를 묻지 않고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지

지하는 견해904)와 이를 비판하면서 양자는 법률관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

에 이를 반드시 동일하게 규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①법원의 

명령인가 여부에 따라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하나의 부류로 하고 

채권양도를 다른 부류로 보는 견해는 압류의 경우 경합하는 채권자 간의 채

권자평등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느냐 하는 고려에 관한 것이고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권거래의 보호와 상계의 기대의 보호를 비교 고려하는 것이라고 

한다.905) ②독자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명령, 

추심명령을 한 부류로 하고 전부명령, 채권양도를 다른 부류로 하는 견해는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은 압류채무자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대상으로 하

는 반면, 전부명령이나 채권양도는 스스로 새로운 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906) 그리하여 채권양도의 경우에 있어서 양수

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또 다른 설명은 

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 보호의 문제이고 채권양도

의 경우에는 채권유통의 안전과 대항요건의 존속과의 조화 문제로 차이가 

있고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 보호의 필요가 줄어든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채권양도의 경우 압류와는 달리 거래안전의 요청이 있고 Ⓑ압류의 경우에

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할 여지가 있는 반면 채권양수인은 다른 재산

을 취득할 여지가 없고 Ⓒ압류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로서 지위를 가지는 반

면 채권양수인은 우선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권

리를 대신하여 가지는 반면 채권양수인은 스스로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고 

Ⓔ채권양도의 경우에 채무자는 양도금지특약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904)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제한설(변제기기준설)을 일관하는 견해로 淡路, 債権総論, 453, 

613. 이 견해는 상계적상설은 자동채권이 수동채권보다 먼저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 채

무자가 가지는 상계의 기대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제한설을 취하는 경우에

도 대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의 상계기대는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상계예약의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905) 平野, “押留·債権譲渡と相殺,” 99.
906) 好美, “銀行預金の差押と相殺(下),” 26. 이 견해는 상계와 압류의 경합 문제에서는 무

제한설을 취하고 상계와 채권양도(전부명령)의 경합 문제에서는 제한설을 취한다. 압류의 

경우에는 압류채무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이기 때문에 이익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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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기 때문에 보호 필요성이 약화된다고 한다.907) 그리하여 채권양도와 상

계의 경합 문제에서는 제한설이 다수설을 이룬다.

또한 위 판례변경에 대해서는 무제한설의 입장에서 이를 지지하는 입장과 

변제기기준설의 입장에서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 상계기대 보호의 관점

에서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실질관계 고려설에서는 채권

양수인의 청구가 있기까지 채무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계의 기대에 대한 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상계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견해

가 있다.908) 이 견해는 채권양수인의 청구가 있느냐 여부를 중시하여 채권

양수인의 청구가 있기 전에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그러한 경우의 상

계기대는 좀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909) 

(8) 유럽계약법원칙(PECL)

①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할 때 반대채권이 발생하여 있거나 

②반대채권이 양도된 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상계로 양수인

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한다.910) 반대채권이 견련관계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양도 통지 도달 후에 발생한 반대채권으

로 하는 상계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양도 통지 

전에 반대채권이 발생하고 있을 것을 요하고 이행기 도래는 요하고 있지 않

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는 반대채권의 이행기

가 도래할 것을 요한다.911)

(9) 유엔채권양도협약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에서 2001년 6월 채택한 ‘국제거

래에서의 채권양도에 관한 협약’ 초안 제18조 제1항은 원 계약 또는 그와 

동일한 거래의 일부를 이루었던 그 밖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자동채

907) 中田, 債権総論, 391.
908) 小杉, “いわゆる＇債権譲渡と相殺＇についての一考察,” 18.
909) 한편 이 판결에 대하여 개별사안을 고려한 것이고 무제한설의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원고가 소외회사의 이사이고 소외회사가 파산하였다는 점

에서 피고의 상계권을 보호할 가치가 큰 개별 사정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下森, “債権譲渡と相殺,” 135.
910) PECL, 117.
911) PECL,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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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상계 압류와 상계

독일 변제기기준설 변제기기준설

오스트리아 무제한설 무제한설

스위스 변제기기준설 변제기기준설

프랑스 상계적상설 상계적상설

영국법률상상계 변제기기준설 변제기기준설

영국형평상상계

강화된 무제한설

(반대채권이 채권양도 이후 

발생하여도 상계 허용)

·

일본
무제한설(판례),

제한설(다수설)
무제한설(판례)

유럽계약법원칙

약화된 무제한설

(양도된 채권 청구 시 

반대채권 이행기도래 요구)

·

유엔채권양도협약 (완화된)상계적상설 ·

권으로 하는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상계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그 밖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채무자가 양도통지를 

받은 시점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912)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무 사이에 견련성이 있는 경우 상계를 폭넓게 허용하

고 있다는 점과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계적상을 요구하고 있다.913)

(10) 소결

이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1) 양도통지만 있는 경우

우리 민법 제451조 제2항은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양도통지만 한 때”란 채무자가 채권양도계약의 당

912) 김재형, “유엔채권양도협약의 국내법적 수용문제,” 82.
913) 위 초안 제18조 제2항을 상계적상설을 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으로 이상

주, “압류된 채권에 대한 상계의 허용요건,”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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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로 관여하거나 채권양도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는 

등의 사유가 없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양도인이 통지한 경우를 의미한다. 여

기서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는 동조 제1항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경우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와 같다고 하면서 상계항

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914) ①양도통지 이후에 반대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없고, ②양도통

지시에 반대채권이 상계적상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915) ③양도통지시에 반대채권의 변제기

는 도래하고 양도채권의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916) ④채무자의 반대채권이 양도통지 후에 변제기에 도달

한 경우에 관하여는 통지가 있기 전에 취득한 반대채권이면 통지 시 상계적

상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대항요건은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채무자

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므로 상계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는 견해가 종래 다수설이다.917) 이에 대하여 이러한 입장은 채권양수인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명문의 규정 없이 상계항변의 허용범위를 너무 

확대하여 채무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고, 예외적인 사유인 상계항변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통지 시 상계적상에 있거나 수동채권보다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는 자동채권에 한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

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918) 

(2) 이의를 보류한 승낙이 있는 경우

이의를 보류한 승낙이란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 양도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권을 보류하고 한 승낙을 말한다.919) 이의를 보

914) 주석민법[채권총칙(2)]/서민, 582; 민법주해[X]/이상훈, 593; 양창수·권영준, 권리의 

변동과 구제, 193.
915) 주석민법[채권총칙(2)]/서민, 582.
916) 주석민법[채권총칙(2)]/서민, 583.
917) 곽윤직, 채권총론, 224; 김대정, 채권총론, 871; 송덕수, 채권법총론, 358; 민법주해

[X]/이상훈, 593.
918) 김형배, 채권총론, 590; 김상용, 채권총론, 380; 주석민법[채권총칙(2)]/서민, 583; 민

법개정안 제451조 제3항.
919) 주석민법[채권총칙(2)]/서민, 573. 이 문헌은 그 예로서 채권자에 대한 대항사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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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승낙은 채권양도에 있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채무자의 의사가 피력된 것이고 그 효력은 채권양

도 통지를 받은 경우와 같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920)

(3) 이의보류 없는 승낙이 있는 경우

우리 민법 제451조 제1항 본문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

권양도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

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이란 채

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 그 채권의 불성립, 성립에 있어서의 흠, 

채권의 소멸 기타의 항변사유를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음을 밝히지 않

고서 한 단순한 승낙을 말한다.921) 여기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에 상계항변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학설은 상계항변이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922) 대법원도 상계항변이 이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승낙 당시 상계 적상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923) 

이 판결은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 사실관계를 보면, ①소외인1

(임차인)이 소외인2로부터 금전을 대차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피고(임대인)

에게 지급하였다. 이때 피고가 위 금전대차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가 연대보증금을 지급하여 소외인1에게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 보증금

에서 구상금액만큼 공제하기로 하였다. ②그 후 소외인1은 원고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명의를 원고 단독으로 하여 임대차관계 종

료 시 원고가 단독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도록 하였다. ③임대차관계가 

으면 이를 양수인에 대하여서도 주장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하는 승낙이라고 설명한다.
920) 곽윤직, 채권총론, 224; 김대정, 채권총론, 872; 김상용, 채권총론, 380; 김형배, 채권

총론, 655; 송덕수, 채권법총론, 359; 민법주해[X]/이상훈, 594.
921) 주석민법[채권총칙(2)]/서민, 574.  
922) 곽윤직, 채권총론, 224; 김대정, 채권총론, 871(채권양도 통지 시점에 자동채권의 변제

기가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여 현재 상계적상이 있는 때에 상계할 수 있

다고 설명); 민법주해[X]/이상훈, 594; 김형배, 채권총론, 588; 김상용, 채권총론, 379.
923) 大判 1999. 8. 20., 99다18039, 공보 1999,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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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연대보증채

무를 이행하여 소외인1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대법원은 원고 

단독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소외인1이 보증금채권을 원고

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해 채무자인 피고가 승낙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승낙 당시 양수인인 원고는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인 공제약정 사실을 알

고 있었으므로 상계로 양도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채권발생의 시기를 

보면 금전대차상환채무의 이행기가 가장 빠르고(이때 보증채무의 사전구상권

이 발생), 그 다음에 보증금반환채무(수동채권)이 발생하고 그 후에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채무(자동채권)가 발생하였다. 승낙 당시 자동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수동채권의 이행기

보다 늦게 도래하고 있으므로 변제기기준설에 의하면 양수인에게 상계를 할 

수 없게 된다. 자동채권인 사후구상금채권을 사전구상금채권의 변형이라고 

보아 그 이행기 도래 시기를 사전구상금채권의 이행기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변제기기준설에 의하더라도 상계로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924) 채

권양도를 승낙한 뒤에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

여서는 채권양수인에게 상계항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925)

이 재판례에서 양 채권의 변제기 선후에 따라 상계의 허용 여부를 구별하

지 않는 것은 압류채권에 대한 상계허용 여부에 관하여 자동채권의 변제기

가 압류된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앞서거나 동시인 경우에 한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판례의 입장과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926) 채권양도 통지의 경우에는 변제기기준설을 취하면서 채권양도 승

낙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인식을 이유로 무제한설을 취하고 있는 것이 된다. 

또한 이 견해는 “이의보류 없는 승낙이 있었는데도 채권양수인이 상계가능

한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악의·중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채무자의 상계를 허용하고 있어 채권의 거래안전의 보장 측면에서 다

소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924) 사전구상권채권에는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어 그러한 의제가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925) 大判 1984. 9. 11., 83다카2288, 공보 1984, 1642.
926) 홍준호,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와 상계항변의 단절 여부,”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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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1) 채권양도와 압류의 경우를 달리볼 것인지 여부

양자를 달리 보는 견해는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양수인을 좀 더 보호하여 

상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양도와 달리 압류는 압

류채무자의 자력이 약화되어 있다는 중요한 표증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는 오히려 상계를 더 제한하여 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채권양도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새

로운 권리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압류와

는 구별된다고 주장하지만 압류도 경우에 따라서는 장래의 채권이전을 동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설명이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압

류 후에 확정판결을 받아 본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게 된다면 전부명령에 의

해 이전되는 채권의 상태는 가압류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압

류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모두와 결합될 수 있으므로 가압류와 전부명령

을 구분하여 상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

부명령과 채권양도는 전자가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고 후자가 법률행위에 의

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채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채권 이전이 발생한

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계 가능 여부에 있어 이 둘을 구

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상계와 압류의 경합 문제에 관하여 (완화된) 

상계적상설을 취하므로 채권양도에 관하여 더 엄격하게 상계를 제한할 여지

도 없고 동일하게 (완화된) 상계적상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이의보류 없는 승낙이 있는 경우

이의보류 없는 승낙(이하 “무유보 승낙”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

자는 양수인에 대한 상계항변사유를 가지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규정의 연원이 되는 프랑스 민법 제

1290조가 상계항변에 국한하여 항변권 상실의 효력을 부여하였고 일본 민법 

제468조에서 이를 다른 항변 사유로 확대하였다는 사실에서 비추어보면 이 

점은 더욱 확고해진다. 다만 견련관계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대

한 채무자의 무유보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상계권을 포기하지 않

은 이상, 여전히 상계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매매계약

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무유보 승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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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손해

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면 매수인이 이 채권을 가지고 매매대금채권에 대하

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도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양

도에 있어 임대인이 무유보 승낙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목적물 개축 등으

로 인해 임대인이 가지는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여전히 공제

할 수 있다고 설시한 바 있다.927) 무유보 승낙으로 상실하게 되는 항변은 

원칙적으로 채권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되어야 하고 채권 발생의 기초되는 

법률관계의 변경에 기한 항변은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928) 이러한 측면

에서 견련관계 있는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무유보 승낙 이후에도 여전

히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고 양도승낙 당시 

‘상계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다면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않았다 하더

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929) 

무유보 승낙의 취지가 무유보승낙을 한 채무자에 대한 제재와 양수인 보호

를 통한 채권거래 안전보장에 있는데, 양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러한 보

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930)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①

상계의 원인, ②반대채권의 존재, ③상계적상을 그 대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③상계적상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상계에 대한 충분한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채권양수인이 상계적상 사실까지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

지 못한 것이라면 이러한 양수인에 대하여는 상계를 인정하여도 된다고 생

각된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승낙한 것이 제

반사정에 비추어 상계권 포기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

다고 할 것이다. ①상계의 원인, ②반대채권의 존재에 대한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위 대법원 판결(99다18039)의 사실관계에

서는 아직 반대채권인 구상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

한 후 구상채권을 가지게 되면 이를 피고가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반환채

927) 大判 2002. 12. 10., 2002다52657, 공보 2003, 361.
928) 무유보 승낙시 대항불능 항변사유를 제한하려는 이론적 설명은 김은아, 83 이하 참조.
929) 大判 1999. 8. 20., 99다18039, 공보 1999, 1878. 
930) 김은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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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서 공제한다는 약정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양수인의 인식은 이러한 

공제약정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여진다. 결국 위 판결에서는 반대채권이 발생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상계예약을 인

식의 대상으로 본 것이므로 채권양수인이 ①상계의 원인에 대한 악의가 있

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채권양수인이 상계의 원인이나 반대채권이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여 무유보 승낙을 한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상계를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반대채권의 발생 없

이 상계의 원인만이 있거나 반대채권의 존재가 있는 정도로는 채무자에게 

보호할 만한 상계기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의 보류 없는 승낙

에 의해 채무자에게는 상계 기대의 여지가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이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이 이러한 상계의 원인을 인식하였다고 하여 양수인 

보호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 판결의 결론에는 공감하지만, 그 

근거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견련관계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 임차인은 대출을 받아 임대인에게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지

급하였고 임대인인 피고는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에 임차보증금 지급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

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채권과 임차보

증금반환채무는 전체적으로 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기 때

문에 견련관계에 있다. 즉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임대

인이 임차인의 이러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신 보증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이, 상계와 압류의 경합 문제에 대하여는 변제기기준설에 의하

면서, 양도승낙의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한 채권의 존재에 대한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로 무제한설을 취하는 것은 평가모순을 자아낼 여

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양도의 승낙은 최소한 양도통지로서의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통지의 경우에도 무제한설을 취하여여 할 것인데, 채권양도

의 경우에 압류의 경우보다 상계자(채무자, 제3채무자)를 더 보호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만약 양도통지의 경우에 변제기기준설을 취

한다면 양도승낙에서 양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변제기기준설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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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 논의

민법 개정 논의에서는 압류와 상계의 경합에 관한 규정은 기존의 것을 유

지하고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에 관하여 변제기기준설의 입장에 입각한 규

정을 신설하려고 한다.931) 이 문제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을 두어 법적 명확

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상계와 압류의 경합 

문제에 관하여 학계 및 실무의 태도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

고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 문제에 관하여는 아직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오해의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압

류와 상계의 경합,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 문제를 일괄하여 규정을 마련하

여야 할 것이다. 이들 문제에 관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더라도 이들 문

제를 같이 논의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4. 장래 발생할 채권을 양도한 경우

(1) 문제제기

장래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정하

여 이를 충족하는 경우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932) 즉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

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장래의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고 본다(특정성 및 개연성).933) 

장래 채권의 양도와 상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장

래 채권 양도는 이미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931)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법무부, 2004, 721. 제451조 제3항을 신설하여 “③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에 양도인에 대한 채권이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그 이행

기가 양도된 채권의 이행기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상계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

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932) 大判 2010. 4. 8., 2009다96069; 大判 1996. 7. 30.선고 95다7932, 공보 1996,  

2621; 大判 1997. 7. 25., 95다21624 공보 1997, 2653.
933) 日最判 1999(平 11).1.29. 民集  53-1,151 판결에서 8년여의 장래 진료보수채권 양도

도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여 발생확실성 요건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논문으

로 양창수, “장래채권의 양도,” 262 참조. 이 논문의 저자는 발생가능성 요건에 대해 ①

처분행위의 요건에 근거없는 예외를 두는 것이고 ②자산유동화 수요에 부합하지 않고 ③

우리 재판례에서 실제로 이 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장래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한 예가 없

다고 하여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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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의 시점(양도 통지 시점)뿐만 아니라 채권의 발생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이다. 장래 채권 양도는 일종의 사전 양도로서 아직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여야 그 때에 비로소 채권 양도가 이루어

지는 것이고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채권이 양도될 수 없는 것이다.

장래 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될 자가 통지를 받은 이후에 반대

채권을 취득하여 이로써 채권 양도에 대항할 수 있는가. 채권 양도가 채권 

발생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채권 양도 이전에 반대채권을 취득한 것

으로 보아 상계가 우선한다고 할 수 있는가.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는 부합

하는 측면이 있으나, 장래 채권의 양도 사실을 알고 반대채권을 취득한 것이

므로 상계기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장래 채권 양도의 허용성에 관해 독일에서는 민법 시행 초기에는 다소 논

란이 있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

다.934) 현재 독일 판례는 장래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매우 관용적인 입장을 

취한다. 채권 관계 또는 법적 기초가 발생할 필요는 없고 장래 채권 발생이 

개연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족하고,935) 장래채무자가 양도시점에 확

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가 가능하다고 본다.936) 특정된 채권이 

934) Mylich, 29 ff.
935) RGZ 55, 334[건설공사수급인이 1900.6.1. 피고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을 원고가 미리 1900.4.1. 양수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사안에서 채권의 기초는 없

고 발생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도 양도가 가능하고 채권 발생시에 바로 양수인에게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판시하였다. 민법의 규정이나 제국 국회나 위원회의 토의에서 이 문제를 보

통법(gemeinem Recht)에 의한 경우와 다르게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거래요청에 부합한다고 설시하였다. 민법 제398조 제2문(계약체결로 양수인은 종전 

채권자에 갈음한다는 규정)도 이러한 해석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한다고 하였다.]; BGH 

NJW 1965, 2197; MünchKomm/Roth, §398 Rn. 79.
936) BAG NJW 1967, 751(다만, 양도범위가 충분히 특정되거나 특정될 수 있도록 하여 양

도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 근로자 S는 사용자로

부터 900마르크를 대여하여 매달 90마르크씩 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이 상환채무와 임금채

무를 이행기도래시에 상계하기로 상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에 근로자 S는 할부금채무

의 한도에서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 판결에서 상계계약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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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에 양도로서 신뢰할 수 있게 정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발생한 법적 

근거를 지정하거나 발생의 기준이 되는 사정(Lebenssachverhalt)을 한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937)

이에 관한 법률구성은 양도채권의 법적기초(Rechtsgrundlage)가 존재하느

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매매, 도급, 임대차나 단체법상 재산청구권에 있어

서 양도시점에 법적 기초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양도가 이루어진 후 해당채

권은 일단 채권양도인에게 발생하고 그 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져서 채권이 

양수인에게 귀속한다.938) 이를 경유적 취득(Durchgangserwerb)이라고 한

다. 채권이 양수인에게 귀속하기 전에 채권양도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양수

인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양수인이 채권발생시 바로 채권을 취

득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939) 기대권을 취득하거나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채

권을 취득하는 것과 같이 채권의 법적 기초가 이미 존재하는 사안에서 사전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채권 발생 시에 바로 이를 취득하게 

된다.940) 이를 직접취득(Direkterwerb)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사전 양도

양도통지의 도달보다 먼저 이루어졌음에도 민법 제406조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도에

서 채권양수인에게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MünchKomm/Roth, §398 Rn. 81; 

Soergel/Zeiss, §398 Rn. 5.
937) MünchKomm/Roth, §398 Rn. 81.
938) Staudinger/Busche, §398 Rn. 75.
939) 연방대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에게 대출 및 보증인수를 하고 소외인이 매도한 토지에 대

한 매매대금채권을 사전 양수받았지만 매매대금채권은 파산개시 후에 발생한 사안에서 파

산개시 후 채권양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파산법 제15조에 의해 파산채권자에게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BGH NJW 1955, 544). 조건부 소유권 이전이나 조건부 채

권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순수한 기대권을 취득하고 파산개시 후 조건 성취시에는 양

수인이 별제권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본 사안의 사전양도의 경우에는 채권적 구속력이 발

생하는 것에 그치고 기대권과 같은 물권적 법적 지위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

우에는 부동산에 부동산담보권(Grundpfandrecht)을 설정하여 대출 및 보증인수에 대한 

담보를 가질 수 있었는데 피고가 토지를 분할하고 분할된 부분을 다시 매도하기 위하여 

별도로 담보권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940) BGHZ 30, 238=BGH NJW 1959, 1539(은행이 KG에게 대여금을 교부하고 KG의 상품 

인도에 따른 현재 및 장래의 채권을 담보로서 양도받았다. 그 후 KG는 지급을 정지하고 

화의절차를 신청하였으나 좌절되고 결국 그의 재산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 지급

정지 후 파산개시 전까지 KG는 영업을 계속하였고 그의 고객 중 일부는 물품 대금을 파

산개시 이후에야 지급하였다. 이 사건의 피고인 KG 재산의 파산관재인은 고객의 대금 지

급을 파산재단에 포함시켰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이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물품 대금 채권은 지급 정지

를 안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부인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피고는 부인권의 행사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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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장래채권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인의 채권발생에 대한 기대와 결

부된 현존하는 법적 지위가 함께 양도된다. 이는 중대한 차이를 초래하는데 

사전양도를 받은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장래 채권을 청구하거나 채권존

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양도인의 파산 시에도 양도된 채권은 파산재

단에 귀속하지 않게 된다.941) 또한 이 경우에는 사전양도 자체가 독일 민법 

제398조 이하의 채권양도규정을 유추적용받게 된다.942)

장래 채권 양도에 있어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시점에 관하여 보면, 사

전 양도를 알기 전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문제없이 인정될 

수 있다.943) 사전 양도 인식 이전에 반대채권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인식 이후에 반대채권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연방

대법원은 장래 채권에 관한 사전 양도를 채무자가 안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고 보아 이러한 경우에 상계를 부정하였다.944) 채무자의 상계권은 그가 반

관계없이 파산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

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연방대법원도 은행은 장래 채권의 양도인의 

지급정지를 알고 난 후에 발생한 채권을 그 전에 받은 장래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획득하

더라도 이는 파산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즉 장래 채권 양도 후 채권 발생은 양

수인인 은행에게 발생하지만 그 발생 시기가 지급정지 이후라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BGHZ 49, 197=BGH NJW 1968, 493(부동산소유권양도

합의의 양수인의 기대권의 양도에서 기대권을 양도받은 자는 원 양수인이자 기대권의 양

도인인 자의 중간취득이나 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바로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되

도록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등기 경료로써 소유자로부터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941) Staudinger/Busche, §398 Rn. 73.
942) BGH NJW 1969, 276.
943) BGH NJW 1990, 2544(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에 대하여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급여채권의 법적 기초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임명된 1974년에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는 채무자로서 1980. 11. 급여채권의 양도를 인식하였다. 원고는 담보목적으로 급여

채권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추심권을 받아서 청구한 사안이다.); BGH NJW 1976, 1351. 

“장래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나중에 그 채권이 온전하게 발생하면 자신의 반

대채권의 도움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944) BGHZ 66, 384=BGH NJW 1976, 1351[원고가 기화연료 등을 소유권유보부로 M회사

에게 매도하였고 M회사는 이를 다시 피고 1에게 매도하였는데 대금채권은 애초 원고와 

M회사 사이의 거래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 양도되었다. 원고가 양수한 대금채권을 청

구하자 피고 1은 M회사에 대한 대금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다. 피고 

2는 M회사 및 피고 1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피고 1은 이 사건 대금채권의 사

전양도 사실을 반대채권 취득 당시 알고 있었다. 이 판결문에서는 v. Tuhr(BGB AT II 1, 

S. 394)와 Schomaker(BBI 1969, 940)의 견해를 직접 소개하면서 채무자가 반대채권 취

득시 사전양도를 알고 있었다면 상계주장할 수 없다는 Schomaker의 주장을 따른다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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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채권을 취득할 때 주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계산한 경우에 보호된

다고 보았다.945) 선의의 채무자에게만 민법 제406조에 의해 그러한 종류의 

상계권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뢰가 없는 악의의 채무자, 즉 반

대채권을 취득할 때 이로써 상계를 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지 않은 채무

자에게는 그러한 상계권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인

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전양도의 시점이고 처분의 효력발생시점, 즉 양수

인으로의 채권이전시점이 아니다. 제1초안 이유서의 내용을 보면 민법 제

406조는 양도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을 그 취

지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채권양도로 채무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

는다는 민법 제404조의 원칙과 채권양도를 안 채무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407조의 신뢰보호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신뢰보호원칙을 우선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는 찬동하는 견해가 다수이다.946)

법률행위로 취득한 채권에 한하여 판례의 입장에 찬동하고 사전 양도를 안 

뒤에 반대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반대채권이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발생

한 것이 아니라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947) 사전

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그 후의 재판례에서도 반복된다. BGH NJW 2002, 2865 참

조(원고가 A회사와 팩터링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발생하는 A회사의 매매대금채권을 사전

양수하기로 하였다. A회사는 K컴퓨터회사와 거래를 하던 중 1999.6.9.부터 K컴퓨터회사

에 대하여 매매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K컴퓨터회사도 1999.6.7.부터 반대채권을 가지

고 있었다. 한편 K컴퓨터회사는 1998.7.경부터 원고와 A회사 사이의 사전양도약정을 인

식하고 있었다. 그 후 K컴퓨터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K컴

퓨터회사의 도산관재인이다. 원고는 양수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에 제소하였는데 

피고는 A회사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다. 1심과 항소심은 상계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고수하여 상계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A회사와 K컴퓨터회사 사이에 채권양도금지약

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물권적 효력이 있는 채권양도금지로부터 채권의 처분

가능성을 보호하고 채권자가 채권을 대여 및 금융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보존하려는 

취지를 가지는 상법 제354조a 1문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항소심에서는 사전양도의 인

식을 채권양도의 인식과 같이 본다면 상계가능성을 부담한 채권을 취득한 양수인도 항상 

보호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시하였다.)
945) 또한 이러한 점은 채권양수인이 직접취득하든 경유취득하든 동일하다고 판시하였다.
946) Gernhuber, 296(법률행위로 취득한 채권에 관해서); MünchKomm/Roth, §406 Rn. 

19(수동채권의 양도를 알고 난 이후에 법률행위로 반대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계를 

부정한다. 그러나 법률상 취득의 경우에는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 

Staudinger/Busche, §406 Rn. 27.
947) Gernhuber, 296; MünchKomm/Roth, §406 Rn. 19(반대채권을 법률 규정에 의해 취득

한 경우, 예컨대 양도인의 불법행위로 반대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채권양도를 알고 난 이

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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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를 인식한 이후에 자신의 의사의 의하여 반대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권

리 남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에는 예컨대 법률규정으로 반대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뢰를 보

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채권이 이미 성립하고 있었는데 그 후 수동

채권에 관하여 사전양도가 있고 이어서 수동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동채

권의 상계 허용 여부는 수동채권의 채무자인 상계자가 채권 발생의 당사자

로서 이에 관해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상계기대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948)949) 한편 연방대법

원은 같은 법적 관계에서 발생하여 민법 제273조에 의해 수동채권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유치권이 있는 경우에는 수동채권의 사전 양도시 자동채권

의 법적 근거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자동채권이 양도 이후에 발생한 경

우에도 유치권이 있는 동안에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자동채권으로 수동채권

의 양수인에게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950)

2) 오스트리아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그 발생근거만 있고 향후 발생 예정인 경우

에도 그 법적 근거와 채무자가 충분히 특정되었다면, 이러한 장래채권을 양

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다.951) 장래채권의 양도

에 있어서 대항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장래채

권 발생 시를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952)와 이 경우에도 장래채권 양도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는 견해953)가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채권발생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래채권이 실제로 발생할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반대채권

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로써 양수인에게 상계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한

948) MünchKomm/Roth, §406 Rn. 20.
949) 그러나 사견으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와 같이 채무자의 의사가 관여

하지 않고 수동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논거가 타당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한다.
950) BGH NJW 1972, 1193=BGHZ 58, 327. 상세한 사실관계와 판시내용은 제5장 제1절 

5. (2) 1) 참조.
951) OGH 04.04.1978, 3 Ob 518/77; Rummel/Dullinger, §1442 Rn. 5.
952) Koch, “Nochmals zur Aufrechnung bei Zession künftiger Forderungen,” 1160.
953) Dullinger, 9; Rummel/Dullinger, §1442 Rn. 5; Kerschner, “Zur Aufrechnung bei 

Zession künftiger Forderungen,” 557. 양도사실을 안 이상 채무자는 더 이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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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54) 그렇지 않다면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법률이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3) 영국

영국에서는 재판례가 장래채권의 양도에 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

다. Dearle v Hall 사건955)에서 장래채권의 양도통지는 그 채권이 기대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았다. Roxburghe v Cox 사건956)에서 베갈레

이 판사(Beggallay LJ)는 양도된 채권이 현실적인 채권이 될 때까지는 채권

양도통지를 할 수 없어서 이러한 통지를 통해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상계

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채권양도에서 통지는 채권취득의 수단

이지만 상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인식에 대한 것으로서 채권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957)

(3) 우리나라 논의

우리나라 대법원은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

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본다.958) 장래발생가능

954) OGH 04.04.1978, 3 Ob 518/77.
955) (1828) 38 E.R. 475. 매년 93파운드를 받을 권리를 상속받은 자가 이 중 매년 37 파

운드를 받을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후 매년 93파운드를 받을 권리 모두를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소한 사안이다. 원고에 대한 첫 번째 양도에서 통

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956) (1881) 17 Ch D 520, 527.
957) Derham, n. 17. 28. 한편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 항소법원은 문제의 합의가 장래계

정의 현재의 양도로서 작동하고 이것의 인식은 장래채권에 관한 사후의 상계권 발생을 배

제한다고 보았다[L F Dommerich & Co v Canadian Admiral Corp Ltd(1962) 34 DLR 

(2d) 530].
958) 大判 1996. 7. 30., 95다7932, 공보 1996, 2621(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

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양도할 수 있는 장

래의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결); 大判 1997. 7. 25., 95다21624, 공보 1997, 2653(장래 

매매계약의 해제시 발생할 원상회복 채권을 채권양도 당시 특정할 수 있거나 가까운 장래

에 발생할 가능성을 상당 정도 기대할 수 있었다고 판결); 大判 2010. 2. 25., 2009다

76799, 공보 2010, 644(명예퇴직수당이 가압류된 후 실제 명예퇴직 시까지 20년 5개월

이 걸린 경우, 채권의 기초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

고, 권리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하여, 채권가압류결정 등

이 유효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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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요건에 관하여는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959) 장래 채권의 양도와 상계의 

경합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판결을 한 것이 없다고 보인다. 

 

(4) 검토

독일 민법(제407조), 오스트리아 민법(제1395조), 스위스 채무법(제167조)

에서는 채권양도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한 급부 및 법률행위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채무자가 양도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다. 반면 우리 민법은 

이탈리아 민법(제1264조),960) 일본 민법(제467조)과 같이 프랑스 민법(제

1690조)을 따라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채권양도를 채무자

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구성을 취한다.961) 여기서 통지는 일반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채권 양도에 대한 것인데, 장래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채권이 실제

로 발생한 이후에 다시 채권 양도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국

내에서는 현재 양도의 통지를 하면 되고 장래 채권이 발생한 후에 다시 통

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견해962)와 이러한 통지도 유효하지만 그 효력

은 채권 발생 시에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963)가 있고 채권 발생 이후에 다시 

양도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 법률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장래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의 통지를 받은 때에 이미 반대채권이 성립하고 있다면 이를 가지고 하는 

상계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채무자가 반대채권의 이행청구를 

하여 그 이행을 받고 이를 다시 지급할 때 수동채권이 아직 발생하기 전이

므로 이는 채무발생을 예상하여 채무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 지급과 

같게 된다(충당관계).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대상인 장래 채권이 양도되

959) 양창수, “장래채권의 양도,” 264.
960) 이탈리아 민법은 통지에 의한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면서도 채무자가 통지 이전에 채권

양도를 알고 있었음을 채권양수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게 한 변제

의 효력을 부인한다(제1264조 제2항).
961) 다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권양도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

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962) 김형배, 채권총론, 585; 김대정, 채권총론, 868; 양창수, “장래채권의 양도,” 250(통지

의 취지가 공시에 있다는 점에서 비록 권리발생이전에 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이로써 그 이후의 이해관계인에게 우선한다).
963) 주석민법[채권총칙(2)]/서민,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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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선급금이 우선하여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964) 선급금 지급은 기한

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지급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이 기본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장래 채권의 경우, 채권이 이미 성립되

었지만 이행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와 구조가 유사하므로, 구체적 상

황에서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합에 

관한 논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

하고 있었다면 채권을 이행 받고 선급금을 지급하여 압류에 우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지위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압류 시 상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완화된 상계

적상설의 논리가 장래 채권 양도에 있어서도 그대로 관철된다. 양 채무가 견

련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반대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상계로 

장래 채권양도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는 점은 채권양도와 상계의 경

합에 있어서와 같다. 

기본적 채권관계가 없는 장래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설사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선급금이나 기한이익 상실로 구성할 유

사성이 없으므로 상계로 대항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논의는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와 상계의 경합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장래채권양도와 선행상계예약의 관계는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와 선행상계

예약에 관한 논의965)를 그대로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5. 일부 채권양도의 경우 법률관계

일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양도통지 전에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

래하였다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동채권이 자동채권보다 그 액수가 더 큰 경우에 

일부 양도된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먼

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

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예컨대 수동채권

964) 제4장 제6절 6. (1) 참조.
965) 제5장 제2절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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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1억원이고 자동채권액이 5천만원인 경우 수동채권 중 6천만원이 양도

된 경우 수동채권의 채무자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에 대하여 상계하여

야 하는가. ①이전되지 않은 수동채권부분에 먼저 상계되어야 하고 그 잔액

에 대하여 이전된 수동채권에 대하여 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②각 

분할 채권액의 채권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입장, ③일

부 양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에게

나 자유롭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채권의 일부 이전이 되기 전에 상계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상계가 되고 남

은 부분에 대하여 채권의 이전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즉 채권양도 여부에 관

계 없이 동일한 부분이 상계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이전 되지 않은 수

동채권 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는 ① 입장도 설득력이 있다. 

수동채권의 각 부분에 있어 차등을 둘 이유가 없음에도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상계의 대상이 정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는 분할채권액의 채

권총액에 대한 비율로 상계가 되어야 한다는 ② 입장도 설득력이 있다. 

대법원은 ③ 입장에 따라 채권의 일부 양도뿐만 아니라 전부 명령에 의해 

채권의 일부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무자의 상계 주장에 대해 전부채

권자(양수인에 해당)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966)967)

생각건대 ①, ②의 입장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추고 있지만 채무자(전부

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의 상계 주장을 저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입법론으로는 ①, 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

지만 실정법의 해석 및 운영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상계기대 및 상계권 행사

상의 편의를 채권자 측의 사정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판례

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판례의 입장에 따를 경우 통상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잔여 채권을 추가 양수 받음으

로써 상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의 무자력에 따른 위험은 결국 양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제6장 상계의 효과

966) 大判 2002. 2. 8., 2000다50596, 공보 2002, 656.
967) 大判 2010. 3. 25., 2007다35152, 공보 2010,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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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각 채무는 대등액(對等額)에 관하여 소멸한다.

(제492조 본문, 제493조 제2항).968) 양 채무의 경제적 가치 차이를 고려하

지 않고 대상 채무 중 보다 작은 채무의 금액만큼 소멸한다. 채권은 같은 금

액을 표상하고 있더라도 그 변제의 확실성에 따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상계에 있어서는 양 채무는 표상하는 금액만큼 

소멸한다. 이는 상계의 한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부담

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상계는 일정한 경우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하

여 제한될 수 있으나 일단 상계의 요건이 충족되어 그 효과가 발생하면 대

등액만큼 채무가 온전히 소멸하고 금액이 축소되어 소멸하는 일은 없다. 

제1절 소급효

1. 서

우리 민법은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즉 상계적상의 상태에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여(제493조 제2항) 상계의 소급효를 인정한다. 이는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유스티니아누스황제의 고전주의적인 입법에서 상계는 

소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상계적상에 이르면 법률상 당연히(ipso iure) 이루

어지는 것으로 규율하였다(I.4.6.30).969) "법률상 당연히 감축한다(ut 

actiones ipso iure minuant)"는 표현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는데 이를 상계

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sine facto hominis)고 보았던 학설전통이 있

었고 이는 프랑스 민법 제1290조, 이탈리아 민법 제1242조 등에 반영되었

다.970) 

968) 일본민법은 제505조 제1항 본문에서 “対当額”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대등(對等)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상하나 우열이 없음을 의미하는 반면에 

“対当”은 상대하다, 상당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는 일본의 문헌이 있다(中田, 

債権総論, 365). 우리민법이 일본민법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

으나 이를 일본과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969) “...sed nostra constitutio des compensationes, quae iure aperto nituntur, latius 

introduxit, ut actiones ipso iure minuant sive in rem sive personales sive alias 

quascumque...(그러나 朕의 한 칙령(C.h.t.14.pr)은 명백한 권리에 의존하는 상계들을 더 

넓게 도입하였는바, 소권들은, 대물소권이든 대인소권이든 아니면 다른 임의의 어떤 소권

이든, 법률상 당연히 감축된다.)” 최병조, “로마법상의 상계,” 233. 
970) 최병조, “로마법상의 상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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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법적 고찰

(1) 프랑스

프랑스 민법은 채무자가 상계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률의 효력에 의하여 

당연히 상계가 발생하고 양 채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점에 소멸한다고 규

정한다(제1290조). 그러나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

가 재판에서 상계를 주장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971)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법은 상계적상에 있는 채무는 이미 서로 변제가 이루어져 상

호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연상계주의에 입각한 규정인데, 오스

트리아의 다수설972)과 판례973)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의

사표시가 있으면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채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상계의 요건은 상계적상 시뿐만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 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고 본다.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최근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①소급효

를 인정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고 ②소급효를 부정함으로서 오히려 단

순하고 명확한 법률관계를 만들 수 있고 ③양 채무의 이자율이 다른 경우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의 채권자는 상계를 지연하여 이자 수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소급효를 통해 이를 제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다.974)

(3) 독일

독일 민법에서 상계는 쌍방의 채무가 상계에 적합하게 서로 대립하는 시점

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하는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제

389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는 상계적상에 있는 양 채무가 독립

971) Terré, Simler et Lequette, n° 1408; Malaurie, Aynès et Stoffel-Munck, n° 1191; 

Carbonnier, n° 338.
972) Rummel/Rummel, §1438 Rn. 14; Mayrhofer, 612.
973) SZ 69/57; SZ 59/137.
974) Dullinger, 159 ff; Rummel/Dullinger, §1438 Rn. 14; Schwimann/Heidinger, §1438 

R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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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 채무가 소멸하

고 그 소멸의 효과는 상계적상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입법이유는 상

계의 의사표시 시점에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실제 생활과 거래의 요

청을 충족하지만 그렇게 되면 장래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

하게 몇몇 추가적인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하고 기존의 원칙들이 가지는 단

순함과 명료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975)

(4) 영국

법률상 상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재판 시에 발생한다. 법률상 상계는 당

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거나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통해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바로 채권 소멸

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소급효도 없다고 본다.976) 그러나 이에 대

한 예외가 있는데 채무자에게 악의로 상계권을 은폐하고 이러한 은폐를 한 

채권자가 파산이 된 경우에는 법원이 상계에 소급효를 부여하여 상계자(채무

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977) 또한 당사자의 행위로 보아 상계합의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상계의 소급효가 발생할 수 있다.978)

형평상 상계도 소급효를 갖지 않고 재판 시에 반대채권이 소멸하게 된다고 

본다.979) 그러나 채무자는 상계권을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고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975) Motive II, 109 = Mugdan, 60. 민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Windscheid가 상계에 장래

효를 부여하자는 견해를 피력하였지만, 상계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지체상금의 

발생 등 세부적인 결과를 일일이 고려하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이

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무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소급효라는 의제(Fiktion)를 

두는 수밖에 없다고 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Jacobs/Schubert, 

699-701).
976) Stein v Blake[1996] AC 243, 251, per Hoffmann LJ[법적 상계는 양 소인(both 

causes of action)이 법원의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는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Derham, n. 2.35; Wood, n. 2-14.
977) Ex p Stephens(1805) 11 Ves Jun 24(Derham, n. 12.11에서 재인용); Vulliamy v 

Noble(1817) 36 ER 228(대출 담보로 주식을 위탁한 채무자가 대출상환 시 주식을 돌려

받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은행에 연대채무를 부담하였는데 은행이 그 주식을 임의로 매

각하고 파산한 사안에서 은행의 사기로 인한 채무와 연대채무는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

였다. Derham, n. 4.71에서 재인용).
978) Wallis v Bastard(1853) 4 De Gm & G 251.
979) Derham, n. 4.30. 반면 채무불이행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형평상 상계

는 소급효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로 Wood, n.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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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이자지급 의무도 면하기 때문에980) 소급하여 상계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 형평상 상계는 법원에 의해 규율되고 재판은 

창설적 효력(constitutive effect)을 갖는다.981) 

(5) 일본

일본 민법은 우리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제506조 제2항). 구민법에서는 

당연상계주의를 택하고 있었으나(제520조) 1896년 민법에서 의사표시에 의

한 상계주의를 택하고 상계에 소급효를 부여하였다. 그 입법 이유는 ①소급

효를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에 부합하고, ②상계는 쌍방의 채

무를 간편하게 소멸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계적상 시에 상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적당하고, ③교활한 당사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지연하게 하여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상계의 효과

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좌우되게 한 것과도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

한다.982) 일본 교과서에서는 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많은 경우 당사자의 기

대를 존중하는 것이고 공평하기도 하다고 설명하고 있다.983) 서로 동시이행

의 관계에 있는 채무 사이에 채무의 잔액 부분에 대한 지체책임은, 상계의 

소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984)

그러나 최근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에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

한 때는 그 의사표시를 한 자 및 상대방이 서로 부담하는 채무는 그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장래효를 정하고 있다.985) 그 

제안요지에서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다른 경우에

는, 상계적상 충족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가 되기까지 동안에 실제 지급한 지

980) Derham, n. 4.30.
981) Fountoulakis, 117. 독일에서의 상계는 상계의 의사표시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의 

재판은 이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에 그치지만 영국의 형평상 상계는 재판이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982) 潮見, 債権総論, 349; 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481; 法典調査会民法議事速

記錄三, 572 이하.
983) 我妻, 債権総論, 347; 中田, 債権総論, 369; 奥田, 債権総論, 596.
984) 日最判 1997(平成 9).7.15. 民集 51-6, 2581.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하여 도급인이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

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도급인은 상계 후의 남은 보수채무에 있어서 상계의 의사표시

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985)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322, [3.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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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손해금에 관하여 간명한 법률관계 처리를 달성하는 것은 오히려 소급효의 

사고를 채용하지 않는 구성 하에서 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 일본 의회의 민법 개정 논의에서도 상계의 장래효를 인정하는 쪽으로 의

견이 모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①현재 실무에서는 이미 지급된 지연손해

금 등의 처리가 번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약에 의하여 상계의 의사표

시가 된 시점에 정산계산을 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②당사자의 기대 

보호의 필요성이 반드시 크다고 할 수도 없고 장래효를 인정하는 것이 간편

한 결제를 실현할 수 있어서 당사자의 기대에 합치한다고 생각되고 ③상계

권은 통상 양 당사자에게 주어지므로 한쪽 당사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지

연하면 다른 당사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④상계의 소급효를 인

정하는 것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주의와 반드시 친화적인 것은 아니

고 오히려 당연상계주의와 친화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986)

(6)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계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장래효를 부여한

다.987) 그리하여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

금 등은 상계로 소멸하지 않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988) 또한 상계 이후에 

지급이 있는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상계 이전에 

지급이 있는 경우 이는 채무 소멸의 효력이 있어 수동채무가 소멸하고 상계

의 상호대립성 요건이 결여되어 상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한다. 스웨

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이와 같이 상계에 장래효를 부여하

고 있다고 한다. 상계의 소급효를 부여하는 것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당

연상계주의를 반성 없이 수용한 결과이고 상계에 장래효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한다.

3. 우리나라의 논의

소급효의 이유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당사자

986)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集 第1集<第2卷>, 409.
987) 유럽계약법원칙(PECL, Article 13:106)과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2004, Article 

8.5 (3))에서도 상계에 장래효를 부여하고 있다.
988) DCFR, III. 6:105 and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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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채권관계가 이미 결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보기 때문에 소급효를 인

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나 거래의 실정에 합당하다고 설명한다.989) 그리

하여 상계적상이 있는 때부터 이자의 발생은 정지되고 이행지체책임도 소멸

한다고 본다. 

상계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상계주의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의사

표시주의를 취하면서도 상계의 효력 발생 시점에 관하여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상계의 법률관계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법률관

계의 간명한 해결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채권관계가 비교

적 단순하였던 시대에는 상계적상 발생 시에 채권이 결재되었다고 하는 당

사자의 기대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현대에는 채권양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

고 있고 국가나 법인은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상계적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채권채무가 결재되었다고 보기

는 어렵고,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법률관계를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상계의 소급효로 인하여 상계적상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체상

금이 소멸하게 되는데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주채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되는 것

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990)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991)에서도 이자 등 계

산 기간을 상계통지의 도달 일까지로 한다고 정하여 상계의 장래효를 의도

하고 있다(제10조 제4항, 제11조 제2항).

장래효에 관한 외국의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민법의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상계의 소급효와 배치되는 당사자의 행위

가 있을 때, 가령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는 경

우에는, 상계에 장래효를 부여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상계계약의 내용에서 상계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상계의 

효력 발생 시기가 문제된다. 이탈리아에서는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상계는 

소급효는 없고 장래효를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992) 이에 관하여 당사자가 

소급효를 의도한 경우에 이를 무시하고 장래효를 강제할 필요성이 없기 때

989) 곽윤직, 채권총론, 290; 김형배, 채권총론, 777; 김대정, 채권총론, 439-440; 주석민법

[채권총칙(3)]/조용구, 465; 민법주해[XI]/윤용섭, 396.
990) Dullinger, 160.
991)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6호(2012.9.20.개정)(가계용).
992) Cass.(28.10.1969,n.3551) Giur. it. Mass., 1969(Kannengießer, 4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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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소급효를 가지든지 장래효를 가지든지 결정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장래효를 가진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

하다는 비판이 있다.993)

상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상계자가 단순히 동의하는 경우, 상계예약 사

안, 상계가 제한되는 경우의 상계계약에서는 상계적상이 뚜렷이 드러나고 일

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와 그 법적 구조가 유사하므로, 당사자 간 다른 

합의가 없다면, 상계의 소급효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상호대립성이나 동종성 요

건이 흠결된 상황에서 상계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계적상 자체가 상계계약 

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제2절 상계충당

1. 서

상계충당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어느 채무가 상

계로 소멸한 것인지 정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수개의 수동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어느 수동채

권이 소멸하였는지 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994) 이는 변제충당의 정의

를 상계충당에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상

계충당 문제는 충당순서에 따라 통상 이자의 금액이 달라지므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 모두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한 경우에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계충당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변제충당의 규정(제476조 내지 제479조)

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99조). 이는 일본 민법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상계충당의 법리는 변제충당의 법리와 상이한 점이 많다. 변제충당

의 경우 변제자는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처분권을 가

지기 때문에 충당지정에 관하여 상대방보다 우월한 권한을 가진다. 반면 상

계충당의 경우에는 어차피 양 당사자가 서로 상계자이자 피상계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상계자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할 근거가 미약하다. 상계충당

993) Kannengießer, 46.
994)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502; 곽윤직, 채권총론, 290; 김형배, 채권총론,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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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자동채권(연이율) 수동채권(연이율)

①2010.1.1. 1억(10%)

②2011.1.1. 3억(10%)

③2012.1.1. 2억(20%)

④2013.1.1.

상계자가 충당지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수동채권 ③에 대하여 먼저 충

당하는 것이 상계자에게 유리하므로 상계자는 이 수동채권에 먼저 충당하

려고 할 것이다(법정충당의 경우도 같다). 그러면 2012. 1. 1.기준으로 자

동채권 ②3억+3천만원이 수동채권 ③2억원에 충당되어 자동채권 ②1억 

3천만원이 남게 된다. 이는 다시 2012. 1. 1.을 기준으로995) 수동채권 ①

1억+2천만원에 충당되어 결국 자동채권 ②1천만원이 남는다. 현재시점인 

2013. 1. 1.을 기준으로 보면 자동채권이 1천만+1백만이 된다. 

이행기 순으로 충당이 되면 2011. 1. 1.기준으로 자동채권 ②3억원이 수

동채권 ①1억+1천만원에 충당되어 1억 9천만원이 남는다. 이 자동채권이 

2012. 1. 1.기준으로 1억 9천만+1천9백만원이 되고 수동채권 ③2억원에 

충당되어 결국 자동채권 9백만원이 남게 되고 현재는 990만원이다.

에 있어 상계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먼저 한 사람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차이에 기반하여 상계충당에 관하여는 세 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민법의 규정에 충실하게 변제충당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상계자가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면 그에 의하고 상계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피상계자가 지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상계자가 즉시 이의

를 한 때에는 법정충당순서에 의하여 상계충당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이다. 둘

째, 상계충당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정충당은 상계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

여 배제하고 당사자 일방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는 법정충당만 적용하는 것

이다. 상계의 의사표시를 누가 먼저 했는가에 관계없이 객관적 기준으로 충

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셋째, 당연상계주의의 입장을 취하거나 상계의 소급

효와 관련하여 당연상계주의의 법리를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상계충당은 원칙적으로 변제기 도래 선후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

는 입장이다. 즉 변제기 도래 순서로 양 채무가 순차로 일치하는 금액만큼 

충당되는 것이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각각의 입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시점은 2013.1.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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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자동채권(연이율) 수동채권(연이율)

①2010.1.1. 1억(10%)

②2011.1.1. 3억(10%)

③2012.1.1. 2억(20%)

④2013.1.1. 1억(20%)

상계자가 충당지정을 할 수 있다면 자동채권②를 가지고 수동채권③에 먼

저 충당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2. 1. 1.기준으로 자동채권② 1억 3천만

이 남는다. 이는 수동채권①에 충당되어 자동채권②는 1천만이 남게 된

다. 2013. 1. 1. 기준으로 결국 자동채권 합계는 1억 1천만이 된다.

법정변제충당순서로 하여 변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자동채권은 ④, ② 

순이고 수동채권은 ③, ① 순이다. 이행기 순서로 하면 자동채권은 ②, ④ 

순이고 수동채권은 ①, ③순이다.

법정변제충당순서로 하면 자동채권④ 1억을 수동채권③ 2억+4천만에 충

당하여(2013. 1. 1.) 수동채권③ 1억 4천만이 남게 되고 이는 자동채권② 

3억+6천만이 충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동채권② 2억 2천만이 남게 된

다. 이는 수동채권① 1억+3천만에 충당되어 결국 자동채권② 9천만이 남

게 된다.996)

변제기 순서로 하면 자동채권② 3억이 수동채권① 1억+1천만에 충당되

어 자동채권② 1억 9천만이 남게 된다. 이는 1억 9천만+19백만이 되어 

수동채권③ 2억에 충당된다. 그리하여 자동채권② 9백만이 남게 된다. 현

재 시점에서는 자동채권④ 1억원과 합하여 1억 990만이다.

995) 2011.1.1.을 기준으로 하면 수동채권 ①1억+1천만원에 충당되어 결국 자동채권 ②2천

만원이 남는다. 현재시점인 2013.1.1.을 기준으로 보면 자동채권이 2천만+4백만원이 된

다. 그러나 2012.1.1.을 기준으로 상계충당을 하여 이자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본 상황에서 

그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상계충당계산을 하는 것은 바로 전에 있었던 상계

충당의 전제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위 예에서 자동채권 ②2천만원에 대하여는 2011.1.1.

부터 2012.1.1.까지의 기간에 이중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모순이 생긴다.
996) 법정변제충당순서로 하더라도 전의 상계적상시점 보다 후의 상계적상시점이 거슬러 올

라갈 수는 없다. 가령 이 예에서 수동채권③과 자동채권④를 상계한 후 남은 수동채권③

을 자동채권②와 상계할 때 기준시점을 2012.1.1.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와 같이 

하면 이미 수동채권③에 관하여 이자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자동채권④에 충당시켰는데 

이를 번복하고 마치 이자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이 의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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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변제충당의 경우에는 변제자의 변제 지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충당이 이

루어지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 법정 충당이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상계충당의 

경우에는 상계자의 상계충당지정이 있더라도 피상계자가 지체 없이 이의하

는 경우에는 법정충당순서에 의하여 충당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독

일 민법 제396조). 피상계자의 이익을 상계자의 이익과 균형 있게 보호하려

는 취지로 보인다. 

1) 자동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 적용

상계충당규정이 수개의 주채무에 대하여 하나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는 경

우에 적용된다는 점에는 문제가 없다. 하나의 주채무에 대하여 여러 개의 반

대채권이 있는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일부 견해는 이 경우에 채무자의 충당지정이 없는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997) 다른 견해는 충당될 반대채권을 지정하였다면 그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계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있

다.998) 그 외에도 반대채권의 충당지정은 피상계자나 법원에서 하여야 한다

는 것도 있다.999) 다수설은 이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1000) 이

와 같이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고1001) 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

고 설명한다. 연방대법원도 반대채권의 지정충당 및 법정충당에 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긍정한 바 있다.1002)

같은 원금에 대하여 같은 기간임에도 이자가 거듭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997) Staudinger/Gursky, §396 Rn. 38.
998) Planck, 3. Aufl, Anm 3(Staudinger/Gursky, §396 Rn. 39에서 재인용).
999) AK-BGB/Brüggemeier, Rn. 1(Staudinger/Gursky, §396 Rn. 39에서 재인용).
1000) Staudinger/Gursky, §396 Rn. 39.
1001) Motive II, 740 = Mugdan, 565.
1002) BGH NJW 1987, 181(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전을 고리로 대여받아 6년 동안 이를 상

환하다가 이 소비대차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당시 연방은행의 금리는 7~8% 정도였는데 이 계약의 이자는 이를 120% 이상 

초과하여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금을 제외

한 이자(신용비용) 부분에 관하여 반환채권을 가지고 이를 남은 원금채무에 충당 또는 상

계하려고 하였다. 문제는 할부금상환과 같은 계속적 급부의 반환채권은 4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이었다. 본 판결은 이자반환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전은 매번 자동적으로 원금 채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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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충당

상계자가 충당지정을 하는 경우에 이에 의하여 충당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충당지정이 충당합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1003) 또한 충당지정에 대하여 피상계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상계를 부정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상계는 인정하지만 그 충

당지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의 제기 시 별도로 피상계자가 

원하는 충당지정을 이의의 내용으로 포함할 수 있지만 이것은 특별한 효력

이 없고 법정충당순서에 의해 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1004)

3) 피상계자의 이의

상계자가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충당에 의할 것이지만,1005) 상계

자가 지정을 한 뒤에 피상계자가 이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1006) 일단 위 규정의 문언 상으로는 “당사자 일방이 상계에 적합

한 수개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라고 하고 있으므로 상계자가 수개의 자동채

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자동채

권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상계의 대상이 될 자동채권을 선택하는 것은 상

여 상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금채무는 처음부터 상환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발생 시부터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는 이자반환채권과 상계적상이 발생하고 상계적상 시 소멸시효가 완

성하지 않았으므로 그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여도 상계가 가능하다고 설시하였다. 그리

하여 상계자는 민법 제396조 제1항 1문에 의하여 자동채권에 상계충당지정을 할 수 있고 

상계충당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 제396조 제1항 2문 및 제366조 제2항의 법정

상계충당에 의하여 담보가 적은, 시효가 완성한 자동채권에 먼저 충당이 이루어진다고 판

시하였다.).
1003) Gernhuber, 303(충당순서의 합의는 그에 맞는 상계의 의사표시만을 허용하고 그와 

다른 충당 순서로 하는 상계는 법률행위에 의한 상계금지와 같이 상계 자체를 무효로 만

든다); Staudinger/Gursky, §396 Rn. 18). 선행하는 합의와 배치하는 상계자의 지정은 효

력이 없지만 상계는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로 MünchKomm/Schlüter, §396 Rn. 1.
1004) 다만, 상계자의 충당지정이, 피상계자가 충당지정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

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피상계자의 충당지정으로 인해 상계자의 충당지정 자체를 무

효로 할 수 있다.
1005) 법정충당순서에 의할 때 이행기 도래, 담보의 정도, 채무자 부담 정도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자동채권은 모두 이행기에 도래하여야 하므로 이행기 도래는 의미가 없다. 담보의 

정도는 상계자를 위하여 담보가 적게 설정된 채권을 먼저 충당하고 채무자 부담은 피상계

자에게 부담이 큰 채권을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1006) Staudinger/Gursky, §396 Rn.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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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의 처분권 행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계충당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는 어려운 점이 있다. 피처분자가 처분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 대상을 변경

시킬 수 없는 것이다.1007)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 하에서 피상계

자의 이의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한다.1008) ① 피상계자가 상계권을 가지

고 있을 것, ② 법정충당에 의한 상계가 피상계자에게 객관적으로 유리할 것

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상계자가 담보가 더 많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선택

하는 경우에는1009) 피상계자는 이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정충당 순서에 

의하면 담보가 적은 채무에 우선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독일 민법 제366

조 제2항) 피상계자의 입장에서는 담보가 많은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향후 

해당 담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의권 행사는 일부 채권에 한정하여 할 수도 있다.1010) 가령 상계자가 

4개의 자동채권에 관해 상계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상계자가 3개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한 개의 채권에 대

하여는 묵시적으로 상계지정을 수락한 것이 된다. 통상적으로는 일부 채권에 

관하여 이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피상계자가 일부 채권

에 대해서만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상계자 이의를 할 수 있

는 그 일부채권에 대하여 법정충당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1011) 가령 

피상계자의 입장에서 자동채권(상계자의 입장에서는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이것이 일방에 대하여 상계금지가 부과되어 있거나 

상계자가 자동채권 취득 시 이 채권에 대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에

는 피상계자는 이를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법정충당의 대

상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상계자가 이의를 제기한 결과인 법정충

당이 애초보다 피상계자에게 더 불리한 경우에는 피상계자의 이의를 선해하

여 상계합의의 청약으로 구성하자는 견해가 있다.1012) 이 견해에 의하면 상

계자가 피상계자의 이의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법정충당순서가 아니고 피상

1007) Staudinger/Gursky, §396 Rn. 44.
1008) Staudinger/Gursky, §396 Rn. 45.
1009) 상계자 입장에서는 담보가 적은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더 유리하

다.
1010) Staudinger/Gursky, §396 Rn. 45.
1011) Staudinger/Gursky, §396 Rn. 23.
1012) Staudinger/Gursky, §396 R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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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의 이의 내용과 같이 충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부 견해는 상계자가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에 관하여 충당지정을 하고 피

상계자가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라 충당이 

이루어지지만 상계자가 충당지정을 하지 않았거나 상계자의 충당지정에 대

하여 역시 상계권을 가지고 있는 피상계자가 지연 없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에는 일차적으로 상계적상 도래 순으로 충당을 하고 이차적으로 상계적상이 

도래한 채무 사이에 법정충당순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013) 상계

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다만 다수설은 이 견해를 

지지할 법적 근거가 없고 상계의 소급효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견해에 반대한다.1014)1015) 다수설은 상계자의 충당지정에 대하여 피상계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법정충당순서에 의한다고 보고1016) 이것은 상계

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1017)

4)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양도의 채무자 보호와 관련하여 상계충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①채무자가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하여 각각 반대채권

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②양도인이 상계적상에 있는 다수의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①의 경우에 채무자는 양수인의 상계주장에 

1013) Enneccerus/Lehmann, §72 II; Esser/Schmidt, 306.
1014) Staudinger/Gursky, §396 Rn. 13.
1015) 한편 당연상계주의를 신봉하는 입장에서는 상계자가 상계적상시 순서로 상계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반대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본다(Windscheid/Kipp, §349, 473 

f.). 즉 상계자가 지정한 주채무보다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주채무가 있는 경우에 피상계

자는 반대상계를 행사하여 더 오래된 채권으로 상계충당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16) Staudinger/Gursky, §396 Rn. 19; MünchKomm/Schlüter, § 396 Rn. 3; 

Soergel/Zeiss, 1990, §396 Rn. 1.
1017) 변제충당의 경우에는 법정충당순서가 채무자의 가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채무

자의 가정적 의사를 우선한다는 재판례가 있다(BGH NJW 1969, 1846). 독일 민법은 변

제자가 충당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충당순서에 관하여 ①이행기 도래, ②담보 크기(작

은 것 먼저), ③채무자 부담(큰 것 먼저), ④성립시기, ⑤가액비례 순으로 정하고 있다(제

366조 제2항). 이 재판례에서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어음비용채무 23마르크를 먼저 충당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담보 크기를 기준으로 하면 후순위로 충당되어야 

하였지만 연방대법원은 당사자의 추정되는 합리적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법

정충당순서에 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어음비용채무에 우선적으로 충당이 이루어졌다

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상계충당에서도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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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양도에 있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

여 채무자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양도인이나 양수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

계를 할 수 있다(독일 민법 제406조). 그러한 점에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하

나의 사람과 같이 다루어지게 된다(personnenidentisch).1018) 반면 양도인은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이는 채무자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측

에서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의 경우에서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

로 상계를 하는 채무자는 수동채권으로 양도인의 채권을 지정하거나 양도된 

채권을 지정할 수 있다. 즉 채무자는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같이 상

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양도인이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이의

를 제기하여 양도된 채권에 상계충당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인 측에서 양도

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지정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피상계자로서 

이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5) 비용·이자·원본 간 충당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본 외에 이자 및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을 하고 상계자가 이와 다르게 지정한 경우에

는 피상계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독일 민법 제396조 제2항, 제367조). 

피상계자가 상계를 거절한 경우 그 효과에 관하여 다수설은 상계가 발생하

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본다.1019) 자동채권에 관하여 비용, 이자, 원본

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도 다수설은 이 규정을 유추적용한다.1020)

수동채권이 여러 개 있고 각각의 수동채권에 대하여 비용, 이자 등 부수채

무가 있는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1차적으로 수동채권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고 각 수동채권에 대하여 그에 관한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상

계충당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한다.1021) 

6) 증명책임

1018) Staudinger/Gursky, §396 Rn. 48.
1019) Staudinger/Gursky, §396 Rn. 51.
1020) Staudinger/Gursky, §396 Rn. 55.
1021) Staudinger/Gursky, §396 Rn.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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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충당의 증명책임에 대하여는 변제충당에서 변제자가 지정충당 또는 법

정충당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계충당에 있어서도 상계자가 이에 대

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본다.1022) 다만 법정상계에 있어서는 그 기준에 따라 

증명책임이 나뉘게 된다고 본다. 즉,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부담이 크다는 기

준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채무자에 해당하는 상계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담보가 적다는 기준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피상계자가 증

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성립시기 기준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

을 부담한다고 본다. 이러한 입증이 모두 실패할 경우 마지막 기준인 채권액

에 따라 충당된다고 한다. 한편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여러 개 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상계자가 상계충당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

상계자가 상계 대상이 된 채권 외에 다른 채권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상계자가 지정충당 또는 법정충당을 증명하게 된다.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법에서 상계충당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변제충당에 관

한 규정(오스트리아 민법 제1415조 및 제1416조)의 유추적용 문제가 된

다.1023) 오스트리아 민법은 독일 민법과 달리 당연상계주의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흐름이 발생하기 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상계의 의사표시나 상계의 

소급효와 같은 규정이 없고 기본적으로 당연상계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해석

될 소지가 있다. 당연상계주의에 입각하여 상계적상 시에 자동적으로 상계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원칙적으로 상계적상의 발생 순서에 따라 상계충당이 이

루어진다. 예외적으로 변제충당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반대채권

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주채무가 여러 개 있는 때에 

한정된다. 

하나의 주채무에 대하여 여러 개의 반대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충당규

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1024) 다수설은 상계자가 상

계의 반대채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본다.1025) 민법에서 변제충

1022) Staudinger/Gursky, §396 Rn. 56.
1023) Dullinger, 168.
1024) Rummel/Rummel,  §1438 Rn. 17.
1025) Dullinger,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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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규율하고 있는 규정인 제1416조에 의하면 다수채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권을 부여하고 있고, 다수채무를 가진 채무자에게 이의권을 부여하고 있

지는 않다. 이는 채무자가 다수 채무 중 하나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의권을 행사하여 법정 충당의 순서대로 충당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으

나 채권자가 다수 채권 중 하나에 관하여 청구를 하거나 제소를 하여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다른 채무를 먼저 변제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

는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변제충당의 법리가 아니라 채권자에게 원칙적으

로 채무자보다 우선하는 처분권이 있다는 가치판단에 기반하는 것이다.1026) 

이러한 논증은 상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하나의 주채무에 대

하여 다수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계자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반대채권을 지정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 피상계자는 채무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반대채권에 관하여 법정 충당의 순서로 충당이 이루어지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반대상계(replicatio compensationis)의 허용여부가 문제되

는데 반대상계란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으로 상계를 하여 

대항하는 것을 말한다. 상계자가 자유롭게 상계의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피상계자가 하는 반대상계는 인정될 수 

없다.1027) 변제충당규정을 유추적용하는 입장에서는 반대상계는 이의권의 행

사로 해석되어 법정충당순서에 의해 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귀결된

다.1028) 

(3) 스위스

스위스 채무법은 제85조 내지 제87조에서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비용, 이자를 원본에 우선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 점, 채무자에게 

충당지정권을 부여하는 점은 다른 국가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러나 일부변제

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비용 및 이자 채무에 대한 변제를 

일부변제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점, 법정 충당 순서에 있어서 이행청구를 먼

저 받은 채무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은 특색이 있다. 스위스 채

1026) Dullinger, 185.
1027) Rummel/Rummel,  §1438 Rn. 18.
1028) Mayrhofer, 614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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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에서 상계 충당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고 이에 대해 변제충당 규정

을 유추적용한다.1029) 상계자는 자유롭게 충당지정을 할 수 있고 피상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030) 지정이 없는 상계는 집행될 수 없기 때문에 효

력이 없다. 당사자가 모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먼저 도달이 된 

것이 우선한다. 동시 도달의 경우에는 둘 다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4) 프랑스

프랑스 민법 제1297조는 상계적상에 있는 수개의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

하는 경우의 상계에 관하여는 변제의 충당에 관한 제1256조에 의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제1256조는 법정충당에 관한 규정이다. 그 순서는 ①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②변제이익이 큰 채무, ③발생시기가 빠른 채무이고 이러한 기

준으로 우열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④채무액수비율로 충당한다. 상계충당

은 기본적으로 이행기 도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변제이익이 큰 

채무에 먼저 충당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프랑스 민법이 당연상계주의를 

취하는 만큼 이행기 도래 순으로 양 측의 채무를 배열한 후 각 상계적상에 

있는 채무에 관하여 위 기준에 의하여 순서대로 충당이 이루어진다

.1031)1032) 까딸라 개정 시안에서는 상계충당에 관하여 지정충당 규정을 적

1029) ZK-Aepli, Art. 124 OR, N 113.
1030) von Tuhr/Escher, 206. 
1031) 상계충당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호대립하는 모든 채무가 상계를 위한 요건을 갖

추고 있어야 하고 한 당사자가 하나의 채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하

고 확실성 요건을 갖춘 다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상계적상이 발생한 채

권으로만 상계할 수 있다(Répertoire de droit civil, tome III, 2e éd., 1993, 

compensation n° 97).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최소한 둘 이상의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Baudry-Lacantinerie et Barde, n° 1864). 즉 한 쪽 당사자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이르렀

을 때 다른 쪽 당사자의 여러 채무가 이에 충당될 상황에서 상계충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주석서에서도 자신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을 때 상대방에 대하여 단 하나의 채

권만을 가지고 있다면 두 채무 사이에 상계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설명

을 하고 있다(Juris-classeur civil, Art. 1271 à 1299(par Martin), 1994, n° 4).
1032)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①이행기 2010.1.1. 원금 1억원 이율 연 10%, ②이

행기 2011.1.1. 원금 1억원 이율 연 5%이고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③이행기 

2011.1.1. 원금 1억원 이율 10%, ④이행기 2011.1.1. 원금 1억원 이율 5%라고 하자. 

2011.1.1.에 이르러 상계적상이 발생하고 갑의 채권은 ①채권 원금 1억원 및 이자 1천만

원, ②채권 원금 1억원이고 을의 채권은 ③채권 원금 1억원, ④채권 원금 1억원이다. 이 

때 변제이익의 측면에서는 이율이 클수록 변제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①채권과 ③채

권이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을의 ③채권이 갑의 ①채권에 이자, 원금 순으로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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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고 하고 법정충당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다.1033)

(5) 이탈리아

민법 제1249조는 상계충당에 관하여 법정변제충당규정인 제1193조 제2항

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지정변제충당규정인 제1193조 제1항은 준용규정으

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상계충당에서 지정변제충당을 허용한다면 양 당사자

가 서로 다른 채권을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게 되어 어떤 채권이 소멸하는

지는 불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법정충당순서와 다르게 충당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않는다고 설명한다.1034)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충당순서와 

다르게 충당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

(compensazione volontaria)에서는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것이지만,1035) 법

정 상계(compensazione legale)에서 충당순서에 관하여 합의하여 법정 충당

과 다르게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1036)

상계충당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관하여 상계적상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

다는 견해와 상계의 의사표시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상계적상시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에 의하면 최초 상계적상 발생 시점

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충당법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최초 상계충당 시점 이후에 발생한 반대채권은 비록 상계

충당법리상 순위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먼저 발생한 반대채권에 관하여 법정

충당순서에 의해 상계충당이 이루어진다고 한다.1037)

저 충당되어 갑의 ①채권은 원금 1천만원이 남게 되고 이어서 을의 ④채권이 갑의 ①, ②

채권에 차례로 충당되어 결국 갑의 ②채권이 원금 1천만원으로 남게 된다(반대로 갑을 기

준으로 보면 갑의 ①채권이 을의 ③채권에 원금, 이자 순으로 충당되고 ①채권의 남은 부

분과 ②채권이 을의 ④채권에 충당되어 결국 갑의 ②채권이 1천만원 남게 된다).
1033) 제1245조[변제충당의 준용]

   동일한 자에게 상계가 가능한 수개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 상계는 변제충당에 관한 제

1228조의 1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28조의 1[채무자의 변제충당권]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변제할 때에 변제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다.
1034) Kannengießer, 34.
1035) Ruscello, S. 116(Kannengießer, 35에서 재인용).
1036) Kannengießer, 35.
1037) Kannengießer,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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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국

수동채권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상계는 변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는 변

제충당(appropriation)의 법리에 의해 규율된다.1038) 즉 변제충당과 마찬가

지로 1차적으로 채무자인 상계자에게 충당지정권을 부여하고 2차적으로 채

권자인 피상계자에게 부여하고 양자 모두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몇 가

지 기준에 의하여 충당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다만 영국에서는 법률상 상계

의 경우 재판상에서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채권자가 수동채권을 정하여 소

제기를 하고 채무자가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게 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자가 그 중 하

나를 선택하여 소 제기하면서 채무자의 반대채권을 차감하는 경우 이미 상

계충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인 피고가 자신에게 

우선 충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는 구체적인 상

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한다.1039) 예컨대 출소기한이 도과한(time-barred) 

채권에 충당하는 것이 문제되는 때에, 변제충당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충당지

정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출소기한이 도과한 채권에 충당지정하는 것

이 가능하다.1040) 그러나 상계충당의 경우에는 소제기가 가능한 채권만이 충

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계자의 충당지정이 없더라도 피상계

자인 채권자가 이 채권에 충당지정을 할 수는 없다.1041)

채무자가 여러 개의 자동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채권자인 

1038) Wood, n. 2-200.
1039) Wood, n. 2-201.
1040) 양자 모두 충당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는데 이 경우에는 채무자는 

출소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채무에 충당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Nash v. 

Hodgson[1855] 6 De G.M. & G. 474(피고가 3장의 약속어음을 원고의 피상속인에게 

발행하였는데 두 장은 1840년 초에, 나머지 한 장은 1841년에 발행이 이루어졌다. 두 장

의 어음이 6년의 출소기한이 도과한 시점인 1846년 12월에 피고가 5파운드를 변제하였

다. 1850년 원고는 1841년 발행된 어음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챈서리법원은 피고의 변제는 출소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나머

지 한 장의 어음에 충당되어 이에 대하여는 출소기한의 적용이 배제되어 결국 원고의 청

구는 인용된다고 판시하였다.)  .
1041) Wood, n. 13-29: Smith v. Betty [1903] 2 K.B. 317(사망한 변호사의 유언집행자가 

변호사의 고객에게 소송 관련 비용 청구를 하였다. 비용 중 일부는 출소기한이 도과한 것

이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고객은 변호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하였다. 그 

채권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이었다. 이에 원고인 유언집행자는 출소기한이 도과한 비용 

채권에 상계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유언집행자의 주장을 기각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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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계자가 1차적인 충당지정권한을 가진다. 그는 자동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이기 때문이다.1042) 피상계자가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상계자가 

자동채권에 대하여 충당지정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채무자에게 1차적으로, 

채권자에게 2차적으로 충당지정권을 부여하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1043)

(7) 일본

일본 민법은 우리 규정과 같이 변제충당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

512조). 상계자가 수동채권의 상계 순서를 지정할 수 있고 상계자가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순서를 지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상계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모두 지정을 하지 않으면 법정충당의 

순서에 의한다.1044) 자동채권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1045)

상계자가 완전히 자유로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불공평한 결과로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1046) 갑과 을 상호간에 같은 액수의 무이자채

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도달한 후에 갑이 을에 대하여 

이자부채권을 취득한 경우 을이 이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은 불공평

하다는 것이다. 또한 갑과 을 상호간에 이자부채권을 가지고 있고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달한 후에 을이 갑에 대하여 무이자채권을 취득한 경우 을은 이

를 가지고 갑의 이자부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면 이는 불공평한 것이다. 전자

의 경우 후에 을이 이자부채권을 지정하여 상계를 하는 것은 결국 전에 상

계적상에 도달한 양 채권이 상계에 의하여 청산된다고 하는 당사자의 기대

에 반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례는 상계충당에 있어서 상계자에

게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에 대하여 충당지정권을 인정한 것이 있다.1047) 다

1042) Wood, n. 2-202.
1043) 또한 The Maistros [1984] 1 Lloyds L.R. 646, 651 참조. 
1044) 淡路, 債権総論, 619.
1045) 注釋民法(12)/中井, 458.
1046) 我妻, 債権総論, 346. 또한 ①상계의 소급효와의 관계에서 보면 이자채권이 있는 경

우에는 먼저 원본채권 사이에서 상계의 순서를 정하고 그것에 의하여 순차 상계충당을 하

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충당계산의 대상이 되는 

이자채권의 범위도 정해지지 않고 ②당사자는 먼저 상계적상에 달한 채권끼리 부터 순차 

상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와 같은 순서로 상계를 하는 것이 형평

에도 부합하고 ③법정충당규정에서 “변제의 이익”의 대소는 상계의 경우에는 소급효와의 

관계도 있어서 판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하는 견해로 奥田, 債権総論, 594.
1047) 東京地裁 1971(昭 46).8.16. 金法 630, 33. 그러나 상계 충당 기준 시점인 상계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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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경우에도 이자는 원금에 우선하여 충당된다고 판시하였다. 

법정충당순서에 관하여 최고재판소는 ①원금 채권의 상계적상 순서에 따라 

상계 순서를 결정하고, ②이행기가 동시에 도래하는 복수의 원금 채권 상호

간 및 원금 채권과 이자·비용 채권 사이는 법정변제충당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충당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1048)1049)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여 살펴보

기로 한다.

시점은 1968년 5월 2일, 1968년 5월 6일, 1968년 5월 18일, 1968년 10월 3일 등 시간 

순서 대로 이동하고 있다. 
1048) 日最判　1981(昭 56).7.2. 民集 35-5, 881; 본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星野雅紀, 

“相殺の順序を指定しない複数元本債権と相殺充当の方法,” 判例タイムズ 472号71頁, 

1982, 71-73 참조(상계는 소급효를 가진다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판결의 결

론을 지지한다. 이자채권이 있는 경우 우선 상계로 사용할 원본채권의 순서를 특정하여 

상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시기의 순서에 따라서 순차 상계한다고 하지 않으면 

소급효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구체적인 이자채권의 범위도 특정될 수 없다고 설명한

다.). 또한 그 후에 나온 판결인 日最判 1982(昭 57).3.12. 金法 1003,  63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049)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의 부친이 한국인이었는데 1973년에 사망하였다. 원고는 부친

이 피고 신용금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5개의 예금채권을 상속인 협의의 결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환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여전히 상속인전원

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예비적으로 1심 변론종결기일에 원고의 부친에 

대한 3개의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심은 유산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였

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본건 예금채권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항변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심은 

1977년 개정 후 한국민법을 적용하여 상속분을 산출하였는데 원고는 개정 전 법률을 적

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원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 259 -

순번 자동채권(연이율):대여금 수동채권(연이율):예금

①
원금 320만7976엔(6%)

변제기 1973.4.14.

원금 521만 7391엔

예금 1974.5.4.

만기 1975.5.4.

②
원금 447만 6522엔(6%)

변제기 1978.3.31.

원금 652만 1739엔

예금 1974.5.31. 

만기 1975.5.31. 

③
원금 500만엔(6%)

변제기 1976.5.5. 

원금 12만엔

예금 1974.5.31. 

만기 1975.5.31. 

④

원금 40만 1739엔

예금 1974.6.15. 

만기 1975.6.15. 

⑤
원금 130만 4348엔

예금 1974.6.15.

이들 채권의 상계순서에 대하여 본 판결은 그 변제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

동채권은 ①, ③, ②의 순서로, 수동채권은 ⑤, ①, ②, ③, ④의 순서로 상

계충당하였다. 수동채권 ①~④는 정기예금으로서 그 만기가 이행기이고, 

수동채권 ⑤는 기한의 결정이 없는 채권으로서 예금 시가 변제기라고 보

았다. 

그리하여 위 자동채권을 그 순서에 따라 위 수동채권의 각 순서에 충당시

켜 상계관계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행기가 동일한 수동채권 ②와 ③은 

법정충당규정인 민법 제489조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각 가액에 비례하여 

충당하였다. 또한 이자를 모두 먼저 충당시킨 것이 아니라 각 수동채권마

다 이자, 원본의 순으로 충당하여 수동채권 ⑤의 이자, 원본, 수동채권 ①

의 이자, 원본, 수동채권 ② 및 ③의 이자, 원본, 수동채권 ④의 이자, 원

본의 순으로 충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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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 관한 판결문에는 상계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상계적상 시에 쌍방의 

채권액을 판정하고 만약 쌍방의 채권이 수개인 경우에는 어떠한 자동채권이 

어떠한 수동채권에 상계할지 설시해 주어야 한다.1050)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은 변제충당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고 쌍방 모두 지

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자에게 채무소멸이익이 더 큰 것에 먼저 충당

하도록 정하고 있다.1051) 제안요지를 보면 “상계의 소급효를 폐지하는 제안

과의 정합을 도모하기 위해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순서에 관계없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를 위하여 이익이 많은 것을 먼저 충당하는 것으

로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간시안은 “(1)상계를 한 채권자의 채권

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합의가 있으면 그 순서에 따라 충당한다. 

(2)위 (1)의 합의가 없으면 상계에 적합하게 된 시기의 순서에 따라 충당한

다. (3)위 (2)의 경우에 상계에 적합하게 된 시기가 같은 채무가 복수이면 

변제 충당에 관한 규율 중 법정충당의 규율을 준용한다.”라고 하여 ①충당합

의, ②이행기 도래 순서(상계적상 순서), ③법정충당 순서로 하도록 정한다.

(8)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자동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상계의 의사표시에서 어떤 채권을 자동채

권으로 하여 상계하는지 특정할 때 비로소 상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수동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변제충당 규정을 준용한다.1052) 이는 상계자

1050) 日大判 1934(昭 9).10.12. 民集 13-1985. 자동채권의 총금액이 수동채권의 그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를 통하여 자동채권 중 어느 것을 보다 먼저 상계하는지 순위

를 살피지 않고 자동채권의 초과부분만 확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1051) “<1> 변제의 충당에 관한 [3.1.3.11](의 일부, 민법 488조, 490조 및 491조의 규정

에 상당하는 규율)은 상계에 관하여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상계의 지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바에 따라 상

계에 의해 소멸하는 채무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

부 및 변제기가 도래한 순서에 관계없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를 위하여 채무소멸

의 이익이 큰 것에 먼저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4>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를 위하

여 채무소멸의 이익이 동등한 때에는 각 채무의 액에 상응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1052) DCFR, 1129. 규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III.-6:106: 둘 이상이 채권 채무 

   (1) 한 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할 채권을 

특정할 때 통지는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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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의로 상계의 대상이 될 수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우리나라의 논의

민법은 상계충당에 관하여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499조). 독일의 경우 비교적 상세하게 상계충당

이 되는 경우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우리 민법의 규정은 

상계충당에 관하여는 변제충당 규정을 준용한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변제

충당은 변제자에게 1차적으로 충당지정권을 부여하고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

은 경우 변제수령자가 충당지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다시 변제자는 

이의를 제기하여 법정충당순서로 충당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제476조). 

양 당사자 모두 충당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정충당순서로 충당이 이

루어진다. 법정충당순서는 ①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②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③이행기 도래가 빠른 채무이고 이에 의하여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액 비례하여 충당이 이루어진다(제477조). 이러한 내용은 변제자에게 일

방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상계충당의 경우 피상계자 또한 

상계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달리 볼 여지가 있다.

(1) 학설

변제충당규정 적용설1053)이 종래 다수설이나 상계적상도래시 기준설이 의

문을 제기한다.1054) 이자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원본채권의 충당순서를 정한 

후에 이자채권의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원본채권의 충당순서를 먼저 정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는 통상 먼저 상계적상에 도달한 채권부터 순차 상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 상계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되

고, 변제이익의 대소는 그 소급효와의 관계에서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2) 판례

대법원은 자동채권의 상계충당에 관하여 변제충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2) 상계자가 피상계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변제충당규

정을 준용한다.”
1053) 민법주해[XI]/윤용섭, 433-434; 주석민법[채권총칙(3)]/조용구, 502.
1054) 김형배, 채권총칙,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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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자, 피상계자 순으로 충당지정권을 부여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법정충당

에 의하도록 하였다.1055) 이자와 원본 사이에 충당 순위에 관하여는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1056)

(3)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는1057)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의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와 같이 할 경우 은행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은행이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 담보나 보

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재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채무자가 1차적으로 충당지정권을 가지지만 은행 측에서 이의를 할 

경우 은행이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충당지정을 할 수 있다. 이

는 은행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당사자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상대

방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충당순서 또는 변제기 도래 순으로 충당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검토

민법상 변제충당규정은 변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다르지 않는데 변제충당의 법리 자

체가 변제자의 충당권을 상대방의 그것보다 더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제충당은 변제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수개의 채무를 가지고 

있고 변제로 제공한 금액이 이들 채무를 모두 충족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어

떻게 충당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만약 변제의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라면 그 중 누구에게 변제를 할 것인가는 변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지 여러 채무가 한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자의 이

1055) 大判 2011. 8. 25., 2011다24814 판결; 大判 2013. 2. 28., 2012다94155 판결.
1056) 大判 2005. 7. 8., 2005다8125, 공보 2005, 1303. 
1057)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5호(2012. 9. 20. 개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

용) 제13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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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선택권이 제한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변제충당의 기본 취

지이다. 그리하여 민법상 변제충당 규정은 우선 변제자에게 충당지정권을 부

여하고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인 채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변제자가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정변제충당순서에 의하게 되는데 이는 변제자에게 유리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계충당에 관하여는 세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변제충당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상계충당에 대하여 변제충당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우리 

민법 규정에 가장 충실한 입장이다. 그러나 변제충당은 상계충당의 상황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한 없는 준용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둘째, 독일 민법과 같이 피상계자에게 이의권

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상계자의 상계충당에 대하여 피상계자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게 하고 이의 시에는 법정충당순서에 의하는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공평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

로 그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이행기 도

래 순으로 충당하는 방안이다. 이는 당연상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입

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법이 의사표시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시효완

성 채권에 대하여 상계적상 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상계를 허용하고 

상계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등 당연상계주의를 전제로 하는 측면도 있기 때

문에 이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행기 도래 순으로 하면 계산이 간단

해 지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일본의 최고재판

소는 일본 민법에서 명시적으로 상계충당에 관해 변제충당 규정을 준용하도

록 하고 있음에도 상계 대상 채무를 이행기 도래 순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이는 명문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론을 취하는 것이 된다. 사견으로는 

제49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변제충당 조항을 준용하여 상계권 행사를 먼저 

한 상계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상계충당의 

결과가 지나치게 상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상계

자의 지정권이 제한되고 이행기 도래 순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1) 자동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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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때 어떤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지 표시

해 주어야 한다. 어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계는 자동채권을 

사용하여 수동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자동채권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를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처분권자인 상계자에게 자동채권의 선택권

한이 있다고 판단된다.1058) 하나의 자동채권에 관하여 이미 상계적상이 발생

한 경우에도 상계자는 다른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사

정에 따라서 권리 남용이 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수동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

수동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는 전형적인 상계 충당의 예에 해당한다. 상계

자는 충당할 수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계

자가 지정을 할 수 있다. 피상계자의 지정에 대하여 상계자가 즉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상계가 된다. 이행기가 도래한 수동채

권에 먼저 충당이 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수동채권 사이에서는 상계자에게 

이익이 큰 채권 순으로 충당이 되고 이익이 같은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선

후로 하고 이마저도 같으면 채권 금액에 비례하여 충당한다. 각각의 수동채

권에 관하여 비용이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에 관하여 비용을 먼저 모

두 충당하고 다음에 이자를 충당하고 그 다음에 원본을 충당하여야 할 것이

다.

(3)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여러 개인 경우

이 경우에 민법의 규정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여 상계자의 충당지정을 무한

정 인정하면 상계자에게 너무 유리하여 공평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

우 통상 피상계자에게도 상계권이 있었을 것인데 단지 상계의 의사표시를 

먼저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계자에게 충당지정

권을 부여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해하고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부당한 결

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상계권 행사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본다.

1058) 변제충당으로 말하자면 변제의 대상이 아니라 변제의 수단인 금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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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자동채권(연이율) 수동채권(연이율)

①2010.1.1. 3억(20%)

②2011.1.1. 3억(10%)

③2012.1.1. 1억(10%)

④2013.1.1. 2억(20%)

이러한 경우에 상계자가 자동채권은 ①, ③, 수동채권은 ④, ② 순서로 충

당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자동채권① 3억 + 1억 8천, 수동채권④ 2억

을 서로에 대하여 먼저 충당되도록 하면(2013.1.1.) 자동채권①은 2억 8

천이 남게 되고 이것이 수동채권② 3억 + 6천만과 충당되어 수동채권② 

8천만이 남게 된다. 여기에 자동채권③ 1억 + 1천만이 충당되어 결국 자

동채권 3천만이 남게 된다. 

이행기 도래 순으로 하면 자동채권① 3억 + 6천만이 수동채권② 3억에 

충당되어 자동채권 6천만이 남고 이것이 8400만이 되어 수동채권④ 2억

에 충당되어 수동채권④ 1억 1600만이 남게 되고 여기에 자동채권③ 1억 

+ 1천만이 충당되어 결국 수동채권 600만이 남게 된다. 

지정충당을 할 때 이행기도래 순으로 할 때에 비해 상계자에게 3600만원

의 이득이 더 발생한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상계자가 이

와 같이 충당지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충당지정이 권리남용

으로 판단되면 원본의 이행기 도래 순으로 양 측의 채권을 나열하여 먼저 

상계적상이 발생하는 채권 순으로 차례대로 상계충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순서가 정해진 후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을 하면 될 것이

다.1059)

(4) 상계대상채무의 상대성

상계충당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상계충당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무와 수동

채무가 상대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이다. 즉 일부채무에 대하여 상계금지약

1059) 비용, 이자, 원본 각각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각 비용 모두를 충당하고 다음에 이

자 모두를 충당하고 원본을 충당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

다(注釋民法(12),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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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060)이 있거나 압류 또는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이들 채무가 절대적으로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여전히 다른 자동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압류와 상계의 경합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변제기기준설에 의할 경우 수동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되었을 때 상계가 제한되는 것은 수동채권 보다 이행기가 뒤

에 도래하는 자동채권에 국한되고 그렇지 않은 자동채권은 여전히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5) 견련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선급금반환채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같이 충당이나 공제의 사례에 

있어서는 상계충당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하는 채무 상호간에 우선적

으로 충당 또는 채무소멸이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대상 채무가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충당을 할 필요성이 있다. 견련관계에 

있는 채무 상호간에 상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상계충

당순위가 앞서는 또 다른 자동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가지고 해당 수동채무

에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상계권 남용이 될 수 있고 이에 해

당하지 않더라도 상계기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압류 및 채권양도

와 상계가 경합하는 경우에 견련관계 있는 채무에 대하여 보다 특별한 지위

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계충당 문제에 있어서도 이들 채무를 특별

히 취급하여 먼저 충당을 하고 남은 채무를 기존의 다른 채무와 함께 일반

적인 상계충당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상계기대와 추정적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상계충당의 경우에는 압류나 채권양도와는 달리 제3

자의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1061) 

제7장 상계권의 남용

1060) 하나의 채무에 대하여 상계금지약정을 할 때 모든 측면에서 상계를 제한하는 것도 가

능하지만 부분적으로 상계를 제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특정 채무

를 수동채무로 하는 상계만을 제한하거나 특정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 사이에서만 

상계를 제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1061) 이해관계인을 찾아본다면 보증인을 생각할 수 있다. 보증인의 경우에 자신의 채무가 

상대방의 채무와 견련관계 있는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충당되어 소멸하여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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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

용하지 못한다(제2조). 이 규정은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상계권도 권리

에 해당하므로 상계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됨에는 의문이 

없다. 상계권 남용을 상계와 압류의 경합 문제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견해가 

일본에서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1062) 그러나 각국에서 상계권남용이 문

제되는 재판례를 보면 수동채권이 압류된 사안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상

계권 행사 유형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계에 있어 권리남용이 특히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는 그만

큼 상계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견련성과 확

실성을 상계의 요건으로 채택하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교적 쉽게 상계

의 요건을 달성할 수 있고 수동채권과 전혀 관계없는 자동채권을 헐값에 취

득하여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채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음에

도 이를 가지고 상계를 하여 상대방의 수동채권 만족을 불필요하게 지연시

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당한 상계권의 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민법 등 제반 법률 규정에서는 상계를 제한하는 조항을 마

련해 두고 있으나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그 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상계권 남용 법리를 이용하고 발전시

켜 나갈 필요가 있다. 민법은 상계를 하는 것이 채무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

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제492조 제1항 단서) 상계권 남용의 사안 중 일

부는 이에 포섭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에 관하여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계의 경우 채권 사이의 가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대등액에서 양 채무를 소멸하는 효력을 가지는데 이

러한 점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값싼 반대채권을 취득하여 상계를 하는 경

우이다. 이러한 상계는 자신에게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초래하고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둘째, 상계자 자신에게 어떠

한 경제적, 법적 이득은 없고 오로지 제3자에게 손해만 발생하는 경우이다. 

1062) 伊藤, 債権消滅論, 13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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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무 가운데 압류가 된 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하거나, 담보가 없는 채

무가 있음에도 담보가 있는 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하여 채권자의 채권 확보

에 지장을 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교정이 필요한 법률관계를 이용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이다. 착오,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으로 비정상적인 법

률관계가 형성되어 이를 바로잡을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상계

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필요가 있다.

제2절 상계권의 남용 일반

1.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제3자로부터 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가지고 상계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권을 취득한 경위가 통상적인 것인지 여부, 상

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①), 선행행

위에 관하여 신뢰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반하는 후행행위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고(②), 채무의 현실이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상계로써 저지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③,④), 확실성이 없는 반대채권으로 상계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⑤). 한편 상계계약에 대

해서는 권리남용원칙이 고려되지 않는다.1063)

①상계를 목적으로 채권을 취득하여 상계를 하는 것이 상계권 남용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은 은행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오로지 상계

를 통하여 제3자(자매 은행)의 고객에 대한 채권을 전액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3자가 고객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취득하여 상계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 

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1064) 은행이 고객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고객의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자매

은행간 고객에 대한 정보가 쉽게 공유되는 점을 이용하여 반대채권을 양수

1063) Staudinger/Gursky, §387 Rn. 263.
1064) BGH NJW 1987, 2997(상계의 반대채권인 제3자가 고객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고

객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었고 제3자와 자매 은행의 사이에 있는 은행이 제3자

의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를 양수받아 고객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려고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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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상계하는 것은, 은행과 고객 간의 특수한 신뢰관계, 동 고객의 다른 채

권자와의 형평, 반대채권의 발생원인인 주식사기와, 이 사건 당사자인 은행 

및 고객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은행이 고객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것을 알

고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담보를 이용하여 제3자의 채권만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은행거래에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 제3자로부터 채권을 취득

하고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된다는 재판례1065)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은행이 은행거래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자신에

게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채권 양도인의 채권만족을 도모하기 위

하여 담보를 실행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된다는 재판례가 있다.1066) 

②도급인(원고)이 수급인으로부터 채권양수한 하자확정 및 하자제거비용채

권에 대하여 하수급인(피고)이 채권양도 당시 도급인에게 하자제거를 해 주

겠다고 하고서도 나중에 수급인에 대한 보수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

서 하수급인의 상계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재판례가 있다.1067) 하수급

인이 수급인의 파산개시 후에 자신이 여전히 수급인에게 상당한 보수채권이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도급인에게 추완 및 하자제거 이행의 의사표시를 하였

1065) BGH NJW 1975, 122(피고 은행이 고객의 파산개시 전후에 다른 파산채권자로부터 

고객에 대한 두 개의 어음금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고객과의 담보약정에 따라 피담보채무

의 범위에 포함하여 별제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파산개시는 1970.8.6. 채권취득은 각각 

1970.7.30. 및 1970.8.11.이다. 파산한 고객의 파산관재인이 피고 은행의 채권 취득시점

을 알지 못하고 어음금지급을 하였다가 후에 어음금반환청구를 하여 법원의 인용판결 받

았다.); BGH NJW 1981, 1600(피고 저축은행이 소외 은행으로 채권을 취득하여 자신의 

토지채무를 이용하여 채권만족을 얻으려고 한 사안. 피고 저축은행은 고객과의 거래 약관

에 제3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을 위해서도 담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
1066) BGH NJW 1983, 1735. 피고은행이 V회사로부터 통상적인 방법, 즉 대출금 담보 목

적으로 취득한 B회사에 대한 채권을 후에 B회사가 파산하자 피고은행이 원래 B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과 함께 추심한 사안이다. B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담보상태가 악화

된다는 점에서 피고은행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채권 추심이 신의칙에 반하

지 않는 것이지만 이 판결의 사안에서는 피고은행이 V회사의 채권을 추심할 필요성과 경

제적 이익 모두 없다고 하여 피고은행의 채권추심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1067) OLG Köln NJW-RR 1995, 211. 하수급인은 처음에는 도급인에게 하자제거를 해 주

겠다고 하였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자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하자제거하게 하여 

그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청구한 사안이다. 당시 보수채권의 채무자인 수급인은 파산이 개

시되어 수급인으로부터는 보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자제거비용채권의 원래 형태

인 담보책임채권이 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인에게 양도될 당시 하수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보수채권이 있어 상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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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는 보수채권에 관계없이 담보책임을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③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병원 측에서 위자

료를 초과하는 간병비로 상계하여 대항하는 것은1068) 독일 민법의 신의칙 

규정(제242조)과 관련된 사회국가원칙에 기초하여 그 중 일정금액(해당사안

에서는 50%)에 한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재판례가 있다.1069) 

④주(州)에서 수감자에게 비인간적인 조건으로 구금을 하여 손해배상채무

(300유로)를 부담한 경우 이러한 채무에 대하여 형사소송비용 반환채권(약 

24000유로)으로 상계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된다고 판단하였다.1070) 상당

수의 수형자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비용을 상환하기 어렵고 소송비

용보조를 받게 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비용 반환채권은 이행되기 어렵고 경제

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인 반면 국가의 비인간적인 구금으로 인한 수형자의 

손해배상채권은 기본법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의 국가의 기본권보호임

무에 근거를 두고 있고 피침해자의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제재 및 

예방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상계를 허용

한다면 손해배상채권의 취지를 보장할 수 없게 되어 이러한 상계는 권리남

용이 된다고 본 것이다. 손해배상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

라 독일 민법 제393조의 상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와 별도로 

독일 민법 제242조의 신의칙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대한 상계를 권리남용으

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확실성 요건도 권리남용을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시

사하는 판결이 있다. 원고의 공탁된 경매대금(매각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이혼한 피고가 재산분할청구채권(Zugewinnausgleichsanspruch)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재산분할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

리고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가지고 하는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의칙 위반이 될 수 

1068) 이 판결에서 간병비는 원고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간병비과 

위자료가 견련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도 설시하고 있다.
1069) OLG Bremen NJW 1987, 846(이 판결은 위자료 채권은 소 계속 시부터 압류 및 양

도가 가능하다는 민법 제847조 제1항 2문을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이 폐지된 현

재는 다르게 법리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
1070) BGH NJW-RR 2010, 167 = BGHZ 182,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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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판시하였다.1071) 

(2) 스위스

1) 상계권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상계권행사가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

하고 있다.1072) 상계규정에 따라 유효한 상계가 있어야 하고 상계를 권리남

용적으로 만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계의 권리남용 여부

를 판단하는 시점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시점이다. 

상계자가 오로지 상계의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

다.1073) 채권양도의 목적이 오로지 상계를 위해 필요한 채권의 대립을 만들

어내기 위한 것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1074) 

다수의 상계 가능성 중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이 되지 아니한다.1075)

반면 권리남용이 되는 예로서 B에 대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없는 A가 C

로 하여금 B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게 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하여 C가 이를 가지고 상계하는 경우,1076) 상계금지규정

을 우회하기 위하여 상계를 내용으로 하는 경개(Neuerung)를 하는 경

우1077), 어음 관리인은 자신의 개인 채무에 대해 어음채권으로 상계할 권한

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상계를 하고 이에 대해 위 관리인이 동

의하는 경우1078)가 있다. 또한 매매계약으로 유보 없이 특정 기일까지 대금

1071) BGH NJW 2000, 948, 950.
1072)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84.
1073)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89. 해당하는 채무가 상계의 자동채권이든 

수동채권이든 관계 없다고 설명한다.
1074)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90.
1075)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92.
1076)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90.
1077) BGE 41 III 148 f. 저축은행에서 증자를 목적으로 발행한 신주를 인수한 피고가 주금

납입채무(또는 이를 갈음하는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주가하락

의 손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거나 상계를 내용으로 

한 경개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기각된 사안이다. 이를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인수한 

주식을 반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
1078) BGE 36 II 537(539)(원고는 블랑카(Blanchard)를 어음채무자로 하는 4000프랑 어음

을 취득하여 이 중 1000프랑은 지급받고 잔액 3000프랑은 다른 어음으로 대체하였다.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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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하여 그 후 제기한 상계주장은 권

리남용 또는 상계권 포기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재판례도 있

다.1079)1080) 이와 같이 상계권의 남용은 상계금지의 취지를 잠탈하거나 상

계를 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기대에 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계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은 상계의 효력이 발

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 채무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애초에 없었던 것과 

같이 계속 존속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남용의 인정이 상계권 소멸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발생사유로 인하여 상계로 이를 소멸시키는 것이 제

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권리남용이 아닌 다른 사정에 기반하여 상계하는 것

은 허용된다.1081)

2) 상계권 결여를 원용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상계의 상대방이 상계금지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상계

가 허용되어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상계권 포기를 금하는 규정의 취

지에 반하는 경우(①,②), 상계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발생한 경우(③)가 이에 

해당한다.

①스위스 채무법은 채무자가 상계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제126조).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전에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채

권과 채무를 상계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제265조). 즉 상계권이 발생하

기 전에 상계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종전에는 약관으

로 상계권 포기 규정을 두어왔으나 이 규정에 의하여 그러한 상계권의 사전 

랑카는 대체된 어음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원고의 관리인에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하였고 원고의 관리인은 이에 동의하고 어음을 교부해 주었다. 원

고는 이러한 상계에 의해 어음채권이 소멸하여 3000프랑 및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고 주장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관리인이 자신의 개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 어음

을 사용할 수 있다는 권한을 원고로부터 받았다고 블랑카가 선의로 믿은 경우에 한하여 

어음채무의 소멸이 인정될 수 있고 그 외에는 상계로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손해

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079) BGE 72 II 29.
1080) 판례의 태도에 반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로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92 참조.
1081)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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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는 임대차관계에서는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임차인이 법에서 

규정한 한도를 넘는 차임을 지급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

을 때 향후 도래하는 차임지급채무에 대하여 이러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

은 사전에 상계권 포기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용되고 임대인은 상계

권 포기를 원용할 수 없다.1082) 

②스위스 채무법 제323조b 제2항은 고의로 가한 손해의 배상과 관련된 상

계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979조 제2항은 무기명증권의 양수

인이 증권취득 시 채무자의 손해를 알고 있었다면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기인하는 항변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채무자의 상계주장사유를 알고 무기명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채무자는 새로

운 권리자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양수인이 채권

대립의 요건이 결여되어 상계가 제한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이다. 권리취득자가 채무자의 상계권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적용되는 것

이 아니라 그 취득이 오로지 채무자에게 상계권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인 경

우에만 적용된다.1083) 

③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매수인에게 접근하여 

매수인의 채무자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통한 상계

로 위험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하여 금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후

에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될 수 있고 매수인 측에

서는 채권대립이 없어 상계의 요건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청

구에 대하여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다.1084) 

(3) 일본

일반적인 법 규정은 없고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주로 도산관계에서 

상계권남용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파산법 제71조, 제72조와 회사갱생법 재

49조에서 일정한 경우에 상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상계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것인가이다. 구체적

인 예를 들면 ①지급정지명령을 알고 자동채권을 취득하였지만 그 취득의 

1082)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102.
1083)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107.
1084)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104; BGE 15, 33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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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관계가 파산신청 1년 이전에 발생한 경우, ②지급정지명령을 알기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 ③지급정지 전 원인에 기하여 지급정지 후 예금을 

하여 수동채권을 발생시킨 경우를 들 수 있다.1085) 

은행이 파산위험이 있는 고객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고객의 예금채무에 대하여 상계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 대하

여 일본에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불허하거나 도산법상 부인

권을 통하여 상계의 효력을 제거하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1086)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는 자동채권의 양도인이 자력이 충분하여 굳이 채권양

도 및 상계를 하지 않더라도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상

계를 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의미에서 

권리남용이라고 본다. 이 견해는 상계권 행사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권리

남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대하여 부인권을 주장하는 견해는 비록 이러한 

경우에 자동채권을 취득하고 상계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고객인 파산자의 행

위가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부인권의 취지상 이러한 경우에도 상계를 부인

하여 다른 채권자의 공정한 만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자동채권 취득 전후의 사정, 즉 자동채권 취득 시가, 양도인과의 관

계, 취득 동기 등을 고려하여 부인권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재판례는 은행이 취득한 어음이 부도가 났음에도 다른 어음채무자에게 상

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동행상계1087)의 경우에도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였

다.1088) 은행이 어음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지 어음금채권을 행사

하는지는 은행의 자유라는 이유를 제시한다. 또한 압류되지 않은 수동채권이 

있음에도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저격상계)이 상

1085) 森田修, 債権回收法講義, 133.
1086) 森田修, 債権回收法講義, 133-135.
1087) 은행고객 B가 어음을 발행하고 A2가 이를 취득하였는데 B의 파산직전에 A1 은행이 

A2를 위하여 이를 어음할인하여 취득하였다. 이 경우 어음할인 계약에 의하여 A1 은행은 

A2에게 어음을 다시 되팔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되팔지 않고 A1 은행이 B에 대하

여 가지고 있는 은행 채무에 대하여 어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데 

이를 동행상계라고 한다. A2는 A1에게 어음의 상환청구를 하여 손해를 면할 수 있음에도 

굳이 동행상계를 하여 파산자 B의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인정할 수 있

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1088) 日最判 1978(昭 53).5.2. 判時 892,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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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권 남용이 된다고 판단한 하급심 재판례가 있다.1089)

일부 학설에서는 상계권 남용 법리에 대해 “상계제도의 취지 및 채권 회수

의 집단적 질서의 관점에 비추어 해의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남용

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1090)1091)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1092)에서는 상계권 남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압

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상계를 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

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제3채무자의 상계권 행사가 압류채권자 등과의 관계

에서 공평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계권 남용으로 보아 상계로 압류채

권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고,1093) 압류 등의 신청이 있은 후에 채권을 취득

한 경우 그 취득 당시 그러한 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상계

로써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1094) 민사법연구회에서 

나온 민법의 개정에 관한 검토사항에서도 상계권의 남용에 관하여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1095) 

2.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1) 국내의 논의

상계권 남용 법리 자체에 관하여는 반대하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089) 日大阪地判 1974(昭和 49).2.15. 金法 729, 33(공사대금의 일부가 유효한 전부명령에 

의해 이전되고 채무자가 이보다 이행기가 늦게 도래하는 다른 일부의 공사대금을 변제하

고 이전된 공사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상계한 것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한 사안).
1090) 中田, 債権総論, 382.
1091) 상계권 남용에 관한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상세한 소개는 주석민법[채권총칙(3)]/조

용구, 405 이하 참고.
1092)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324-327.
1093) “변제가 금지된 제3채무자는 상계하는 권리의 행사가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

와의 공평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3.1.3.31])
1094) “<1> 변제가 금지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

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1>에도 불구하고, 변제

가 금지된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신청이 있은 후에 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 취

득 당시, 그들의 신청이 있었음을 안 때에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3.1.3.30])
1095)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検討事項, 255. “상계권의 행사가 압류채권자 또는 가

압류채권자에 공평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상계의 효력을 압류채권자 또

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276 -

다만, 이에 주관적 요건이 필요한가에 관하여는 견해 대립이 있다. 상계권 

남용을 권리 남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는 견해1096)와 상계권을 행사하게 된 경위와 반대채권을 취득한 목

적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상계자의 지위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족하고 주관적 요건을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1097)가 있다.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그 근거로 ①상계

권 행사 경위나 채권의 취득 목적에서 이미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고, 

②일반적 권리남용이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임에 반하여 상계권 

남용은 상계를 목적으로 상계적상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

가 있고, ③도산법도 채권취득 시 회사의 지급 정지 상태를 아는 것만 요구

하고 별도로 권리 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한다.

(2) 판례의 태도

소외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액면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취득한 원고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피

고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어음금채권으로 상계한 사안이다. 원심은 이

를 상계권 남용으로 배척하였고 대법원도 “원고가 위 약속어음 채권을 취득

한 목적과 경위,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 상계권을 행사하게 된 사정”을 고

려하여 원고의 상계권 행사를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

았다.1098) 상계권 남용의 판단에는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액면가의 80%로 

취득한 경우도 상계권의 남용이 되는지, 채권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

도 상계권의 남용이 되는지, 애초에 상계하려는 생각 없이 채권을 취득한 경

우는 어떠한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답이 주어지지 않고 남아 있다고 보인다.

대법원은 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 어음발행인에 대한 반대채권으

로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목적이나 취

1096) 이해진, “사고신고 담보금에 대한 상계와 권리남용,” 138.
1097) 오금석,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反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04.
1098) 大判 2003. 4. 11., 2002다59481, 공보 20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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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1099)1100) 상계를 부정하는 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를 

상계권 남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목적이 정해진 채권으로

서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제492조 제1항 단서)에 해당

한다고 보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검토

채권의 취득에 의한 상계의 경우에도 피상계자에 대하여는 채무를 현실 지

급하기로 하는 어떤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계권 남용을 인정하는 것

이 쉽지 않다. 피상계자는 자동채권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 상계로 인

하여 피상계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계권 

남용이 문제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상계자가 일방적으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상계자와 

관계가 있는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채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서 

상계에 해당하는 채권액 전부를 사실상 만족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

서 상계의 결과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신에게 부당한 이

득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하면 상계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 상대방이나 제

3자에게 손해가 없고 자신에게 이득도 없다면 그러한 상계가 권리남용으로 

취급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상계권 남용의 판단은 경제적

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부당한 이득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동채권을 부담한 과정, 반대채권을 취득한 경위, 반대채권을 취득한 가격, 

상계권 행사 시점, 상계의 대상이 되는 양 채무의 관계 및 이행기 선후, 상

대방의 상계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기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상계자의 주관적 요건이다. 권리 남용에 있어서 로

1099) 大判 1993.06.08., 92다54272, 공보 1993, 2000. 
1100) 이에 대한 평석으로 오관석, “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과 상계,” 9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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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시대부터 주관적 요건이 강조되어 왔고 이를 권리 남용의 유일무이한 

요건으로 본 학자도 있다고 한다.1101) 권리남용의 요건에 대하여 권리자의 

인식이 필요한가에 관하여 재판례는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1102) 학설은 필요

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설이다.1103) 특히 상계권 남용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주관적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1104) 상계권 남

용을 판단함에 있어 주관적 요건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상계자가 상대방 또

는 제3의 권리관여자의 손해를 예상하거나 더 나아가 해의를 가지고 상계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그러한 상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 크다고 

할 것이고 반대로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권리자의 적법한 권리 행

사를 쉽사리 내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경우에 

있어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통해 

이를 추정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의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3절 착오 송금의 경우

1. 문제제기

착오 송금의 유형은 ①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②송금 금액

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송금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수

취인에게 송금을 하거나 송금 금액이 잘못된 경우에 수취인은 형식적으로 

은행에 대하여 송금액에 대하여 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은

행이 착오 송금에 의한 예금에 대하여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것

1101) G. Ripert, La règle morale dans les obligations civiles, préc., n° 101(박현정, “프

랑스 민법학상 신의칙에 관한 연구,” 54-55에서 재인용)(프랑스에서는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으로 가해의 의사를 요구하였는데 가해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중과실에 의한 행위도 

같은 것으로 봄으로써 그 외연을 확장하였다고 한다.).
1102) 민법주해[I]/윤용섭, 193-194.

1103)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86; 이영준, 민법총칙, 73; 강태성, 민법총칙, 92; 이은영, 

민법총칙, 88. 반면 김대정, 민법총칙, 159는 주관적 요건을 항상 요구하는 것은 제2조에 

대한 입법자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하면서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판단 기준을 달리 정하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104) 大判 2003. 4. 11., 2002다59481, 공보 20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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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입금기장거절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착오 송금의 경

우에 수취인은 입금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 예금계약

에 의하여 수취은행이 착오 송금을 입금하여야 하는 것은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취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입금을 강요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1105) 연방대법원은 특정 계좌에 입금하여 달라는 상대방의 지

시를 간과하고 동일 상대방의 다른 마이너스 계좌에 입금하여 상계처리가 

된 사안에서 송금이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실체법적으로 변제가 

귀속되어야 할 권리자의 계좌에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의 반환을 청구하

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1106)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잘

못 송금되어 계좌명의인이 송금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입금기장거절권이 인정된다고 설시하였다. 은행에 대하여 대출채무

가 있을 경우 은행의 상계로 송금액의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

다. 독일에서는 이와 같이 입금기장거절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일단 

입금기장거절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상계권 남용이 인정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스위스

스위스 채무법 제125조 제1호에서 악의로 유치한 물건의 반환 채무에 대

하여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악의로 유치

한 것의 의미에 대하여는 물건의 소유자가 불법으로 인식하는 점유라고 설

명한다.1107) 예컨대 상속계약의 이행을 위해 금전을 가지고 있는 수임인이 

상속계약이 파기로 확정된 이후에도 금전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수임인이 

1105) Canaris, ZIP 1986, 1021, 1025 f.
1106) BGH NJW 1995, 520(원고가 의사의 보수 지급에 있어 특정 계좌에 입금하여 달라는 

의사의 지시를 간과하고 의사가 피고은행에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에 송금을 하였다. 이에 

피고은행은 의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가지고 상계 처리하였고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송금액 반환을 청구하였다. 1심은 청구기각, 2심은 청구인용, 3심은 청구기각하였다.).
1107) BernKomm/Becker, 1941, Art. 125 OR, 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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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이 종료된 것을 알고도 금전을 징수하여 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은행업

자가 인수 승낙 보상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후 인수를 거절한 경우, 파산채

권자가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산재단으로부터 목적물을 박탈한 경우 등

이 이에 해당한다고 소개한다.1108)

은행이 고객과의 은행지로계약(Bankgirovertrag)를 해지하고 그 후에 제3

자가 이 고객을 위하여 송금을 하였는데 이를 고객에게 귀속시키기를 거부

하고 거래관계가 단절되기 전에 제공한 대여금채권에 상계한 사안에서 은행

에게 비난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재판례가 있다.1109) 그러나 

이는 스위스 채무법 제125조 제1호의 악의의 유치(böswillige 

Vorenthaltung)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객의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은행 측

이 고객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금

지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110)

(3) 일본

최고재판소는 착오로 이체가 이루어지면 수취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이체

액 상당의 보통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지급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

환채권을 가질 뿐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

허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111) 이에 대하여 착오이체시 지급인으로

부터 반환요청을 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하여도 이는 효

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112) 즉 수취 은행은 지급인이 착오

로 지급이체를 의뢰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수취인에게 가지게 

하는 제도의 운영자인 점에서 다른 채권자와 다르게 되고 이러한 차이는 이

러한 은행이 지급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조력할 요청을 받은 시

1108) ZK-Aepli, Art. 125 OR, N 54.
1109) BGZ 111 II 447ff. 이 판결은 스위스 채무법 제125조 제1호의 악의로 유치한 물건의 

반환을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물건의 인도가 이의를 제기할 행위에 의해 이

루어졌거나 물건을 보유하는 것이 물건을 인도한 취지에 반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

하였다.
1110)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103. 이 견해는 이어서 은행이 주장하는 상

계의 자동채권이 채무자 측의 악의적 행위(arglistiges Verhalten)로 발생한 것이라면 채무

자의 이러한 상계금지주장은 권리남용이 되어 배척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1111) 日最判 1996(平成 8).4.26. 民集 50-5, 1267. 판례 변천 과정에 대한 논의는 오흥록, 

55 이하 참조.
1112) 木南敦, “吳振込と預金の成否,”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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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부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그리하여 수취 은행은 지급지시의 요청을 

받으면 지급지시 의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것이 요구되고 이와 양립하지 

않는 상계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3.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

(1) 학설의 대립

독일에서와 같이 입금기장거절권을 인정하여 이를 통하여 착오 송금 문제

를 해결하려는 입장이 있다.1113) 그러나 다수설은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1114) 착오입금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1115)

착오 송금시 이에 대하여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는 것이 상계권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1116) ①착오 이

체에서는 상계가 가능하게 된 문제상황을 수취은행이 아닌 지급인이 야기하

였다는 점, ②상계권 남용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례는 은행이 자신에게는 별다

른 이익이 없으면서도 상계를 함으로써 채무자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이

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동채권을 취득하여 사실상 반대채권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인데 착오 이체의 경우에는 

수취은행의 상계가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법적으로 보호받

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 이른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

고 있다. 반면 예외적으로 상계권 남용을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1117) ①송금의뢰인과 수취인 모두 착오송금된 금액의 반환을 원

1113) 김상중, “송금인의 수취인 착오로 이루어진 계좌이체에 따른 반환관계,” 255.
1114) 윤진수, “2007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379; 김창모, “착오로 수인을 잘못 지

정하여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예금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469; 오흥록, 95.
1115) 오흥록, 114.
1116) 오흥록, 130.
1117) 이병준, “원인관계가 없는 착오송금된 금액에 대한 수취은행의 상계권제한,” 경영법

률 제21집 제2호(2011.1), 524. 또한 수취은행이 상계 당시 해당 예금이 사실상 수취인

에게 속하지 않고 지급인 또는 지급은행의 반환청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황

에서 수취은행이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계권 

남용을 긍정하는 견해로 김상중, “송금인의 수취인 착오로 이루어진 계좌이체에 따른 반

환관계,” 고려법학 제55호(2009.12), 259 참조. 송금의뢰인과 요청과 수취인의 승낙이 있

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취은행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수취은행의 상계는 신의칙 위반 또

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견해로 김재형,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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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수취은행이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없고 ②은행은 공공적 역할

을 수행하고 있어 착오 이체를 교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③수취인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소비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수취은행이 상계를 

하는 것은 공평 및 정의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2) 판례의 태도

착오에 의한 송금으로 계좌에 입금이 된 경우 은행 측에서 이에 따른 예금

반환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출금 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

는 것이 가능한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송금의

뢰인이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수취인도 이를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상계는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

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

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

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1118) 구체적인 이유 설시를 보면 

①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을 보호할 필요성은 현저히 감쇄되는 점, ②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수취은행이 휘말리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우려는 없는 점, ③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④수취인이 착

오송금으로 인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수취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입금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 있는 수취

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예금을 인출·사용하는 행위는 형법상 금지되어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검토

악의로 유치한 물건의 상계 금지 원칙은 프랑스 민법의 소유자가 부당하게 

1118) 大判 2010. 5. 27., 2007다66088, 공보 20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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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당한 물건의 반환채무에 대한 상계 금지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후에 독일 민법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상계금지로 

확대 및 일반화되었다.1119) 이러한 연혁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우리 민법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상계 금지 규정(제496조)의 취지는 잘

못의 시정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착오 송금에서 문제되는 상계의 상황은 

착오로 송금된 금전의 반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은행이 착오로 송금된 상황

을 이용하여 상계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이지만 이를 넓게 본다면 잘못의 시

정 과정은 온전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착오,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교정이 필요한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하고 

있는 자가 이러한 법률관계를 이용하여 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상계권 남용의 적용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 또는 유형이 될 

수 있고 착오 송금된 상태를 이용하여 이를 알고 있는 은행이 상계를 하는 

것은 상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계좌이체의 형태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획일성 또는 반복적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착오입금의 경우에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예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은행이 이를 지급하

면 예금채권은 유효하게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취인이 착오입금을 

인정하고 예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 즉 수취은행이 착오 입금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막연히 지급을 통하여 수취은행이 면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수취은행이 착오이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취은행의 상계를 인정

한다면 수취은행은 대출채권을 예금액만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예금자의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된다. 착오

입금이 지급인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은행 측에서 이러한 사실

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까지 은행 측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은행의 공공성

에 비추어볼 때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착오 송금 사례에서 상계권 남용을 부인하는 입장의 근거는 ①착오 송금 

상황이 수취은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②수취은행의 상계가 자신에

1119) Windscheid/Kipp, §350, 494; Staudinger/Gursky, §393 Rn. 6. 보다 상세한 설명은 

Pielemeier, 74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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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이득이 없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손해만 가져오는 상계권 남용의 사

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계권 남용

의 사례는 반드시 상계자의 과실이 개입하거나 상계자에게 이익이 있을 것

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인의 착오에 의하여 해당 계좌에 명목상 입금이 

이루어졌지만 지급인 및 수취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러한 송금이 문제가 있

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교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여 상계를 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제8장 소송절차상 상계

제1절 서

상계를 소송절차에서 주장하는 경우는 ①소송절차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

를 하였는데 이를 소송에서 제기하는 경우와 ②상계항변으로 처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를 소송상 상계 또는 재판상 상계라고 한

다.1120) 상계항변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방어방법에 불과하고 별

도의 소제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그 소송절차를 이용

하여 원고에게 소제기를 하는 반소와는 구별된다.1121)

상계의 역사를 보면 애초 상계는 소송절차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었

다. 소송절차 밖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인정한 것은 근대 민법전이 제정되

기 시작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지금도 프랑스 민법은 상계항변은 소송상 주

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122)

소송절차상 상계를 인정함으로써 자동채권에 관하여 별소에서 판단할 필요 

없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에 관한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소송경

제적 이점이 있다. 다만, 자동채권액이 수동채권액보다 큰 경우에는 청구기

각 판결을 함에 그치고 자동채권의 잔존액에 관하여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

은 한, 다시 소제기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1120) 민법주해[XI]/윤용섭, 388.
112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683.
1122) 제2장 제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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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계항변이 각하된 경우 등

1. 문제제기

소송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였지만, 상계항

변이 각하된 경우 실체법상 법률관계와 소송법상 법률관계가 상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실체법적으로는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 채무가 소멸하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였지만 소송법적으로는 상계항변

으로 제기한 자동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는 소송상 상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소송상 상계의 경우 이를 상계

의 의사표시로 보아 그 즉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

니면 상계항변에 관한 판결을 기다려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상계의 효력

이 발생한다고 볼 것인가. 

상계항변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면 소송지연과 관련하여 특

별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상계항변을 제기하면 반대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 반대채권이 청구채권과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

는 청구채권에 관한 심리와 상당부분이 중복될 것이지만 반대채권이 청구채

권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반대채권에 대하여 별도로 새로운 심리

를 개시하여야 한다.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지연을 위하여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반대채권이 성립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상계 주장이 근

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사실은 상계

항변에 관하여 각하를 하거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고 청구채권에

대하여 판결을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고 소송법적 이유로 인하여 상계의

효력이 좌우되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2. 비교법적 고찰

(1) 독일

판례와 통설은 소송 상 상계의 주장은 실체법적 성격과 절차법적 성격을 

모두 가진다고 보고 있다(이중적 성격).1123) 이에 따르면 소송상 상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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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소송절차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시에 제기되어

야 하고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소송법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계

항변이 각하된 경우에 상계요건의 충족 문제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다. 즉 소

송에서 주장된 상계에 관하여 그것의 실체법적 효력은 오직 민법에 의해 규

율되어야 한다. 상계는 항상 실체법상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송절차에서 

주장되었다고 하여 그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1124) 그리하여 

상계항변이 소송법상 사유로 각하된 경우에도 실체법상 효력은 발생한다. 즉 

원고는 청구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용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게 되고, 피고는 상계로 사용한 자동채권을 더 이상 소송

에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절차법 이론에 따르면 소송상 상계는 소송 외 상계와 같은 사법상 

효력을 가지지만 민사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소송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125) 소송상 상계는 상계권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항변)에 불과하고 판

결에 의하여 상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1126) 이러한 절차법 이론에 

대하여는, 형성판결로 이어지는 소송행위와 소송 외에서의 형성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체계에 반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2의 상계를 만들어

낸다는 비판이 있다.1127)  

소송상 허용되지 않는 상계의 효력에 관하여는, 법질서통일의 요청에서 합

리적으로 이를 보충할 것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실체법적으로 상계의 의사표

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거나,1128) 일부무효의 법리를 근거로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1129) 독일 민법 제139조는 법률행위의 일

부가 무효인 경우에, 무효인 부분이 없어도 그 행위가 행하여졌으리라고 인

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추하여 소송상 상계의 소송법적 효력이 무효가 됨에 따라 실체법적 효력

1123) BGHZ 23, 17 = BGH NJW 1957, 591; Staudinger/Gursky, 2011, Vor zu §§387ff 

Rn. 27; MünchKomm/Schlüter, §387 Rn. 39.
1124) Gernhuber, 312.
1125) Staudinger/Gursky, Vor §§387ff Rn. 29.
1126) Nikisch, “Die Aufrechnung im Prozess,” 780.
1127) Staudinger/Gursky, 2011, Vor zu §§387ff Rn. 30.
1128) Gernhuber, 284.
1129) Lüke, AcP 162(1963), 537; Arens, Willensmängel bei Parteihandlungen im 

Zivilprozeß, 1968, 190(각각 Gernhuber, 28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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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효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입장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일부무효를 유효로 볼 여지가 생기고 이는 판결의 실체법적 

효력에 있어 이견의 여지가 생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130)

한편 소송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막상 소송에서는 이를 늦게 

주장하는 등의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가. 상계

의 실체적 효력에 의하여 자동채권은 소멸되었지만 소송법에 의하여 이것이 

소송결과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진실한 법률관계

가 소송수행상의 과실로 왜곡되는 것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감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131) 소송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소송상 

상계 항변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다. 이러한 경우에 후에 

상계의 자동채권에 관하여 소제기가 되었다면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이러한 

경우에도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뒤에 제기된 청구는 기각되

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1132)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은 소송절차 정지 및 기판력에 있어서 상계에 관하

여 “피고가 항변으로 청구채권과 법적 관련이 없는 반대채권을 주장한 경우

에는 청구채권에 관한 심리가 판결을 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부분판결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반대채권에 관한 심리는 정지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133) 또한 “피고가 상계를 주장한 반대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결은 상계로 대항한 금액의 한도에서 기판력이 있다

.”1134)

이러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소송절차상 상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되는데,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달리 절차법론이 보다 다수의 입장이고1135) 재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136) 이 견해는 소송절차상 상계와 소송절차 

1130) Gernhuber, 284.
1131) Gernhuber, 285.
1132) MünchKomm/Schlüter, §387 BGB Rn. 40.
1133) 제391조 제3항.
1134) 제411조 제1항 2문.
1135) Dullinger, 188.
1136) SZ 50/35. 원고의 차임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

이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법원이 피고의 반대채권이 확실성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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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상계를 구분하여 소송절차상 상계는 소송절차에서 항변의 형태로 상계의 

주장을 하고 판결에서 이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때에 상계의 효력이 발

생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러한 판결은 형성적 효력을 가진다. 위 민사소송

법 규정은 소송절차상 상계에 국한하여 적용된다. 반면 소송절차 외에서 이

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피고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는 반대채권의 

성립 문제는 단지 판결의 선결 문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발

생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에 따라 반대채권이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거

나 다른 절차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에서 처음 상계의 의

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반대채권에 관한 판단은 선결문제에 불과

하여 법원은 자유롭게 상계항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실체법론을 지지하는 견해는 실체법적 효력과 절차법적 효력은 원칙

적으로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소송상 상계에 있어서 상계자의 전형적인 의사

는 소송절차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상계의 실체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1137) 이에 따르면 위 민사소송법 규정은 소송상 상계뿐만 아

니라 소송 외 상계에도 적용된다.

한편 소송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이를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

거나 이것이 각하된 경우 그 법적 처리에 관하여는, 주 채무에 관한 청구채

권은 전부 인용이 될 것이고 후에 피고가 반대채권에 대하여 청구를 한다면 

이에 관하여 전소의 원고가 상계의 효과를 주장하여 반대채권이 소멸되었음

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한편에서는 상계에 대한 

고려 없이 선고된 판결에 기한 청구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채권이 상

계항변으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견

해가 독일에서 전개되고 있지만,1138) 피고가 상계항변을 제대로 제기하지 않

상계를 기각하였다. 본 판결에서 오스트리아 최고재판소는 재판외 상계와 재판상 상계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재판외 상계는 무조건적이고 주채무의 존재에 상관없

이 이루어진다. 즉 주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인데 반하여 재판

상 상계는 법원이 주채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국한하여 조건부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재판외 상계의 의사표시는 선결문제이고 판결에는 명시되지 

않는 것이고, 재판상 상계는 주채무가 존재하고 상계가능성이 있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는 판결에도 명시된다고 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재판외 상계인지 재판상 

상계인지 밝혀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137) Rummel/Rummel, §1438 Rn. 20; Schwimann/Heidinger, §1438 Rn. 29; Dullinger, 

191.
1138) Lüke-Huppert, “Die Aufrechnung,” 169 FN 54(Dullinger, 19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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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발생하는 이러한 결과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는 기판력의 취지상 필연

적인 귀결이라는 비판이 있다.1139) 기판력에 관한 다른 사례에서 원고가 이

미 소멸한 매매대금채권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

일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확정 판결에 기한 원고의 청구 또는 집행에 

관하여 신의칙 또는 반사회질서를 이유로 이행 또는 집행을 거부 또는 저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체법적으로는 잘못이 있지만 일단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스위스

한편 소송절차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지만 소송절차에서 자동채권

에 관하여 상계항변을 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지연 등의 이유로 상계에 관

해 심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논의가 있다.1140) 소송대상이 된 청구채권

에 관하여 청구기각이 된 경우에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계요건이 결여된 것이므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도 상계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피고는 이후에 상계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피고가 청구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후 채무이행까지 하였다면 

상계의 반대채권은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라 다시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 

원고 측에서 상계 주장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 스위

스 채무법에서는 조건부 상계를 금지하고 있지만(제124조 제3호) 예비적 상

계는 허용된다고 설명한다.1141) 피상계자는 상계의 효력이 과연 발생하는지, 

그리고 발생한다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알고 있을 이익이 있기 때문

에 상계는 다른 형성권의 행사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소송에

서 하는 예비적 상계는 청구채권인 수동채권의 존재가 상계의 요건 중 하나

이고 예비적 상계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은 상계자인 원고에게 부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1142) 

(4) 일본

1139) Dullinger, 197.
1140) ZK-Aepli, Vor zu Art. 120-126 OR, N 148.
1141) BSK OR I-Wolfgang Peter, 2011, Vor Art. 120-126 N 5.
1142) BSK OR I-Wolfgang Peter, 2011, Art. 124 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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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소송상 상계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사법행위설(양행위병존설), 

소송행위설,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1143) 다수설인 사법행위설에 의하면 소

송상 상계는 외형상으로는 1개의 행위이나, 법적으로는 사법상의 형성권의 

행사인 상계의 의사표시와 그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소멸의 법률효과

를 재판소에 대하여 진술하는 사실의 주장의 2개의 행위가 존재하고 각각의 

요건과 효과는 전자는 민법, 후자는 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한다. 소송

행위설은 재판상 상계는 순수한 단일의 소송행위이고 그 요건과 효과는 소

송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한다. 절충설은 재판상의 상계는 사법행위와 소송

행위가 불가분의 1개의 행위라고 보는 견해이다. 그리하여 요건은 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그 효과는 사법상의 효력과 소송상 효력의 이중성을 가

진다고 보아 소송상 효력이 상실되면 사법상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설명한

다.1144)

판례는 “재판상 상계는 소송행위인 동시에 사법상의 법률행위인 성질을 모

두 가지는 하나의 행위로 하여 소송행위가 되는 부분과 사법상 법률행위가 

되는 부분이 병존하는 특종의 행위”라고 하면서 소송이 소 취하 등 판결 이

외의 사유로 종결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동시에 

사법상의 행위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다.1145)

3. 우리나라의 논의

(1) 학설

국내에서는 소송상 형성권 행사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1146) 외관상은 

하나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송행위와 사법행위가 병존한다는 견

해(병존설), 순수한 소송행위로 보는 견해(소송행위설), 사법행위적 성격과 

소송행위적 성격을 모두 가진 하나의 행위라는 견해(양성설), 병존설의 입장

을 취하면서 상계권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여 상계가 각하 등

에 의해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법상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신병존설)이 있다. 신병존설이 다수설이다.1147)

1143) 注釋民法(12)/中井, 411.
1144) 이를 절충설 중에서도 비독립효과설이라고 한다. 注釋民法(12)/中井, 412.
1145) 大判 1934(昭 9).7.11. 法学 4.2.227.
1146) 김홍엽, 448.
1147)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428-429;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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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대법원은 신병존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뒤 그 소송을 취하하였다 하여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1148) 최근에는 

예비적 상계항변을 제기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고 상계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상계항변은 사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149) 

4. 검토

(1) 상계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소송 외 상계)

소송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지 않거나 

상계항변이 각하된 경우이다. 항변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데 이

를 인정하는 것은 변론주의원칙상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도 상계항변을 한 

사실이 없는데 상계를 인정한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

여 심판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1150) 이로 인해 실체법적 상

황과 절차법적 상황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것은 항변사항 

일반에 관하여 우리 법 실무가 예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상계항변에 관하

여 다르게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청구채

권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해 집행될 수 있고, 반대채권의 청구는 상계의 효

력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채권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는 반

대채권의 채권자는 반대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

게 된다.

(2) 소송상 상계의 경우

소송상 상계는 상계항변이 각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이 당사

자의 의사나 법질서의 통일성 면에서 타당하므로 상계항변이 각하되거나 소

가 취하된 경우에는 실체법상 상계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

1148) 大判 1982.05.11., 80다916, 공보 1982, 560.
1149) 大判 2013. 3. 28., 2011다3329, 공보 2013, 739. 
1150) 大判 1963. 2. 14., 62다760, 집 11-1민, 84.



- 292 -

다. 이와 같이 볼 경우 상계항변 시에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상

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가 상계항변이 각하 또는 기각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게 된다.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

는 기준 시점은 상계적상 시, 상계의 요건을 검토하는 기준시점은 상계항변 

시, 그리고 상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되는 것은 재판확정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조건부 상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상계의 의사표시

에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제493조 제1항 후문), 조건부 

상계를 금지하는 취지는 소송 외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조건부로 하여 법

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상계항변을 제한하려

는데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계항변은 소송진행 중에 판명될 사실을 조건

으로 하는 예비적 주장에 해당하고(소송내적 조건),1151) 절차의 안정을 해치

지 않으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제3절 집행절차상 상계(표준시 후의 형성권 행사)

1. 문제제기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등의 형성권을 변론종결 후

에 행사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상계와 관련하여서는 변론종결 시 전에 상계적상이 발생하고 있어 상

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에 상계

의 의사표시를 하여 청구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비교법적 고찰

독일 민사소송법 제767조는 청구이의의 소(Vollstreckungsabwehrklage)

에 관해 “판결로 확정된 채권 자체에 관계한 대항사유는 채무자가 1심 법원

에서 소로써 제기하여야 한다.”(제1항), “그 대항사유는 이 법률규정에 의해 

이를 주장할 수 있었던 최종 시점인 변론종결시 이후에 그 원인이 발생하였

고 이의제기(Einspruch)로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

115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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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2항)라고 규정한다. 판례는 이 규정에 의하여 상계항변을 비롯한 모

든 형성권은 차단된다는 입장이고1152) 이에 찬동하는 것이 통설이었으

나1153) 현재는 이를 비판하는 견해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1154) 상계의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상계적상이 발생하였다면1155)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기판력에 의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그 후에 반대채권을 

취득하였거나 상계적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고 설명

한다.1156)1157)

3. 우리나라의 논의

1152) BGH NJW 2005, 2926; 1994, 2769; 1990, 3210; 1980, 2527(가집행판결이 취소되

어 부당집행이 되어 집행채무자에게 발생하여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집행

채권자인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Vollstreckungsabwehrklage)를 제기하여 원고에 대한 자

신의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이미 전 소송에서 상계적상이 발생하였으

므로 이를 가지고 상계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상고기각하였다.).
1153) MünchKomm/K. Schmidt/Brinkmann, §767 ZPO Rn. 60; Zöller/Vollkommer, Vor 

§322 ZPO Rn. 66; Reihe/Schmidt-von Rhein, §767 ZPO Rn. 15. 
1154) Stein/Jonas/Münzberg, §767 ZPO Rn. 37(형성권 존재는 대항사유의 가능성이 있는 

것 뿐인데 이를 가지고 대항사유와 같이 보는 것은, ①형성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무자는 사실상 이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실체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이 축소되

는 결과가 되고 ②성급하게 상계권 행사로 변론종결 이후에야 증명할 수 있었을 반대채권

을 상실하게 될 수 있고 ③상계는 민법에서 변제나 공탁, 면제 등과 같은 가치를 갖는 수

단인데 변제나 공탁 등은 변론종결 이후에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유독 상계만 이

와 같이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게 된다는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

로 판례의 입장에 반대한다.); Musielak/Lackmann, §767 ZPO Rn. 37(실체법에서 형성권

의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법 규정으로 이를 배제할 수는 없고 통설

이 염려하는 소송지연의 위험은 민사소송법 제533조, 제296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유추적

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BeckOK/Preuß §767 ZPO Rn. 47, 48.
1155) BGH NJW 2005, 2926(보수청구에 대하여 일의 하자제거비용배상채권으로 상계한 

사안에서 원심은 전심의 변론종결 시에 하자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었고 이를 주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였지만, 연방대법원은 대항사유의 원인이 변

론종결 전에 존재하였고 그 효력이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한다면 그 의사표시를 객관적

으로 할 수 있었던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BGH NJW 2003, 3134) 상계의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에 상계적상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상계의 반대채

권은 피고가 민법 제641조 제3항의 보수지급거절권을 포기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자

제거채무에 대해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 이 채무가 금전지급채권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

고 그 때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시하면서, 원심은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바로 형성권 행사를 위한 요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과 같게 보는 잘못을 하였

다고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1156) Zöller/Herget, §767 ZPO Rn. 12. 
1157) 일본은 변론종결 시에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이 있은 경우에도 그 후에 이를 가

지고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본다(於保, 債権総論, 380)



- 294 -

(1) 학설

비실권설은 모든 형성권에 대하여 변론 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로 보고 실

권되지 않는다고 본다.1158) 무효사유는 대부분 분쟁관계에서 법률행위의 목

적이나 내용에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이를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한다. 당사자에게 소송 중 취

소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소에서 형성

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판력 표준시 이후에 형성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때 비로소 법률관계가 변

동하게 되어 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상계권비실권설은 다른 형성권은 실권되지만 상계권은 예외로 보는 입장이

다. 상계의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자체에 무효, 취소 등과 같은 하자가 있다

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데다가1159), 원래 반대채권과 소구채권에 대한 분

쟁은 별개이기 때문에 표준시 후의 반대채권행사를 일체 못하게 막는 것은 

피고에게 가혹하고 그 행사의 시기를 상계권자의 자유에 맡긴 실체법의 취

지에도 반한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1160)

제한적 상계실권설은 상계권이 있음을 알고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권되지만 몰랐을 경우에는 실권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1161)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도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는데 무효보다 그 효력이 약한 취소·해제

가 차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는 점, 상계권비차단설은 

권리관계의 안정을 기조로 하는 기판력 사상에 반한다는 점, 상계권자가 실

권이 되어도 반대채권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소송을 통해 반대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한다.

상계권실권설은 상계권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계권을 비롯

한 모든 형성권은 차단된다는 견해이다.

(2) 판례

대법원은 취소권이나 해제권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 후에 뒤늦게 이를 행사

1158) 호문혁, 706.
1159) 상계권은 소구채권에 부착된 권리가 아니라고 표현한다(김홍엽, 757).
1160)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696; 송상현·박익환, 457; 김홍엽, 757; 김용진, 502; 전

병서, “상계권의 표준시 후의 행사,” 31.
116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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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전소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162) 그러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에는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않은 이상 별도의 소

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다르게 판단

하였다.1163) 상계의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여,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

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

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

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

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적법한 청

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다.1164) 또한 대법원은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에도 이에 기하여 집행을 하지 않고 담보권에 기하여 집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배당이익의 소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1165) 대법

1162) 大判 1979. 8. 14., 79다1105.
1163) 大判 1995. 12. 26., 95다42195, 공보 1996, 542.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한 토

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에서 임차인이 패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임차인이 전소에서 행사

하지 아니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에게 건물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

러한 경우에 아직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건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

다고 판시하였다. 평석에서는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지상건물을 철거해야 할 때 인

정된 권리이므로 토지인도의무나 건물철거의무가 있을 때에 비로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

게 할 필요가 있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때 매매가 성립하여 권리관계만 변동시키

는 것이고 전소의 변론종결시의 권리관계까지 소급하여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거나

(송기석, “임차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

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패소확정된 후, 임차인이 별소로써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336-337) 대지소유자는 건물이 세워질 것을 예상한 것이므로 건물을 매수

하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큰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건물소유자에게는 유책사유 없

이 투자금 회수없이 건물을 철거당하는 것이 가혹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여(목영준,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32) 판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1164) 大判 1998. 11. 24., 98다25344, 공보 1999, 9; 大判 1966. 6. 28., 66다780 집 

14-2민, 101. 언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가는 채무자의 자유이고 청구권의 존재의 확

정에 의하여 상계적상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이의원인이 발생

한 것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이 있었지만 그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이유가 된다고 설명하는 문헌으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278.
1165) 大判 2011. 7. 28., 2010다70018, 공보 2011, 1749. 즉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

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

권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후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 아니므로 채무

자로서는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후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게 그 담보권에 기

한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기 위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은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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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상계권 비실권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4. 검토

상계권 실권설에 찬동한다. 반대채무가 청구채권과 견련관계 있는 경우에

는 청구채권에 관한 심리 과정에서 반대채무의 존부 및 내용이 현출될 것이

고 상계를 주장할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소송절차에서 주

장하지 않은 상계권을 변론종결 이후에 보호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상계권 행사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만 이는 무한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법익의 보호가 필요하면 제한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채권자가 힘들여 소송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는데 뒤늦게 상계를 

주장하여 이의 집행을 저지하는 것을 허용할 만큼 상계권 보호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분쟁의 1회적 해결에 대한 요청이 더 

큰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여야 한다. 특히 다른 형성권의 경우 실권 후에는 

달리 이를 행사할 수 없는 반면 상계의 반대채권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계자에게 근본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견련관계가 있지 않은 반대채권의 경우에는 청구채권을 심리하면서 그 내

용을 같이 검토하기가 어렵다. 특히 반대채권 중에는 그 성립 및 범위에 대

하여 다툼이 있는 채권도 있어 상계권을 행사할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고, 

법인이나 국가와 같은 거대한 조직의 경우에는 소송이 있을 때마다 소송상

대방에 대한 반대채권 유무를 모두 조사하여 상계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

록 강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기

판력의 실권효에도 불구하고 상계권을 계속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

은 아니다. 견련관계 없는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은 우연히 양 채무가 서

로 마주보게 된 사정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결재의 편의상 이를 

인정하고 있는 측면이 다분하다. 그에 비하면 기판력의 실권효를 통해 추구

하는 소송법적 이익이 훨씬 중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변론종결 시까지 주

자체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상계를 주장하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의 집행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기초가 된 담보권의 피담보체

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상계를 한 경우에도 상계적상의 시기에 소급적으로 대등액에 관하

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297 -

장하지 못한 상계의 상계기대는 기판력의 실권효를 저지하면서까지 보호해

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형성권은 기판력

에 의해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4절 기타 문제

1.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1) 문제제기

상계항변이 제기된 경우 법원에서는 반대채권의 성립과 금액에 관하여 실

질적으로 심리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상계항변 제기 자체가 소제기의 실

질을 갖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계항변이 제기된 경우 그 

자동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절차에서 소제기를 하는 경우 이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또한 이미 소제기가 되어 다른 

소송절차에서 심리되고 있는 채권에 관하여 그 후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

여 상계항변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문제된다.

(2) 비교법적 검토

1) 독일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소송상 상계가 소송계속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

고 본다.1166) 결정적인 이유를 피고의 의사에서 찾고 있는데 즉 피고는 상계

를 통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방법을 강구한 것이고 자동채권에 관

하여 독립적인 판결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상계

항변이 제기된 자동채권에 대하여 소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소송

에서 상계를 거듭하여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1167) 이러한 경우

에 법원으로서는 먼저 제기된 상계가 유효한지 판단을 하여야 한다. 통상은 

상계가 먼저 제기된 소송절차에서 상계에 관하여 판단하기까지 민사소송법 

1166) BGH NJW 1977, 1687; 1986, 276; Staudinger/Gursky, Vor zu §§387 ff Rn. 37. 
판례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 주장에 대하여 소송계속의 효력을 부여해

야 한다는 반대견해도 있다. Blomeyer, §60 I; Zeiss, §53 V 참조.
1167) MünchKomm/Wagner, §145 ZPO Rn. 29; Staudinger/Gursky, Vor zu §§387 ff Rn.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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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1168)에 따라 상계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소송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2) 오스트리아 

판례와 통설은 상계항변의 제기가 반대채권에 관한 소송계속의 성격을 갖

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1169) 따라서 이미 제소가 된 채권도 다른 소송에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될 수 있고 다른 소송에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된 채권도 별도로 소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3) 유럽연합법원

 원고가 오스트리아 법원에 소제기를 하였고 피고는 네덜란드에 이미 소제

기가 되어 있는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민사 및 

상사 사건에 있어 재판 관할 및 판결의 집행에 관한 협정(EuGVÜ) 제21

조1170)에 의하여 자동채권에 관한 소송계속이 상계항변과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유럽연합법원(EuGH)에서는 상계항변의 제기가 소제기

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1171)

4) 일본

최고재판소는 임금가불 가처분이 집행된 후 항소심에서 가처분명령이 취소

되어 가처분채무자가 가불금의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별도의 

소로 청구중인 임금 채권을 가지고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상계항

변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1172) 그 이유는 ①자동채권의 존부에 관

하여 심리가 중복되어 소송상 불경제가 발생한다는 점, ②수동채권의 성질을 

몰각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 ③자동채권에 관한 양 재판소의 판

단이 서로 저촉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는 점, ④

1168) §148 ZPO “법원은 판결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소송이 형성하거나 행정청이 

결정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좌우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송이 처리되거나 행정청의 결정이 

있기까지 심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169) FaschingKomm/Deixler-Hübner, §391 ZPO Rn. 38.
1170) 이 규정은 2002.3.1. 민사 및 상사 사건에 있어 재판 관할 및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명령(EuGVVO) 제27조로 대체되었다. 
1171) EuGH NJW 2003, 2596.
1172) 日最判 1988(昭 63).3.15. 民集 42-3,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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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소송을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231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는 점, 

⑤본건 자동채권의 성질 및 본안 소송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본안소송과 병행하여 본건소송에서 항변의 제기를 허용하

지 않아도 피고에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1173)1174)

(3) 우리나라의 논의

대법원은 소제기가 이미 있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한 사

안에서 상계항변이 제기된 절차로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와 소송경제를 위하여 바람직하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계항변

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1175) 이에 대하여 상계의 항변을 통

해 얻어지는 결과는 제소의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미 제

소한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상계의 항변은 부적법 각하해야 하고, 상계의 항

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다시 별소로 주장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는 견해,1176) 상계항변은 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중복제소로 볼 수 없다는 견

해,1177) 상계항변이 예비적이면 후소를 허용하고 무조건적이면 중복소제기로 

처리하자는 견해가 있으나,1178) 다수설은 상계항변으로 제기한 반대채권에 

관하여 전면적으로 별도의 소권행사를 막으면 피고의 권리보호의 길이 막히

게 되어 가혹하다고 하여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상계항변이 제기된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이미 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상계가 논의되는 

절차에 병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1179)

1173) 그 후 같은 취지의 판결로 日最判 1991(平 3).12.17. 民集 45-9, 1435(별소에서 소

송물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소송에서 상계의 항변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
1174) 일본 학설의 입장은 신동기, “상계의 항변과 중복제소의 금지,” 456-458 참조.
1175) 大判 2001. 4. 27., 2000다4050, 공보 2001, 1234. 
1176) 김상수, 96; 조무제, “소송상 상계의 항변,” 106-107; 신동기, “상계의 항변과 중복

제소의 금지,” 468-469; 조정환, “상계항변과 중복제소의 금지,” 283.
1177) 송상현·박익환, 447.
1178) 호문혁, 156.
1179)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73;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268; 김홍엽, 322[상계항변

선행형과 상계항변후행형을 구별하여 논거를 전개하고 있다. 상계항변은 예비적 항변에 

불과하여 채택여부가 불분명하고 상계의 반대채권에 관해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소제

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반대채권을 소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고(상

계항변선행형), 전소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소송의 실정과 당사

자의 편의를 고려할 때 전소가 있더라도 상계항변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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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항변과 소제기는 구별되어야 하고 상계항변은 방어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판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제기와 같이 보아 중복제

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반대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소제기와 상계항변은 그 목적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

에 상계항변을 중복제소로 보아 각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반대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얻는 것과 상계의 수동채권을 소멸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는 것은 그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고 상계항변에서는 반대채권의 성

립 여부뿐만 아니라 양 채권의 상호대립성, 동종성 등도 검토하기 때문에 요

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자동채권에 관한 재판의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수동채권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다면 상계권 자체가 차단되어 실권될 수 있

고,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수동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다시 상계 문제

에 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소송 경제를 저해하여 당사자에게 과

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 양 소송에서 서로 모순되는 판결이 나올 가

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중복제소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이

러한 가능성을 재판부에서 감지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재판진

행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상계항변이 제기된 자동채권에 대하여 별소로 이를 청구하는 것도 허용하

여야 한다. 상계항변은 청구채권의 방어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대채권은 

청구채권의 금액에 한정하여 인정될 수 있고, 반대채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되어도 상계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반대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계항변으로 제기된 자동채권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서 심리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소송절차를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하

나의 절차에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아직 자동채권에 관하

여 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피고가 반대채권에 대하여 소제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소 제기를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법원에서는 일차적으로 반소의 제기나 이송 등 병합을 고려하여

항변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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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적절하지 않거나 기타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에는 전소의 기판력에 따라 후소에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전소에서 반대채

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상계항변을 판단하는 후소에서

는 반대채권이 성립한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반대로 전소에서 상계항변

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대채권을 청구하는 후소에서는 인용된 범위에서 청구

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상계로 인하여 반대채권은 소급하여 소멸

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무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알지 못하고 상계를 한 경우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앞에서 살펴보았다.1180)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1심에서는 상계항변을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소

멸시효항변을 한 사안에서 상계항변으로 채무자인 피고에게 시효이익 포기

의 효과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181) 상계항변은 주채무

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예비적 항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항소심

은 속심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같은 소송절차에서 하였다면 상계항변의 예비적 항변

의 성격상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먼저 고려하고 이 항변이 인용되지 않을 

때 비로소 상계항변을 고려하게 되고 이러한 것은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이 

비록 상계항변 보다 늦게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상계항변을 하였다

고 하여 수동채권을 승인하거나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항소심은 제1심에서 종결하였던 변론을 재개

하여 속행하는 것이므로(속심제)1182) 상계항변은 그것이 비록 제1심에서 제

기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제기된 항변에 대해서도 예비적 항변이 되어, 

항소심에서 제기된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먼저 고려한 후 이것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상계항변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

은 이러한 법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서 타당한 결론을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 

1180) 제3장 제3절 1. (1) 3) 참조.
1181) 大判 2013. 2. 28., 2011다21556, 공보 2013, 547.
118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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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

상계항변이 인용된 경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패소

하였으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원고의 청구 채권이 성립하였음이 인정된 것이므로 원고의 

소제기가 이유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

담하는 것이 판례와 일부 학설의 입장이다.1183) 이에 대하여 피고가 소송절

차 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원고가 모두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소송절차 중 상계 항변으로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청구채권과 반대채권의 금액 비율로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견해가 있다.1184)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98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99조). 제소 전에 이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는 처음부터 이유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계의 반대채권이 청구채

권과 견련관계가 없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제소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

이라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한 것이었고 제소 전에 상계를 예상하기도 어려

웠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이라고 판단된다. 상계항변이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

시를 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면 피고가 전체 소송비용 중 10-20% 정

1183) Hule, 480(483)(피고가 청구채권에 대해 형식적인 항변으로 방어하든지 청구채권의 

존재에 관한 실체법적 요건을 다투든지 아니면 청구채권을 변제나 상계를 통해 소멸시킬

지는 피고에게 맡겨져 있고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

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가 방어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위험을 정당

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원고는 소제기 시에 반대채권을 고려하여 상계를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소개하고 있다.); Michael 

Bydlinski, 183 ff(법률은 청구의 정당성에 기준을 두어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하고 있고 

개별 공격 방어 방법의 성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공격 방어 방법이 몇 개가 

작용하여 승소 또는 패소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청구채권

이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상계로 소멸하였거나 차이가 없다고 한다.); Dullinger, 205.
1184) Reiterer, 97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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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30% 정도를 부담하면 적당하지 않

을까 생각한다.1185)

제9장 결론

서로 마주보는 채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은 상계 법리를 적

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상

계를 넘어서서 충당과 공제에 해당하게 되고 채권양도나 압류에 의하여 제3

자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우선하여 채권 만족을 확보할 수 있다. 상계에 해당

한다 하더라도 양 채무가 같은 법률행위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동등하게 볼 

수 있어 서로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상계를 허용할 수 있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계

를 하여 대항할 수 있다. 국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채권을 가

지는 경우에는, 양 채권 사이에 업무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상

계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양 채무 사이의 관계에 비

추어 상계를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

토하여야 한다.

다툼이 있거나 이를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를 주장하는 것은 수동채권에 대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저지하

고 지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확실성이 결여된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 소송절차에서 이러한 상계가 주

장된 경우에는 상계에 관한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상계충당은 서로 마주 보는 채무가 하나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채무를 서로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순서로 상계를 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실제에 있어서 일회성 거래보다는 계속적 거래가 많고 일회

성 거래에서도 이자 및 비용 채무는 별도의 채무이기 때문에 상계충당의 상

1185) 하급심 판결 중에는 피고가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자신의 동업에 

따른 이익금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여 인용된 사안에서 상계 여부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인용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부담을 명한 것이 있다(울산지법 2012. 11. 28., 2011가단

27539 및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인 울산지법 2013. 4. 10., 2013나119). 원고의 청구 금

액 1억 600만원 중 상계 및 공제에 의하여 9000만원은 소멸하고 1600만원이 인용되었는

데 소송비용은 20%만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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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보다 일반적이다. 민법은 상계충당에 관해 변제충당 규정을 준용한다고

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변제충당의 경

우 변제자의 자기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변

제자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상계충당의 경우에는 피

상계자 역시 상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상계자는 단지 피상계

자 보다 먼저 상계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변제

충당과 같이 상계자에게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민법이 상계에 관하여 일차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다 세부적이고 

복잡한 사안에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견련성, 확실

성, 상계권 남용 등의 기준은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

안별로 사례를 만들면서 적용해 나가야 하고 상계가 문제되는 사례를 세부

적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상계에 관한 법리는 개별 사안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그 세밀하게 각각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구체적

인 타당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상계 사례의 해결

에 있어서 획일적인 법규정의 적용보다는 형평 내지 공평의 관점에서 타당

한 결과가 되는지 고민하여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크다.

본고에서는 상계의 의의, 요건, 효과, 제한 등 상계에 관한 제반 쟁점을 검

토하면서 타당한 법리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종래에는 개별 쟁점별

로 논의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으나 양 채무 사이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상

계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계의 전체 

틀 속에서 체결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는 상계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로마법 시

대에 이미 상호대립성, 동종성, 이행기도래, 확실성, 견련성 등 상계의 요건

이 거의 모두 논의되었고 이것이 중세를 거쳐 오늘날 각국의 상계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요 국가에서 상계의 요건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①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데(제495조), 이를 제척기간에 유추적용할 수 있

는가 논의에 관하여,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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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그 행사여부를 결정하여 법률관계를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를 원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이 규정의 유추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②외화채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국내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78조) 외화채무에 대한 상계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상

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적용을 긍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율기준시점

은 상계적상 시점이 아니라 상계의 의사표시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피

력하였다. ③쉽게 증명할 수 없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저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계에 확실성 요건을 요구하는 국

가들이 있는데 이러한 논의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고 여겨 소개하였다. 

④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제

434조) 채권자가 이러한 상계 가능 여부를 보증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이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

였다. ⑤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제3자 변제와 같이 상계를 할 수 있는가

에 관하여는, 상계의 상호대립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정하여야 한다. 물

상보증인이나 담보물의 제3취득자와 같이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

담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3자 상계를 인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담보

를 설정 받은 채권자가 오히려 채무의 현실이행을 받지 못하고 상계를 용인

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제4장에서는 상계의 제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①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채

권에 대한 상계 금지 규정에 관해 독일에서 채권자의 자력구제(사적 집행)를 

방지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고 그 적용범위에 이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이를 소개하였다. 특히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폭

넓게 규정하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위법행위에 의한 책임이라는 점에

서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이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안은 

대부분 불법행위책임에도 해당하게 되어 이 규정에 의해 이에 대해서는 상

계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고의를 

엄격히 해석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②국가채권의 상계에 

관해 외국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도 조세채권이나 벌금채권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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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상계는 제한되어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채권 사이에 업무의 동일

성이 인정되거나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③같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동등하

게 볼 수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는 이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데,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에 관하여 상계 요건을 완화

하는 예를 소개하고 우리도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 상계 문제를 바라볼 필요

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압류 및 채권양도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견련관계 있는 채무 사이의 상계기대는 폭넓게 보호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우월한 상계기대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압류 

또는 채권양도 시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상계

예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한, 상계로 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상계예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이미 발생한 채

권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행기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계로 압류 등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지만 장래 채권에 대하여는 현재 구체화된 거래에 국한

하여 대상으로 할 수 있고 현재 있지도 않은 거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상계예약은 그 효력을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제6장에서는 상계의 소급효에 여러 국가의 입장을 소개하였고 최근 부각

되고 있는 상계의 장래효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상계충당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변제충당 규정을 적용하여 상계자에게 우

선권을 주되 그 결과 공평을 해치는 경우에는 상계권 남용으로 보아 법정충

당 또는 이행기도래 순서 기준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7장에서는 법률상 상계의 요건은 충족하지만 형평의 관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상계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이론을 통하여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하였

다. 

제8장에서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소송결과에서 상계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소송상 상계는 예비적 상계로서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소송외에서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여전히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

다고 보았고, 상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변론종결 시까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보았고,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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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은 소제기로서 취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상계에 대하여는 연혁적, 비교법적으로 많은 자료가 있다. 우리나라도 최

근 대법원에서 다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학계

의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계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관하면서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노력은 부족한 편이다. 상계의 제반 요소는 

민감하게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유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본고를 통해 상계 전반을 조망하고 향

후 보다 나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308 -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郭潤直 編輯代表, 民法註解[I], 1992. [민법주해[I]/필자]

郭潤直 編輯代表, 民法註解[II], 1992. [민법주해[II]/필자]

郭潤直 編輯代表, 民法註解[VIII], 1995. [민법주해[VIII]/필자]

郭潤直 編輯代表, 民法註解[X], 1995. [민법주해[X]/필자]

郭潤直 編輯代表, 民法註解[XI], 1995. [민법주해[XI]/필자]

郭潤直 編輯代表, 民法註解[XVIII], 2005. [민법주해[XVIII]/필자]

金曾漢 編輯代表, 註釋債權總則(下), 1984. [주석채권총칙(하)]

金龍潭 編輯代表, 註釋民法[民法總則(1)](第4版), 2010. [주석민법[민법총칙(1)]/필자]

金龍潭 編輯代表, 註釋民法[民法總則(2)](第4版), 2010. [주석민법[민법총칙(2)]/필자] 

金龍潭 編輯代表, 註釋民法[民法總則(3)](第4版), 2010. [주석민법[민법총칙(3)]/필자]

金龍潭 編輯代表, 註釋民法[物權法(3)](第4版), 2011. [주석민법[물권법(3)]/필자]

朴俊緖 編輯代表, 註釋民法[債權總則(2)](第3版), 2000. [주석민법[채권총칙(2)]/필자]

朴俊緖 編輯代表, 註釋民法[債權總則(3)](第3版), 2000. [주석민법[채권총칙(3)]/필자]

朴俊緖 編輯代表, 註釋民法[債權各則(1)](第3版), 1999. [주석민법[채권각칙(1)]/필자]

朴俊緖 編輯代表, 註釋民法[債權各則(5)](第3版), 1999. [주석민법[채권각칙(5)/필자]

朴俊緖 編輯代表, 註釋民法[債權各則(6)](第3版), 2000. [주석민법[채권각칙(6)/필자]

朴俊緖 編輯代表, 註釋民法[債權各則(8)](第3版), 2000. [주석민법[채권각칙(8)/필자]

孫珠瓚·鄭東潤 編輯代表, 註釋商法[總則·商行爲(1)](第3版), 2002. [주석상법[총칙·상행

위(1)/필자]

閔日榮/金能煥 編輯代表, 註釋民事訴訟法(2), 제7판, 2012. [주석민사소송법(2)/필자]

姜台星, 民法總則(第5版), 2013. [강태성, 민법총칙]

곽윤직·김재형, 제9판 민법총칙(민법강의 I), 2013.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郭潤直, 物權法(第七版), 2002. [곽윤직, 물권법]

郭潤直, 債權總論(第六版), 2003. [곽윤직, 채권총론]



- 309 -

金大貞, 민법총칙, 2012. [김대정, 민법총칙]

金大貞, 債權總論(改訂版), 2007. [김대정, 채권총론]

김상수, 민사소송법, 2013. [김상수]

김상용, 채권총론, 2009. [김상용, 채권총론]

김용진, 제5판 실통본 民事訴訟法, 2008. [김용진]

金疇洙, 債權總論, 1984. [김주수, 채권총론]

金曾漢·金學東, 第6版 債權總論, 1998. [김증한·김학동, 채권총론]

金亨培, 第2版 債權總論, 1998. [김형배, 채권총론]

김홍엽, 민사소송법(제3판), 2012. [김홍엽]

노동법실무연구회 편, 勤勞基準法註解[III](2010). [근로기준법주해[III]]

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민법안심의록, 

상권]

법무부,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2009.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집행총론-, 2003.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

法制處, 이탈리아 民法典, 1986. [이탈리아 민법전]

孫珠瓚, 商法(上), 第15補訂版, 2004. [손주찬]

송덕수, 채권법총론, 2013. [송덕수, 채권법총론]

宋相現·朴益煥, 민사소송법(신정6판), 2011. [송상현·박익환, 민사소송법]

송옥렬, 商法講義, 제3판, 2013. [송옥렬]

이시윤, 新民事訴訟法(제7판), 201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 新民事執行法(第6版), 2013. [신민사집행법]

李英俊, 民法總則(全訂版), 1995. [이영준, 민법총칙]

______, 物權法民(全訂新版), 2009. [이영준, 물권법]

李銀榮, 民法總則(改訂版), 2000. [이은영, 민법총칙]

      , 第4版 債權總論, 博英社, 2009. [이은영, 채권총론]

李哲松, 第12版 商法總則·商行爲, 2013. [이철송]

梁彰洙, 2008년판 독일민법전-총칙ㆍ채권ㆍ물권, 2008. [양창수, 독일민법전]

양창수·김재형, 민법 I 계약법, 2010. [양창수·김재형, 계약법]

양창수·권영준, 민법 II 권리의 변동과 구제, 2011. [양창수·권영준, 권리의 변동과 구제]

鄭東潤·庾炳賢, 民事訴訟法, 2005.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 310 -

鄭東潤, 商法(上), 제5판, 2010. [정동윤]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5판, 2012. [정찬형]

崔基元, 第19版 商法學新論(上), 2011. [최기원]

최병조, 로마법강의, 박영사, 1999. [최병조]

玄勝鍾・曺圭昌, 로마法, 1996. [현승종·조규창]

胡文赫, 민사소송법(제10판), 法文社, 2012. [호문혁]

콘라트 츠바이게르트·하인 쾨츠, 양창수 옮김, 비교사법제도론, 1998. [비교사법제도론]

2. 논문

강기탁, “임금전액지급원칙과 임금에 대한 상계계약의 유효성,” 노동판례 비평 제6호

(2002.09). [강기탁, “임금전액지급원칙과 임금에 대한 상계계약의 유효성”]

김용진, “퇴직금 월할지급 약정의 효력과 관련 쟁점-대상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전원합의체)-,” 외법논집 제35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김용진, “퇴직금 월할지급 약정의 효력과 관련 쟁점”]

김홍영,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노동법연구 제24호(2008년 상반기), 서

울대 노동법연구회. [김홍영,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

金炳宰,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요건,” 민

사판례연구 X, 民事判例硏究會, 1988. [김병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요건”] 

김상중, “송금인의 수취인 착오로 이루어진 계좌이체에 따른 반환관계,” 고려법학 제

55호, 2009. [김상중, “송금인의 수취인 착오로 이루어진 계좌이체에 따른 반환관

계”]

김상수, “압류와 상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60호(2012.9). [김상수, “압류와 

상계”]

김선정, “약관대출에 관한 법적 고찰,” 보험학회지 제59집, 2001. [김선정, “약관대출

에 관한 법적 고찰”]

金時秀, “被押留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한 第3債務者의 相計,” 대법원판례해설 10號 (88

년 하반기) (89.12). [김시수,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상계”]

金煐晋, “支給이 禁止된 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 민사판례연구 XXXV, 2013. 

[김영진, “지급이 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311 -

金恩娥, 指名債權讓渡에 있어서 ‘異議를 留保하지 아니한 承諾’에 관한 硏究, 서울大學

校 碩士學位論文, 2008 [김은아]

金仁銖, “事故申告擔保金으로서 預託된 別段預金의 性質과 위 別段預金返還債權을 受動

債權으로 한 相計의 效力,” 대법원판례해설 제11호. [김인수, “사고신고담보금으로서 

예탁된 별단예금의 성질과 위 별단예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金載亨, “유엔債權讓渡協約의 國內法的 受容問題,” 유엔채권양도협약 가입과 국내 입

법,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 제1호, 2006. [김재형, “유엔채권양도협약의 국내법적 

수용문제”]

      , “2000년대 民事判例의 傾向과 흐름-債權法,” 民事判例硏究 XXXIII-(下), 

2011.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채권법”]

      ,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民事裁判의 諸問題, 第20卷, 2011.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 “2011년 민법 판례 동향,” 民事裁判의 諸問題, 第21卷, 2012. [“2011년 민법 

판례 동향”]

      , “2012년 민법 판례 동향,” 民事裁判의 諸問題, 第22卷, 2013. [“2012년 민법 

판례 동향”]

金濟完, “債權者 代位權의 行使로 債權者가 直接 辨濟의 受領을 한 경우 相計에 관한 

考察-債權者代位權의 簡易債權推尋制度로서의 實用性의 측면에서-,” 安岩法學 제13

호, 2001. [김제완, “채권자 대위권”]

김진환,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재판실무연구 

2012(2013.1). [김진환,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金昌模, “錯誤로 수인을 잘못 지정하여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예금채권이 성립하

는지 여부,” 民事判例硏究 XXXI, 2009. [김창모, “착오로 수인을 잘못 지정하여 계

좌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예금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김형두, “생명보험약관에 기한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 사법(2호), 2007. [김형두, 

“생명보험약관에 기한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

金炯錫, “第三者의 辨濟·求償·不當利得,” 서울大學校 法學(第46卷 第1号), 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2005. [김형석, “제3자의 변제·구상·부당이득”]

      , “양육비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부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

여,” 家族法硏究 21卷3號(2007.12). [“양육비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 312 -

睦榮埈, “建物買受請求權의 行使時期,” 司法行政 第37卷 第8號(96.8). [목영준, “건물

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문영화, “서울보증보험의 사채보증보험계약상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권 

행사,” 『BFL 제7호』(2004.09),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문영화, “서울보증보험

의 사채보증보험계약상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권 행사”]

朴寬根,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한 다음 이른바 하자 확대손해로 인한 손해배

상채무 등도 발생한 경우, 도급인이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내세워 상계로써 대항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57호, 2006. [박관근, “확대손해로 인한 손

해배상채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박규용, “19세기 獨逸民法制定의 背景과 過程,” 민사법이론과 실무, 제5집, 2002. [박

규용, “19세기 독일민법제정의 배경과 과정”]

朴賢晶, “프랑스 민법학상 신의칙(bonne foi)에 관한 연구,” 서울大學校 法學博士學位

論文, 2006. [박현정]

徐敏, 債權讓渡에 관한 硏究, 서울大學校 法學博士學位論文, 1985. [서민]

宋基錫, “賃借人이 제기한 土地引渡 및 建物撤去請求訴訟에서 賃借人이 建物買受請求

權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敗訴確定된 후, 賃借人이 別訴로써 建物買受請求權을 행

사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지법 재판실무연구, 1996. [송기석, “임차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패소확정된 후, 임차인이 별소로써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申東基, “相計의 抗辯과 重複提訴의 禁止,” 판례연구 7집, 1997. [신동기, “상계의 항

변과 중복제소의 금지”]

申東鉉, “民法上 損害의 槪念-不法行爲를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法學博士學位論文, 

2010. [신동현]

沈俊輔, “벌금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49號 (2004 상반

기) (2004.12). [심준보, “벌금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부”]

安法榮, “外貨債權과 換差損의 賠償 : 大法院判決의 批判的 檢討와 比較法的 解釋論의 

構成,” 法實踐의 諸問題; 東泉金仁燮辯護士華甲紀念論文集, 博英社, 1996. [안법영, 

“외화채권과 환차손의 배상”]

梁彰洙, “債權者의 保證人에 대한 配慮義務에 관한 序說-獨逸民法을 중심으로 한 立法



- 313 -

例-”. 民法硏究. 第6卷, 2001. [양창수,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배려의무에 관한 

서설”]

      , “破産節次上의 相計,” 民法硏究, 第7卷, 2003. [“파산절차상의 상계”]

      , “將來債權의 讓渡,” 民法硏究, 第7卷, 2003. [“장래채권의 양도”]

      , “銀行去來와 相計,” 金融去來法講義(金建植•南孝淳 編), 1999. [“은행거래와 

상계”]

      , “債權押留에서 제3채무자가 債務者에 대한 反對債權에 기한 相計로서 押留債

權者에게 대항할 수 있는 範圍,” 考試硏究 27卷 11號(320號)(2000.11). [“채권압류

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에 기한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

      , “상계적상,” 월간고시 19권 7호(222호), 1992. [“상계적상”]

      , “1993년 민법 판례 개관,” 민법연구 제3권, 2006. [“1993년 민법 판례 개관”]

吳官錫, “銀行의 事故申告擔保金과 相計,” 民事判例硏究 XVII, 1995. [오관석, “은행의 

사고신고담보금과 상계”]

吳金錫, “相計權의 行使가 信義則에 反하거나 相計에 관한 權利濫用에 該當하기 위한 

要件,” 大法院判例解說(第44号), 2003. [오금석,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

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오시영,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상계의 효력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08다97218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53호(2011.3). [오시영, “부진정연

대채무자 중 1인의 상계의 효력에 대한 고찰”]

吳興祿, 支給人의 受取人 錯誤에 의한 支給移替時의 法律問題의 解決-특히 日本에서의 

論議를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法學碩士學位論文, 2009. [오흥록]

吳泰憲, 相計契約-契約에 의한 相計, 相計에 관한 契約-, 서울大學校 法學碩士學位論

文, 2007. [오태헌]

尹錫鍾,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21호, 

1994. [윤석종,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尹眞秀, “虛僞表示와 第3者,” 民事判例硏究[XXIX], 2007. [윤진수, “허위표시와 제3자”]

      , “2007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서울大學校 法學 第49卷 第1号, 2008. 



- 314 -

[“2007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법률신문 3544호(2007.4.9.).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李恭炫, “外貨債權의 辨濟,” 民事判例硏究 XIV, 1992. [이공현, “외화채권의 변제”]

李東珍, “月給에 포함된 退職金 지급의 효력과 賃金債權 相計制限의 範圍,” 民事判例

硏究[XXXIII-(上)], 2011. [이동진,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의 효력과 임금채권 

상계제한의 범위”]

李範柱, “轉付命令과 相計抗辯,” 裁判의 한 길 : 金容俊 憲法裁判所長 華甲記念論文集, 

1998. [이범주, “전부명령과 상계항변”]

      , “民法 第498條와 相計豫約-押留와 相計의 優劣의 側面에서-,” 민사재판의 제

문제 제2권. [“민법 제498조와 상계예약]

이병준, “원인관계가 없는 착오송금된 금액에 대한 수취은행의 상계권제한,” 경영법률 

제21집 제2호(2011.1). 

이상주, “압류된 채권에 대한 상계의 허용요건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

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 司法發展財團, 2012. [이상주, 

“압류된 채권에 대한 상계의 허용요건] 

李相泰, “物上保證人의 相計援用權,” 고시연구(97.11). [이상태, “물상보증인의 상계원

용권”]

李相勳, “押留된 債權과 相計,” 司法硏修院 敎授論文集 第5集 淸硏論叢, 2008. [이상

훈, “압류된 채권과 상계”]

李英秀,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상계,” 사법논집 제4권

(1973.12). [이영수,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상계”]

이주원, “횡령죄에 있어서의 상계충당과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안암법학 제30호, 

2009. [이주원, “횡령죄에 있어서의 상계충당과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이영배, “퇴직금 선지급의 법적 효력,” 노동법논총 제21집(2011.4), 비교노동법학회. 

[이영배, “퇴직금 선지급의 법적 효력”]

李海鎭, “事故申告 擔保金에 대한 相計와 權利濫用,”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제7

집, 1994. [이해진, “사고신고 담보금에 대한 상계와 권리남용”]

임상민, “상계와 채권 압류의 우열,” 判例硏究 第24輯(2013). [임상민, “상계와 채권 

압류의 우열”]



- 315 -

田炳西, “相計權의 標準時 後의 行使,” 判例月報 347號(1999.8). [전병서, “상계권의 

표준시 후의 행사”]

鄭東潤, “압류와 상계,” 변호사 제7권, 1976. [정동윤, “압류와 상계”]

趙武濟, “訴訟上 相計의 抗辯,” 사법논집 제12집, 1981. [조무제, “소송상 상계의 항

변”]

조정환, “상계항변과 중복제소의 금지,” 裁判과 判例 제20집, 대구판례연구회, 2011. 

[조정환, “상계항변과 중복제소의 금지”]

진성철,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재판과 판례 14집』(2006.01), 대구판례연구회. [진성철,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崔秉祚, “로마法上의 相計-學說彙纂 제16권 제2장(相計에 관하여) 譯註 포함-,” 서울

대학교 法學 제43권 제1호, 2002. [최병조, “로마법상의 상계”]

河京孝, “임금(채권)의 보호 내용과 그 해석에 관련된 문제점,” 高麗法學 제36호

(2001). [河京孝, “임금(채권)의 보호 내용과 그 해석에 관련된 문제점”]

하경효,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효력과 분할 지급된 금원의 성격,” 고려법학 제63호

(2011). [하경효,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효력과 분할 지급된 금원의 성격”]

한삼인, “2012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人權과 正義 제432호(2013.3). [한삼인, 

“2012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洪晙豪, “指名債權讓渡에 대한 異議保留 없는 承諾의 效果와 相計抗辯의 斷切 與否,” 

民事判例硏究 제23권, 1999. [홍준호,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와 상계항변의 단절 여부”]

II. 독일어 문헌

1. 독일

Beck’scher Online-Kommentar, ZPO, 11. Ed. 1. 1. 2014. 
[BeckOK/Bearbeiter, §○○ ZPO]

Stauding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 164-240, 
2011. [Staudinger/Bearbeiter]

Stauding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 397-432, 
2012. [Staudinger/Bearbeiter]



- 316 -

Stauding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 362-396, 
2011. [Staudinger/Bearbeiter]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1, 6. 
Aufl., 2012. [MünchKomm/Bearbeiter]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2, 6. 
Aufl., 2012. [MünchKomm/Bearbeiter] 

Münchener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Band 1, 4. Aufl., 
2013. [MünchKomm/Bearbeiter, §○○ ZPO]

Musielak,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10. Aufl., 2013. 
[Musielak/Bearbeiter, §○○ ZPO]

Soergel, Bürgerliches Gesetzbuch, Bd 2: §§328-432, 12. Aufl, 1990. 
[Soergel/Bearbeiter]

Mugdan, Die gesamten Materialien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für 
das deutsche Reich, Vol II, 1899. [Mugdan II] 

Zöller, Zivilprozeßordnung Kommentar, 22. Aufl., 2001. 
[Zöller/Bearbeiter] 

Bydlinski, Peter,  "Die Aufrechnung mit verjährten Forderungen: 
Wirklich kein Änderungsbedarf?," AcP 196(1996). [Peter Bydlinski, 
"Die Aufrechnung mit verjährten Forderungen"]

Dernburg, Geschichte und Theorie der Kompensation nach 
römischem und neurem Rechte, 2. Aufl., 1965(1868판의 재간행). 
[Dernburg]

Deutsch, “Einschränkung des Aufrechnungsverbots bei vorsätzlich 
begangener unerlaubter Handlung,” NJW 1981, 735. 

Dietrich, Peter, “Die Aufrechnungslage,” AcP 170 (1970). [Dietrich, 
“Die Aufrechnungslage”]

Enneccerus/Lehmann,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15. Aufl., 1958. 
[Enneccerus/Lehmann]

Esser/Schmidt,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Entstehung, Inhalt 
und Beendigung von Schuldverhältnissen, Ein Lehrbuch, 8. Aufl., 
1995. [Esser/Schmidt]

Gernhuber, Die Erfüllung und ihre Surrogate sowie das Erlöschen 
der Schuldverhältnisse aus anderen Gründen, 2. Aufl., 1994. 



- 317 -

[Gernhuber]
Heller, “Der Ausschluss der Aufrechnung,” AcP 207 (2007). [Heller, 

“Der Ausschluss der Aufrechnung”]
Herbsleb, Die Aufrechnung im Verwaltungsrecht, jur. Diss. Münster 

1968. [Herbsleb]
Jacobs/Schubert, Die Beratung des Bürgerlichen Gesetzbuchs,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I, 1978. [Jacobs/Schubert]
Kegel, Probleme der Aufrechnung: Gegenseitigkeit und Liquidität 

rechtsvergleichend dargestellt, 1938. [Kegel]
Kannengießer, Matthias N., Die Aufrechnung im internationalen 

Privat- und Verfahrensrecht-Mit vergleichender Darstellung 
ausgewählter europäischer Aufrechnungsrechte, 1998. 
[Kannengießer]

Kaser/Knütel, Römisches Privatrecht, 18. Aufl., 2005. [Kaser/Knütel]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I, 14. Aufl., 1987. [Larenz, 

Schuldrecht I]
Looschelders, Dirk, Schuldrecht Besonderer Teil, 2. Aufl., 2008. 

[Looschelders]
Luchterhand Reihe Alternativkommentare, Kommentar zur 

Zivilprozeßordnung, 1987. [Luchterhand Alternativkommentare]
Lüke/Huppert, “Die Aufrechnung,” Juristische Schulung(JuS) 1971. 

[Lüke/Huppert, “Die Aufrechnung”]
Mylich, Falk, Die Aufrechnungsbefugnis des Schuldners bei der 

Vorausabtretung einer künftigen Forderung, 2008. [Mylich]
Nikisch, Von Dr. Arthur, “Die Aufrechnung im Prozess,” Festschrift 

für Heinrich Lehmann, II. Band, [Nikisch, “Die Aufrechnung im 
Prozess”]

Pielemeier, Das Aufrechnungsverbot des §393 BGB-seine 
Entstehungsgeschichte und seine Bedeutung im geltenden Recht, 
Schriften zum Bürgerlichen Recht Bd. 109, 1988. [Pielemeier]

Pietzner, Rainer, “Grundfragen der Aufrechnung im öffentlichen 
Recht,” Verwaltungs-Archiv, 73. Band Heft 4, 1982. [Pietzner]

Saenger/Saenger, Zivilprozessordnung, Handkommentar, 3. Aufl., 
2009. [Saenger/Saenger]



- 318 -

Windscheid/Kipp, Lehrbuch des Pandektenrechts, Vols I and II, 9. 
Aufl., 1906(Nachdruck 1984). [Windscheid/Kipp]

2. 오스트리아

Bydlinski, Michael, Kostenersatz im ZivilProzeß, 1992. [Michael 
Bydlinski]

Dullinger, Handbuch der Aufrechnung, 1995. [Dullinger]
Schwimann ABGB Praxiskommentar, Band 6, 3 Aufl., 2006. 

[Schwimann/Bearbeiter]
Hule, “Zur Kostenentscheidung nach §43 Abs 1 ZPO,” ÖJZ 1973. 

[Hule]
Kerschner, “zur Aufrechnung bei Zession künftiger Forderungen,” 

Österreichisches Bankarchiv(ÖBA) 1989, 557. [Kerschner, “zur 
Aufrechnung bei Zession künftiger Forderungen”]

Koch, “Nochmals zur Aufrechnung bei Zession künftiger 
Forderungen,” ÖBA, 1989, 1160. [Koch, “Nochmals zur Aufrechnung 
bei Zession künftiger Forderungen”]

Mayrhofer, Heinrich, Das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I. System 
des österreichischen allgemeinen Privatrechts, 1986. [Mayrhofer]

Ofner, Der ur-entwurf und die Berathungs : Protokolle des 
Österreichischen Allgemein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1889. 
[Ofner] 

Reiterer, Die Aufrechnung: Funktionen und Rechtsnatur von 
Aussergerichtlicher Aufrechnung und Prozessaufrechnung, 1976. 
[Reiterer]

Rummel in Rummel, Allgemeinen bürgerlichen Gesetzbuch, 2. Band, 
2. Aufl., 1992. [Rummel/Rummel]

Dullinger in Rummel, Allgemeinen bürgerlichen Gesetzbuch, 2. Band, 
3. Aufl., 2002. [Rummel/Dullinger]

3. 스위스

Basler Kommentar Obligationenrecht I, 4. Aufl., 2007. [BSK OR 



- 319 -

I-Bearbeiter, 2007]
Basler Kommentar Obligationenrecht I, 5. Aufl., 2011. [BSK OR 

I-Bearbeiter]
Berner Kommentar zum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 Band VI, 

Art. 1-183 OR, 1941. [BK-Bearbeiter, 1941]
Berner Kommentar zum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 Band VI, 

Art. 120-126, 2012. [BK-Bearbeiter]
Peter Gauch/Viktor Aepli, Kommentar zum Schweizerischen 

Zivilgesetzbuch, Obligationenrecht, 1991 : [ZK-Aepli]
von Tuhr/Escher, Allgemeiner Teil des Schweizerischen 

Obligationenrechte, Band II, 3. Aufl., 1974. [von Tuhr/Escher]

III. 프랑스 문헌

Baudry-Lacantinerie/Barde, Traité théorique et pratique de droit 
civil, Des obligations, 3e éd., 1908. [Baudry-Lacantinerie et 
Barde]

Carbonnier, Droit civil. t. 4, Les obligations, 22e éd., 2000. 
[Carbonnier]

Hauser et Huet-Weiller, Traité de droit civil, La famille: Fondation 
et vie de la famille, 2 éd., 1993. [Hauser et Huet-Weiller]

Juris-Classeur Civil. Contrats et Obligations, Art. 1271 à 1381, 1994.
Malaurie/Aynès/Stoffel-Munck, Droit Civil. Les Obligations, 5e éd., 

2011. [Malaurie, Aynès, et Stoffel-Munck]
Ourliac et De Malafosse, Droit romain et ancien droit. Les 

obligations, 1957. [Ourliac et De Malafosse]
Terré, Simler et Lequette, Droit civil. Les obligations, 10e éd, 2009. 

[Terré, Simler et Lequette] 

IV. 영미 문헌

American Jurisprudence 2d. [Am. Jur. 2d]
Beale, Chitty on Contracts, Vol. 1, 30th edn, 2008. [Chitty on 

Contracts]



- 320 -

Derham, Rory, Derham on the Law of Set-Off, 4th edn, 2010. 
[Derham]

             , The Law of Set-Off, 3rd edn, 2003. [The Law of 
Set-Off, 3rd edn, 2003]

Fountoulakis, Christiana, Set-off Defenc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A Comparative Analysis, 2011. 
[Fountoulakis]

Goode, Commercial Law, 4th edn, 2010. [Goode]
Kidwell, “Set-off and Counterclaim,” Halsbury's Laws of England, 

Vol 42, 4th edn, 1999. [Kidwell]
Loyd, “The Development of Set-Off,” 64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Loyd, “The Development of Set-Off”]
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Research Group on EC 

Private Law(Acquis Group)(eds.),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Volume 2, 2009. [DCFR]

The 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II, 2003 [PECL]

Tigar, "Automatic Extinction of Cross-Demands: Compensatio from 
Rome to California," 53 Cal L. Rev.(1965). [Tigal]

Wood, Philip R, English and International Set-Off, 1989. [Wood]

V. 일본 문헌

(가나다 순)

加藤雅信, 新民法大系III 債権総論, 2005. [加藤, 債権総論]

加藤一郞 編, 注釋民法(12) 債權(3), 1970 [注釋民法(12)/필자]

菅野和夫, 勞動法 第七版, 2005. [菅野, 勞動法]

廣中俊雄,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 有斐閣, 1987. [廣中, 民法修正案(前三編)の

理由書]

________, 民法修正案(前三編)の理由書(オンデマンド版), 2004. [民法修正案(前三編)

の理由書(オンデマンド版)]

菊井康郞, “租稅債權と一般の 債權は 相殺できるか,” 租稅判例百選, 別冊ジユリスト 



- 321 -

第17号(1968.2.). [菊井, “租稅債權と一般の 債權は 相殺できるか”]

淡路剛久, 債権総論, 2002. [淡路, 債権総論]

林良平/石田喜久夫/高木多喜男, 債権総論(改訂版), 靑林書院, 1982.[林/石田/高木, 債

権総論]

林良平, “判例批評,” 民商法雜誌 36-3. [林, “判例批評”]

米倉明, “相殺の担保的機能,” 民法の爭點II, 1985. [米倉, “相殺の担保的機能”]

民事法硏究會編集部,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検討事項, 2011. [民法(債権関係)

の改正に関する検討事項]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集 第1集<第2卷>-第7回~第10回会議 議事錄と部会資料-, 商

事法務, 2011.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集 第1集<第2卷>]

民 法 ( 債 権 関 係 ) の 改 正 に 関 す る 中 間 試 案 . 

<www.moj.go.kr/shingi1/shingi04900184.html> [중간시안]

木南敦, 吳振込と預金の成否, 金融法務事情, No. 1455,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996. 

[木南敦, “吳振込と預金の成否”]

法典調査会民法議事速記錄三, 日本近代立法資料叢書3, 商事法務硏究会, 1984. [法典

調査会民法議事速記錄三]

四官和夫, 判批, 法協 89-1, 1972. [四官, 判批]

山崎良子, “相殺禁止特約に反する相殺が有效と認められた事例,” ジュリスト No. 

521(1972.12.1.). [山崎, “相殺禁止特約に反する相殺が有效と認められた事例”]

森田修, 債権回收法講義, 有斐閣, 2011. [森田, 債権回收法講義]

石川吉右衛門, “賃金の‘全額払’についての疑問,” 兼子一先生還暦記念·裁判法の諸問題

(下). [石川, “賃金の‘全額払’についての疑問”]

小杉茂雄, “いわゆる＇債権譲渡と相殺＇についての一考察,” 判例タイムズ臨時增刊 

613号. [小杉, “いわゆる＇債権譲渡と相殺＇についての一考察”]

我妻栄, 新訂 債権総論, 1964. [我妻, 債権総論]

於保不二雄, 債権総論, 1959. [於保, 債権総論]

伊藤進, 債権消滅論, 私法硏究著作集 第7卷, 信山社, 1996. [伊藤, 債権消滅論]

塩崎勤, 相殺の担保的效力, 担保法大系 第5卷. [塩崎勤, 相殺の担保的效力]

奥田昌道, 債権総論(増補版), 1992. [奥田, 債権総論]

前田達明, 口述 債権総論, 1993. [前田, 債権総論]

前田達明, 史料民法典, 2004. [前田, 史料民法典]



- 322 -

潮見佳男, 債権総論[第3版]II-債権保全·回收·保証·帰属変更-, 信山社出版, 2005. [潮

見, 債権総論] 

中井美雄, 債権総論講義, 1996. [中井, 債権総論講義]

中田裕康, 債権総論, 2008. [中田, 債権総論]

平野裕之, プラクテイスシリーズ債権総論, 2005. [平野, 債権総論]

平野裕之, “押留·債権譲渡と相殺,” ジュリスト別冊 137号(民法判例百選II 第4版). [平

野, “押留·債権譲渡と相殺”]

平井宜雄, 債権総論(第2版), 1994. [平井, 債権総論]

下森定, “債権譲渡と相殺,” 法學セミナ 352号. [下森, “債権譲渡と相殺”]

好美淸光, “銀行預金の差押と相殺(上),(下),” 判例タイムズ 255号, 256号. [好美, “銀

行預金の差押と相殺(上),(下)”]



- 323 -

Abstract

Study of Set-Off

Gee Hwan KIM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t-off is a defense to discharge the obligations confronting 

each other. If two persons are bound to each other by 

obligations of the same kind both of which have become due, 

each obligor may make a set-off to the extent of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at of his obligation(Republic of Korea 

Civil Code Article 492 (1)). 

Even though set-off is one way to extinct claim just like 

performance,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m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set-off does not consider the 

difference of economic values between the obligations, 

extinguishing the obligations to the extent of the same 

amount. Second, it is not the requirement for the effect of 

set-off that the cross-claim is ascertained as to its existence 

or its value, so that set-off is available when there is a 

dispute towards the existence or the amount of the 

cross-claim, such as damages claim caused by car accident. 

As a result, it could be delayed to discharge the principal 

claim(i.e. the claim against the person declaring se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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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setting it off with an unascertained cross-claim. Third, 

because set-off discharges the obligations to the extent of 

the same amount, a creditor of the principal claim does not 

receive the full amount of the claim unless the amount of a 

cross-claim is as big as or bigger than that of the principal 

claim. Forth, the creditor can not receive the real 

performance even though he may prefer it. 

For these reasons set-off is inferior to performance for the 

creditor of the principal claim. An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se inferiorities for regulating set-off issues.

Only three conditions are required for the set-off under 

Republic of Korea Civi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Civil Code”). Those are mutuality, obligations of the 

same kind, and claims du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till 

many Articles restricting set-off. The set-off system under 

Korean Civil Code was influenced by the advanced legal 

systems, especially those of Japanese and German Civil 

Codes which have their origin partly in the set-off system of 

French Civil Code but changed the basic principle of the 

method of set-off from ipso iure set-off(i.e. set-off is 

effective without declaration when the reciprocal claims due) 

to set-off by declaration. But it is still necessary to consider 

other requirements for set-off such as connectivity between 

the obligations or ascertainment of the cross-claim when 

dealing with some specific cases. 

The requirement of connectivity is satisfied when the object 

obligations arise from the same legal relationship or they are 

economically related with each other strongly enough to be 

regarded as coming out of the same legal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ligations is not th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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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et-off, and thus it is possible to set off the obligations 

not related to each other. Other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ustria, Swiss, and Japan do not require 

connectivity for the requirement of set-off either. But I 

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ligations of set-off is 

important in studying and understanding many issues 

concerning set-off, especially lifting set-off restrictions. 

Korean Civil Code Articles 496-498 prohibit set-off against 

any obligation arising out of intentional unlawful act, 

obligation of which attachment is prohibited, and obligation 

under garnishment order. But if the obligations of set-off 

are connected to each other, it is required to admit set-off 

regardless of these prohibitions, because the person 

declaring set-off has a great expectation towards setting off 

the principal obligation arising out of the same relationship 

with the cross-claim. And it is also unfair to enforce the 

debtor of the principal claim to perform the whole amount of 

the claim whereas he could not receive the performance for 

his own claim with its full amount. For example if the 

vendee(purchaser) is damaged by the defective product of 

contract but he should pay the whole amount of the price 

then it is unfair and violating his expectation towards the 

contract when he cannot receive the full amount of the claim 

for damages because the vendor does not have enough 

money to pay for it. 

This issue is amplified when it comes to the prohibition of 

set-off against obligation under garnishment order. Korean 

Civil Code Article 498 provides that “[a] third obligor under 

garnishment order may not set up against his obligee who 

requested such order any defense of set-off subsequently 



- 326 -

acquired by him.”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concerning set-off in Korea and Japan. But German Civil 

Code(BGB) Article 392 allows set-off with the claim of 

garnishee against the debtor(Garnishee Claim) only when it 

had been due at the time the garnishment order was served 

on the garnishee or the Garnishee Claim would become due 

not after the debtor’s claim against the garnishee(Debtor 

Claim) would become due, preventing controversies related 

with this issue. There are many Supreme Court decisions of 

Japan and Korea regarding this issue. The conclusive 

decision of Japanese Supreme Court is that the garnishee is 

permitted to use his Garnishee Claim to set-off against 

Debtor Claim unless he acquired it after the garnishment 

order. Japan has the same article as Korean Civil Code 

Article 498 and the position of Japanese Supreme Court 

about this issue is coherent with the literal reading of this 

Article. But Korean Supreme Court continues to have a 

different position from that of Japanese Supreme Court. It 

has the same position of German Civil Code Article 392 

which gives priority of set-off only when Garnishee Claim 

was due when the garnishment order was served or the 

Garnishee Claim would become due prior to Debtor Claim. 

Korean Supreme Court wants to limit the protection of 

set-off with Garnishee Claim because it is fair to consider 

the interest of both garnishor and garnishee in a balanced 

way. 

My legal analysis to this issue is that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cases of set-off into two groups. One is set-off 
between the connected claims which occurred from the same 
transaction(Group A). For example, the claim for medical 
services and the claim for damages during thos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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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red from the same contract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The other is set-off between claims not connected 
with each other, being occurred from different 
transactions(Group B). I think the expectation of garnishee 
in Group A should be respected. But the anticipation of 
garnishee in Group B needs not be protected unless the 
garnishee already had acquired the set-off right when the 
garnishment order was served, which means the Garnishee 
Claim was due at the time of service of garnishee order. 
Though this approach is very new in Japan and Korea, I am 
confident that it has many merits in real cases. First, set-off 
expectation of garnishee is completely coincidental if the two 
claims are not connected. For example, banks would have 
established security for their claims if they had wanted the 
set-off right to be protected from garnishment orders. Even 
though the banks had many ways to guarantee their claims, 
if they did not carry out measures, then this should not 
result in providing them the protection of set-off against 
garnishee order. Second, there are similar models in other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England. French Courts admit 
the role of connectivity of claims in the process of set-off, 
granting special protection to the set-off of connected 
claims. English Court has been approved the distinctive types 
of set-off, i.e. statutory set-off and equitable set-off. 
Equitable set-off requires connectivity between the claims 
and has a priority to assignee or garnishor when one of 
set-off claim was assigned or garnished even though the 
cross claim occurred after the assignment or garnishee order 
was served on debtor or garnishee.
This is an important part of this thesis(Chapter 5), but there 
are still many Chapters dealing with critical issues 
concerning set-off.
Chapter 2 deals with the history of set-off, showing the 
influence of Roman law set-off on the set-off syste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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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countries.
Chapter 3 shows the various kinds of set-off requirements 
in the legally advanced countries such as France, Italy, 
Germany, Austria, Swiss, England, and Japan, dealing with 
specific issues such as a set-off of the obligation of which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ecomes complete or a set-off of 
the obligation of foreign currency.
Chapter 4 deals with restriction of set-off. Set-off against 
obligation arising out of intentional unlawful act is 
prohibited by Korean Civil Code Article 496 but this Article 
is of too wide application so that it is greatly needed to limit 
coverage only to the extent of protecting from self execution 
as a result of exercising set-off. And set-off against 
government claims like penalty or tax should be prohibited if 
they and cross-claim do not have business-connection(for 
example, income tax claims can be cross-claimed only against 
overpaid income taxes).
Chapter 6 deals with set-off appropriation which should be 
regulated differently from performance appropriation 
because usually the recipient of set-off has the right to 
set-off as well. Thus, it is unfair to give the full superior 
power to the person declaring set-off first.
Chapter 7 deals with the abuse of right of set-off which is 
very important because Korean Civil Code permits set-off 
widely and it is needed to prohibit set-off in certain cases 
especially when a person acquire claim at a cheap price only 
to set-off against his own obligation. 
Chapter 8 deals with set-off during the civil procedure. 
Originally set-off could be asserted only on the civil 
procedure. Set-off declared after conclusion of oral 
procedure should not be allowed if it was available before 
the conclusion.  Set-off plea should not regarded as double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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