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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신기술 및 운송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국제

거래는 나날이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거래로 인하

여 발생하는 분쟁도 증가하게 되었고 그 분쟁에서 문제가 되는 사

안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 판결을 통해 자주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본 연

구의 주제인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사안이다.

국제거래에는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당

사자가 된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

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의 산정은 어느 국가의

통화로 할 것인지, 그리고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어떤 통화로 할 것

이며 만약 해당 통화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기의 환율을 적

용하여 환산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

울 것이다.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

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데 실패할 경우 소송이

나 중재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법률규정

이 존재하거나 법원의 일관된 태도가 확립되어 있다면 당사자들이

소송 또는 중재의 결과에 대해 훨씬 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민법에는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조문이

없다. 그런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과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 등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화채권만을 인

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과거 영국 법원이 취했던

것과 같은 태도인데, 본 연구는 과연 이렇게 원화채권만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실제 손해가 발생한 외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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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2장에서는 ‘손해배상’의 기초적인 내용 중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는데, 국제거래 중에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논의 및 도산과 이자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제3장에서는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하여

‘통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국제거래 관련 주요 국제규

범에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본

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5장과 제6장에서는 손해배상의 통화

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우리 법원과 외국법원의 태도를 비교한다. 제

6장에서 외국의 학설과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영국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 법원이 기존 입장으로부터의 획기적인 변화

(departure)를 나타낸 Miliangos 판결 전후 사정에 관하여 파악해보

고, 그 후에 다른 국가의 사례를 소개한다. 우리 법원이 외화채권으

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원화판결을 선고할 시에 전제

로 삼는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에 관하여도 제5장 전반부에서

논의한다. 제7장에서는 중재에서의 손해배상의 통화의 선택에 대한

접근방식을 파악해보고,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우리 법원이 ‘실제

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에 대한 고려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채권의 통

화를 외국 통화로 선택한 판결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직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판결들이

충분히 집적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태도가 이미 확립되었다고 단

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존 판결

에서 법원은 민법 제394조의 ‘금전’이 우리나라 통화를 의미하는 것

으로 보아 왔다. 따라서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

한 약정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채권이 외화채권으로 인정되지 않

는다. 그리고 민법 제394조가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는 경우, 예컨

대 그 준거법이 우리나라 법이 아닌 경우 등에서 외화채권이 인정

될 때에는 대체로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용하여 원화로 환

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해 왔다. 이는 문제가 된 사안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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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닌 경우에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는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법원이 자국통화로의 손

해배상만을 명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를

고려하는 것을 감안할 때 국제적인 추세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나아가 준거법이 우리나라 법인 사건에서 적용하던 법리 및

참조하던 판례를 준거법이 한국법이 아닌 경우에서까지 적용하고

참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준거법이 한국법일 경우에는 외

화도 해당 조항상의 ‘금전’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정말로 없는지, 그

리고 손해배상채권을 원화채권으로만 인정할 필요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이 손해배상의 통화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

는지부터 살피고, 준거법이 CISG인 경우에는 CISG의 해석론에 따

라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거래의 주된 당사자이자 훗날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될 위험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에게, 그리고 법정지

쇼핑(forum shopping)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매력

적인 법정지로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나라 법률가들에게, 본 연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한다.

……………………………………

주요어 : 손해배상채권의 통화, 외화채권,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

권, Miliangos 판결,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 CISG

학 번 : 2013-2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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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신기술 및 운송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국제

거래는 나날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세계는 점차 축소되

고 국경의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 물론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여전히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한다. 그리고 자국의 희생

을 요구하는 활동을 기피하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거래의 주체가 되는 개인 및 기업들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최

우선시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구태여 자국 기업 간의 거래만을 고집

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 국경의 중

대성이 예전과 같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제거래가 급격히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도 증가하게 되었고 그 분쟁에서 문제

가 되는 사안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 판결을 통해 자주 다

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연구의 주제인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사안이다.

국제거래에는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당

사자가 된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

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의 산정은 어느 국가의

통화로 할 것인지, 그리고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어떤 통화로 할 것

이며 만약 해당 통화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기의 환율을 적

용하여 환산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

울 것이다.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

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데 실패할 경우 소송이

나 중재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하므로 이에 관한 법률규정

이 존재하거나 법원의 일관된 태도가 확립되어 있다면 당사자들이

소송 또는 중재의 결과에 대해 훨씬 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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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우리 민법에는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조문이

없다. 그런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과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 등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화채권만을 인

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과거 Miliangos 판결1) 이

전에 영국 법원이 취했던 것과 같은 태도인데, 본 연구는 과연 이렇

게 원화채권만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실제 손해가 발생한

외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거래의 주된 당사자이자 훗날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될 위험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에게, 그리고 법정지

쇼핑(forum shopping)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매력

적인 법정지로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나라 법률가들에게, 본 연구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

다.

제2절 연구의 범위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

지 질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2) 첫째, 법원이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어떤 통화로 지급을 명해야 하는가? 둘째, 만약 손해의

산정의 기준이 된 외국통화가 아닌 법정지의 통화로의 지급을 명할

경우, 그 환산은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셋째, 그렇게 내국통화로의 환산을 할 때에는 어떤 환율을 적용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 중 첫 번째 사안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필요에 따

1) Miliangos v. George Frank (Textiles) Ltd [1976] AC 443 (이하
Miliangos 판결).

2) John Yukio Gotanda, Supplemental Damages in P rivate International
Law 4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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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두 번째 사안도 조금씩 다룰 예정이다. 세 번째 논의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며, 이 외에도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선고된 외화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본 논문이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우선

제2장에서는 ‘손해배상’의 기초적인 내용 중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대체로 국제거래 중에 발생하는 손해에 초점

을 둘 계획이며,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논의 및 도산과 이자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불법행

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을 규율하는

조항들이 준용되므로 어느 정도의 설명이 공유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이나, 본 논

문이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은 채무불이행, 즉 계약위반의 경우임을

밝힌다. 제3장에서는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하여 ‘통화’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한다. 민법 제376조에 따르면 만약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

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는데,3) 본 논문에

서는 이와 같이 통화가 강제통용력을 잃은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논의는 생략한다.

제4장에서는 국제거래 관련 주요 국제규범에 손해배상채권의 통

화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는데, 이 때 국제물품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이하 UNIDROIT Principles), 유럽계약법원

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PECL), 그리고 공통

3) 참고로 이 역시 임의채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절대적으로 일정

한 종류의 금전으로서만 급부할 것을 특약한 때에는 다른 통화로 지급

할 수 없고 정하여진 통화로만 지급하여야 유효한 변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는 곽윤직(편), 민법주해(VIII) 채권(1) (박영사, 2001)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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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DCFR)에

초점을 두어 검토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5장과 제6장에서는 손해배상의 통화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우리 법원과 외국법원의 태도를 비교한다. 제6장

에서 외국의 학설과 판례를 소개할 때에는 영국에 특히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영국 법원이 기존 입장으로부터의 획기적인 변화

(departure)를 나타낸 Miliangos 판결 전후 사정에 관하여 파악해보

고, 그 후에 다른 국가의 사례를 소개한다. 우리 법원이 외화채권으

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원화판결을 선고할 시에 전제

로 삼는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에 관하여도 제5장 전반부에서

논의한다.

제7장에서는 중재에서의 손해배상의 통화의 선택에 대한 접근방

식을 파악해보고,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우리 법원이 ‘실제로 손

해가 발생한 통화’에 대한 고려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채권의 통화를

외국 통화로 선택한 판결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본 뒤, 환영의 뜻을

전하며 마무리한다.

제2장 손해배상에 관한 기초이론

제1절 손해배상의 개념

1. 손해배상의 정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기초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

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우리 민법은 손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해두지 않았으므로 손해

가 무엇인지를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통상 법적으

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 즉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

우 이를 손해라고 한다.4)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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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이익일 것이고,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는 법익이나 권리에 대한 침해에서 오는 불이익을 가

리킬 것이다. 이는 ‘손해’라는 용어의 일상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여기에 법익에 대한 불이익의 측면에서 당사자의 비자발성

에 관한 논의까지 추가한다면 손해가 법익에 대한 모든 ‘비자발적’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손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손실’이 있는데, 손실은 법익에 불이

익을 입었으나 이것이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 쓰

이는 개념5)이며, 이 경우에는 배상이 아니라 보상의 대상이 된다.

또한 ‘비자발적’ 손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자의적’인 희생, 즉 ‘비

용’이 있다.6)

손해의 의의에 관하여는 전부터 차액설과 실질적 손해설이 대립

하고 있었으나,7) 재산적 손해는 차액설에 의하여 파악하는 것이 통

설이며,8) 판례 역시 차액설을 따른다.9)10) 차액설에 의하면 재산적

손해의 확정을 위해서는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현재의 재산상태와

가해원인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가정적인

재산상태의 차액을 밝혀야 한다. 즉 이는 개별 법익의 침해자가 그

법익 주체의 재산 전체에 미친 효과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지배적인 견해와 달리 채권자 또는 피해자의 재산

4)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6) 112면;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

사, 1996) 154면; 김형배, 채권총론 제2판 (박영사, 1998) 238면.

5) 가령 민법 제216조 제2항.

6) 지원림, 민법강의 제12판 (홍문사, 2014) 4-191.

7) 곽윤직(註 4) 113면.

8) 양창수 · 김재형, 민법I 계약법 (박영사, 2010) 427면; 곽윤직(註 4) 113

면.

9) 예컨대 대법원 1992. 6. 13. 선고 91다33070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

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

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0)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신동현, “민법상 손해의 개념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0) 47-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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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별하는 개별 법익에 입은 불이익에 초점을 두어 이를 손해라

고 하는 견해, 즉 구체적 손해설도 있다.11) 구체적 손해설 외에도

객관적 손해개념, 필요설, 추상적 손해산정론, 개별손해개념론, 규범

적 손해개념, 사실적·규범적 손해개념 등은 차액설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데,12) 이는 차액설이 극히 추상적이며13) 차액설만으로는 설

명할 수 없는 사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차액설

에도 그 한계가 있겠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의 매우 다양한 모

습과 관련하여 일정한 침해원인사실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를 통일

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는 점14)에서 (적어도 국제거

래와 관련하여는) 차액설에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거래의 당사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법익에 위와 같은 비자발적인 손해를 입었고 그러한 손해가 타인에

의하여 가해졌다면, 해당 당사자는 법률이 청구권의 기초를 제공해

주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우리 민법의 체계 내에서 손해배상의 의의

우리나라 민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할 경

우 채권자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그에 대하여 자신이 그 불이행으

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의 배상은 민법 제544

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계약의 해제권과 함께 채무불이행책임의 가

장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아래 제4절에서도 다루게 되겠지

만,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의 효과로서도 인정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393

조 내지 제399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식, 범위,

제한사유 등에 관하여 정하고 제763조에 따라 이들을 불법행위의

11) 지원림(註 6) 4-191.

12)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신동현(註 10), 23-41면.

13) 지원림(註 6) 4-191.

14) 위의 책 4-191.



- 7 -

경우에 준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제393조 이하의 규정은 원칙

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따라서 불

법행위 외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도 준용 또는 적어도

유추적용 될 수 있다.15) 실무상 권리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

을 시에 권리내용의 실현 및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의 회복의 실질

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및 불법

행위의 효과로서의 측면 외에 그 현실적인 기능에 있어서도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손해배상제도는 아래 제2절에서 설

명하게 될 손해의 전보 이외에도 예방의 기능, 제재적 기능, 이득금

지의 기능, 그리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기능을 한다.

민법의 체계 안에서 손해배상제도의 위치는 대체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측면과 채권관계의 전개과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16) 전자는 권리보호 또는 권리달성

추구라는 민법의 기본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손해배상청구

권은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함께 이에 해당

한다. 후자에는 강제이행청구권과 지연배상청구권, 그리고 강제이행

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전보배상청구권17)이 해당한다.

제2절 전보원칙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다.18)

원상회복주의는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

더라면 존재하고 있었을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손해가 발

생한 경우 원상회복이 가장 궁극적인 해결모습이라 할 수도 있겠으

나, 원상회복주의에서는 회복되어야 할 원래의 상태를 명확히 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상태를 명확히 하여 청구한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15) 양창수 · 김재형(註 8) 423면.

16) 위의 책 420면.

17) 이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가리킨다. 위의 책 422면.

18) 김형배(註 4) 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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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

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한편 금전배상주의는 손해를

금전으로 어림잡아 계산해서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케 하는 배

상방법이며,19) 이 경우 모든 손해가 금전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손

해를 일정금액으로 평가해서 받은 금전을 사용하여 채권자 스스로

원래 상태로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손쉽고 빠르다는 것이 장

점이다.20) 어느 주의를 취하느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국가별로

입장이 다르다. 우리 민법은 제394조에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

고 있다.21) 물론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

회복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으나,22) 대부분의

경우 원상회복보다는 금전배상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통상 손해배상은 이미 발생한 손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

라, 위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 즉 채권자

에게 생긴 법익상의 불이익을 메꾸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23) 이

미 발생한 손해를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현재 상

황을 ‘메워서’24) 마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회복을 하게 되

는 것이다. 이 때 적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의 전보는 배상

이 아닌 보상이라고 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모습의 전보적 손해배

상만을 인정하고 있다.25)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권리자가 손해배상

을 통하여 구할 수 있는 것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생기지

19) 곽윤직(註 4) 114면.

20) 위의 책 115면.

21) 독일은 민법 제249조 제1문에서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

나 실제로는 금전배상의 형태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

다.

22) 지원림(註 6) 4-217.

23) 양창수 · 김재형(註 8) 426면.

24) 곽윤직(註 4) 114면.

25) 오지용, 손해배상의 이론과 실무 개정판 (동방문화사, 20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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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더라면 있었을 상태의 회복26)에 그치므로, 영국법이나 미국법에

서 인정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우리 법에

서 인정되지 않는다.

제3절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원칙

위와 같은 전보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손해배상은 우선 채권

자27)의 구제, 즉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주된 목표로 한

다. 법역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처해있었을 상

황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완전배상(full compensation)의 원칙이 주장

되는 경우도 있으나,28)29) 우리나라는 제한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손해배상에 관하여 중요시되는 원칙으로서 공평하고

정확한 배상(fair and accurate compensation)의 원칙30)이 있다. 공

평하고 정확한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

지는 것을 의미할 것이니 그 개념상에 큰 차이는 없고 실제로 혼용

되기도 하나, 완전배상의 원칙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못 미치

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under-compensation)에 대

한 경계를 나타낸다면, 공평하고 정확한 배상의 원칙은 채권자 또는

26) 이러한 논리는 (적어도 영국에서) 많은 판례에 삽입되는데, 이를 처음

으로 언급한 사람은 Livingstone v. Rawyards Coal Co [1880] 5 AC 25
판결의 Blackburn 법관이다. 이 사건에서 그는 손해배상액을 ‘that sum

of money which will put the party who has been injured, or who

has suffered, in the same position as he would have been in if he

had not sustained the wrong for which he is now getting his

compensation or repar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Harvey McGregor,

McGregor on Damages 1-022 (18th Edition, Sweet&Maxwell, 2009).
27)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

28) Djakhongir Saidov, The Law of Damages in International Sales 172
(Hart Publishing, 2008).

29) 후술할 Miliangos 판결도 이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Vaughan Black,

Foreign Currency Claims in the Conflict of Laws 127 (Hart

Publishing, 2010).

30) Id.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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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발생하지 않

았을 때보다 더욱 큰 이익을 얻는 일(over-compensation)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관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당이득

의 금지를 내포하고 있으며,31) 채무자32)에게 귀속되는 배상책임을

합리적으로 획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손해배상채권의 통화를 정할 때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제3장에서 다룬다.

제4절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구별

1. 개념 및 원리에서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 발생원인 중 채무불이행,

즉 계약 위반의 경우를 다루는데,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와 함께 국

제거래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의미가 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관계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며,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다. 두 경우 모두 손

해를 전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리에는 차이가 없으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그 성질이 다

르다.

손해의 배상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처해

있을 상태로의 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개념을 생각할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기본적인 원리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우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계약의 위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즉 계약상 의무

31) 양창수 · 김재형(註 8) 425면.

32) 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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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채권자가 처해 있었을 가정적인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배상이 이루어지나,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므로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실제로 처해있던 상태(status quo ante)로의 회복을 그 목표로 삼게

된다.33)

또 다른 차이는 사전에 이루어진 약정의 존재여부에 있는데, 이러

한 약정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

에서는 존재하기 어렵다.34)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채권은 사전에 예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

이전에 피해자와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서로 무관계한 타인 사이이

므로35) 그 배상액의 산정의 기준시기 등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의 경

우처럼 유형화 또는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그

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권도 가지게 될 것이나36) 이와 관련한 청구권 경합에 관한

논의는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나아가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

위에 각각 적용되는 준거법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국제사법 제32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종속적 연결의 법리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계약관계가 있고 불법행위가 동시에 계약관계를 침해하는 때에는

계약의 준거법이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다

루게 될 사안 및 판결에서의 준거법은 대체로 채권준거법이 될 것

임을 미리 밝힌다.

2. 우리 민법 체계에서의 구별

33) McGregor(註 26) 19-003.

34) Id. 19-002.

35) 박준서(편), 주석민법 채권각론(6)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201면.

36) 양창수 · 권영준, 민법II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2011) 5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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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차이 때문에 손해배상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는 여

러 가지의 방법이 가능하다. 예컨대 독일민법의 경우와 같이 손해배

상책임의 발생 원인과 무관하게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통칙

규정(독일민법 제249조 내지 제256조)을 둘 수도 있고, 스위스채무

법의 경우와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당해 상황과 귀책사유의 정도를

평가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도록 할 수도 있

다.37)

우리 민법에는 독일민법에서와 같은 통칙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

지 않고, 스위스채무법에 있어서와 같이 법관에 의한 공통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38)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

행을 중심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 규정들의 대부분을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준

용하도록 하고 있다.39)40) 손해배상의 방법(민법 제394조)과 범위(민

법 제393조),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및 손해배상자의 대위(민법 제

399조)에 관한 규정이 불법행위에 준용되므로, 그 대부분이 불법행

위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41) 이러한 입법태도는 엄격한 의

미에서 독일민법의 입법례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사실상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37) 김형배(註 4) 238면.

38) 위의 책 238면.

39) 이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틀로써 손해배상

의 범위를 정하는데, 이러한 틀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 동일한 모

습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불법행위법에서도 통상손해 및 예견가능

한 특별손해가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양창수 · 권영준(註 36) 573면.

40)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389조에 따라

그 채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

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반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제이행에 상응하는 원상회복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유사하게 인정된다.

41) 다만 민법 제393조 2항을 불법행위법에 그대로 준용한다는 데는 문제

가 있다. 김형배(註 4)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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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42) 참고로 이와 같은 명문

의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던 구민법 아래에서도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다고 한다.43)

제3장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통화의 의의

제1절 일반개념의 정리

1. 통화

통화는 금전의 일종에 해당하나, 우리 민법에 금전의 의의에 관한

조항은 없다. 다만 대체로 재화나 급부의 교환 및 거래를 매개하고

그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경제학상의

이른바 화폐와 동일용어라고 할 수 있다.44) 나아가 법률적 지급수단

이 되기도 한다. 본 논문의 취지에 따라 설명하자면, 손해배상액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통화는 금전 중에서도 국가

가 법률로써 강제통용력을 인정한 것을 가리키며,45) 법정화폐 또는

법화와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46) 여기서 강제통용력이란 법률이 화

폐에 부여한 지급수단으로서의 통용력을 의미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진 화폐(법정통화)로는 화폐발행권을 가지는

42) 위의 책 238면.

43) 박준서(註 35) 196면.

44) 곽윤직(註 3) 162면. 통화의 본질과 법화의 의미를 포함한 전통적인 통

화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정순섭, “금전의 법적 측면에 대한 연구-‘지

급결제수단’의 다양화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

22집 제2권 (2009) 참조.

45) 한국은행법 제48조

통화는 국가가 법률로써 강제통용력을 인정하는 금전(화폐), 즉 법화를

말한다.

46) 곽윤직(註 3)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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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지폐)과 주화가 있다.47)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고유의 자국통화를

갖추고 있다. 물론 유럽 국가들이 유로화로 화폐를 통합하여 사용하

고 엘살바도르가 2001년부터 미국 달러만을 사용하는 등의 예외가

있기는 하나, 국가들마다 자국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따라서 통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치 및 정

책적으로도 한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요소이므로, 국가들은 외화판

결을 선고하는 데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여 왔다. 이 점

에 관한 논의는 후술하도록 한다.

통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바로 통화의 가치(value) 변동인데,

이것은 크게 내부적(internal) 가치의 변동과 외부적(external) 가치

의 변동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는 하나의 통화를 기준으로 해당 통

화의 구매력에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가리키고, 후자는 다른 통화

와의 상대적 가치 또는 국제적인 가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가

리킨다.48)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외화판결의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

기 위해서는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49)

2. 명목주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전은 그 액면가액에 의하여 통용되므로,

그것이 가지는 재화의 구매력이 변동함에 따라 그 실질가치50)가 내

부적으로든 혹은 외부적으로든 항상 변화한다. 금전채권의 경우 그

것이 성립한 시기부터 이행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그 정도

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 기간 동안 화폐의 실질적 가치가 변동하는

것은 당연히 예측가능하다.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이

47) 한국은행법 제47조, 제53조.

48) 이 둘 사이의 차이는 Saidov(註 28) 248-255 참조.

49) Id. 262.

50) 화폐가치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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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함이 없이 계약에 표시된 액면의 금전을 부동의 채권액으로

하는 것을 명목주의(nominalism)라고 한다. 이러한 명목주의의 근원

은 당사자 간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의를 존중하려는 의

도에 있다. 이러한 합의는 쌍방합의의 형태로 계약상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일방적인 형태로 법률 조항, 판결 또는 중재판정,

또는 유언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문명국가는 거의 예외 없이 명목주의를 금전

채권에 관한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고,51) 우리나라 역시 직접적인 명

문규정은 없으나 화폐나 금전채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연한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52) 게다가 금

전채권의 당사자는 금전의 실질적 가치가 어느 정도 변동할 수 있

음을 인지하고 예상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명목주의가

꼭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금전의 실질적 가치에 큰 변동이

생긴 경우, 특히 통화팽창(inflation)으로 인하여 금전의 실질적 가치

가 폭락한 경우에도 금전채권을 그 명목상의 가액으로 변제토록 하

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오늘

날 국제거래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통화로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명목주의의 무조건적인 적용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53) 

즉 금전의 명목주의는 하나의 통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single-currency transaction)54) 또는 화폐제도가 확립되고 금전의

51) Sir Lawrence Collins ed., Dicey, Morris and Collins on The Conflict
of Laws 36-005 (14th ed., Sweet & Maxwell, 2006).

52) 곽윤직(註 3) 166면. 이 외에도 명목설은 현대의 계약질서와 불가분적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 경제질서의 도구로서 간단하게 버릴 수 있는 것

이 아니며 이러한 원칙에의 개입은 계약사회, 나아가 시장경제체제의 변

질을 불가피하게 초래한다는 견해는 지원림(註 6) 4-59. 이 견해는 현재

여러 나라의 법원이나 입법자들이 명목설로부터의 이탈에 대하여 소극

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53) Ronald A. Brand, Exchange Loss Damages And The Uniform
Foreign-Money Claims Act: The Emperor Hasn't All H is Clothes,
23 Law & Pol'Y Int'L Bus. 1, 43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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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비교적 안정된 경우에는 합리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만

화폐가치가 급격하게 등락하는 경우에는 명목주의의 유지를 그대로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55)

제2절 외화와 외화채권

1. 외국통화56)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그 거래의 규모도 증가하다보니 법원 및 중

재판정부가 여러 개의 통화가 연관되어 있는 분쟁의 해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국가의 통화는 다른 국가에 외화가

될 것이므로, 외국통화, 외화채권, 그리고 손해배상에 있어 통화의

의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외국통화, 즉 외화는 우리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이 없다. 법률상 강

제통용력은 없지만 거래상 실제로 금전으로서 유통되는 것을 자유

화폐라고 하는데, 외화 역시 그 본질상은 자유화폐라고 할 수 있겠

으나 두 개념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57) 자유화폐의 경우 채

무자가 자유화폐로 변제하고자 할 경우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지만,58) 외화를 통한 변제는 채권자가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54) Id. 44.

55) 곽윤직(註 3) 172면. 다만 지원림(註 6) 4-59에 의하면 과도한 인플레

이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특수한 경우에 법원으로

하여금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명목설의 경직성을 조절하는 판결

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관

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1955. 9. 22. 선고 4286민상161 판결(“현행법의

해석으로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이 있으며, 금전채무 일반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관한 판결은 아

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56) 외국환거래법 제3조 1항 2호

“외국통화”란 내국통화 외의 통화를 말한다.

57) 곽윤직(註 3) 164면.

58) 위의 책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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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기 때문이다.59)

2. 외화채권

세계공통으로 통용되는 통일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한 금전채권의

이행을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화폐는 항상 어느 특정국의 통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이 통화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외화가 된다. 그러한

외국의 통화 내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외국금전채

권 또는 외화채권이라고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2호는

외화채권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

는 채권’이라고 함으로써 그 개념을 민법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으

나, 통상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만이 민법에서 말하는 외화채권에

해당할 것이다. 내국금전채권과 마찬가지로 외화채권도 다시 외국금

액채권, 외국금종채권, 특정외국금전채권 및 종류외국금전채권 등60)

으로 나뉜다.

민법은 외화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 즉 민법 제377조와 민법 제

378조를 두고 있으므로 민법은 외화채권을 금전채권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61) 하지만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외국의 통화

는 우리나라에서 통화로서의 효력 및 강제통용력이 없으므로 외화

채권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금전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학설은 외화채권이 금

전채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에는 특별한 이론을 제기하지

59) 이는 민법 제377조와 제378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60) 외국금전채권도 특정물채권이나 종류채권일 수 있다(가령 갑이 자기가

소장하던, 1963년 발행 50센트짜리 주화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특정물인 이 주화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외국금전채

권을 취득한다. 만일 갑이 이러한 주화를 하나 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면, 종류외국금전채권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

는 생략한다.

61) 곽윤직(註 3) 171면. 이것은 급증하는 국제거래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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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으며, 민법학자들은 이를 전제로 외화채권을 설명하고 있

다.62)

가. 금전채권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금전채권이라고 하며 금전

채권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63) 일반적으

로 금전채권이라고 할 때에는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

는 채권, 이른바 금액채권을 의미하는데,64) 이는 당사자 간에 특약

이 없는 한 채무자가 각종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금전의 상품성(money as a commodity)을 긍

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한다.65) 이러한 상품성 이론(commodity

theory)에 관한 견해는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첫 번째로 해당 이

론을 긍정하는 견해는 환거래나 통화선물거래 등에서는 금전 또는

통화가 직접 거래의 대상이 되어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본다.

금전 또는 통화는 일반 매매거래에서 통상 거래의 수단으로서 기능

하게 되는데, 그러한 기능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견

해를 따르자면 환거래나 통화선물거래 등 통화 자체를 대상으로 하

는 거래에서는 (외화를 포함한) 통화가 금전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민법상 금전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통화가 금전인지 아니면 상품인지

에 대한 이러한 분류 자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 개별 상황에 따

라 적합한 법적 효과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금전과 상품

으로 분류하는 데 의의가 없다는 것이다. 양측에서 서로 다른 입장

62) 위의 책 175면.

63) 지원림(註 6) 4-54.

64) 곽윤직(註 3) 165면.

65) 금전의 상품성에 관한 아래의 논의는 정순섭(註 44) 252-254면, 그리고

Charles Proctor ed., Mann on the Legal Aspect of Money 1.53,
1.61-1.66 (17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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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함은 분명하나 결과적으로 두 견해 모두 ‘개별 상황에 초점을

두어’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할 것인데, 본 논문은 전자의 견해

를 취하는 글에서 통화가 상품으로 취급되는 경우라고 주장하는 환

거래나 통화선물거래에 관하여는 다루지 않으므로 금전의 상품성에

관하여 상세히 논하지는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이 일부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를 거래의 대상이 아닌 거래의 매

개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보다 일반적이며,66) 우리나라에서 역시 외

화의 금전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67)

본 논문 역시 외화는 금전이고 외화채권은 금전채권이라는 전제 하

에 논의를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나. 진정외국금전채권과 부진정외국금전채권

외화채권의 원칙적인 형태는 채권자가 외국통화의 급부청구권을

가지는 이른바 진정외국금전채권이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인 부진정

외국금전채권은 채권자가 외국통화의 급부청구권을 가지지 않고 단

지 내국통화의 급부청구권만을 가질 뿐이며, 다만 그 금액이 외국통

화의 특정액의 가치에 대응하여 정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68) 부진

정외국금전채권은 그 외형에 있어서는 대용급부권의 행사에 따라

국내통화로 지급되는 외화채권과 유사하다. 하지만 대용급부권이 행

사된 경우의 외화채권과 달리 부진정외국금전채권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외국통화의 지급에 관하여는 아무 권한을 가지지 못한

66) Proctor(註 65) 1.61. 이 외에도 같은 책 1.84-1.86에서는 ‘외화의 상품

성’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종래 F.A.Mann 박사는 영국 통화가 아닌 외

화의 경우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품성 이론을 주창한 바 있으나

Camdex International Ltd. v. Bank of Zambia [1997] CLC 714 판결
이후 영국 법원에서는 외화 역시 금전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67) 박준서(편), 주석민법 채권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199-200면.

68) 정조근 · 윤황지, “외화채무를 원화로 변제할 때의 환산시기”, 동아법

학 제16호 (1993) 235면.



- 20 -

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외화채권이라고 보기 어

렵고 오히려 외화가치 담보약관에 가깝다는 견해도 있다.69)

다. 채무자가 선택한 통화로의 변제 – 민법 제377조 제1항

외국금액채권의 경우, 즉 특정한 종류의 외화로써 지급한다는 특

약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377조 1항에 따라 그가 선택한

당해 외국의 각종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이는 본래 금전채권의

본질이 일정한 추상적인 화폐가치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70) 그러나 채무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신의성실의 원칙과 거래관습의

적용을 받게 되며,71) 신의칙과 거래관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라. 우리나라 통화로의 변제 – 민법 제378조

채무자는 민법 제378조에 따라 지급할 때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따라 환산한 우리나라의 통화로 채권을 변제할 수도 있다. 본 조항

은 후술할 예정인 대용급부권 또는 대용급부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므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다만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채

권자 또는 채무자를 논할 때는 금전채권의 급부가 아닌 반대급부,

69) 위의 글 236면.

70) 곽윤직(註 3) 168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특정한 종류의 통화로써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채권은 금종채권이다. 원래 금종채권은 금화, 은

화 등과 같이 화폐의 재료인 물질이 다르고 화폐의 가치(구매력)가 이러

한 재료의 가격변동에 좌우되었던 시대에 특정한 종류의 화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금화나

은화와 같이 화폐의 재료 여하에 따라 화폐의 실질적 가치가 달라지는

화폐의 종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국화폐의 경우에 본래적 의미

의 금종채권이 존재할 수 없으며, 내국금전채권은 금액채권이라고 새겨

야 한다.”

71) 곽윤직(註 3) 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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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물건 또는 행위에 관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를 의미할 것이나, 채

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 및 채무자의 대용급부권에 관한 논의에서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금전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우리나라 외에도 우리 민법 제378조와 유사한 조항을 갖추고 있

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 때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이 우리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대용급부권에 대하여만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몇몇 국내법 및 UNIDROIT Principles뿐

이다.72) 후술하겠지만 CISG는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일반적으

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 대상청구73)

외화채권이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일 경우에 대비하여 그 이행

에 갈음하는 이익, 즉 전보배상을 구하는 수단으로서 대상청구가 있

다.74) 실무상으로는 외국통화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권자가

외화지급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통화에

의한 지급을 대상청구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예를 볼 수 있다. 이러

한 대상청구의 허용 여부를 채권자에게 대용권이 인정되는지의 여

부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견해도 있으나75), 집행불능이 있을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는

72) Art 6.1.9(2) of the PICC. Ingeborg Schwenzer & Pascal Hachem &

Christopher Kee., Global Sales and Contract Law 36.25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73) 대상청구의 본질과 관련하여는 손해배상제도와 가까운 것으로 보는 학

설과 부당이득금지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학설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

서는 부당이득금지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다수설이

다.

74)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4권 (박영사, 2007) 513면.

75) 최공웅, 국제소송 (육법사, 1994) 4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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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76)

만약 외화지급판결도 금전채권의 일종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집

행불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볼 경우에는 원고가 예비적으로

대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법원이 대상지급을 명할 수 없다고 할 것

이다.77) 그러나 외화지급판결이 선고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외국통

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한다면, 예외적으로 허가의무가 부

과되었음에도 허가를 얻지 못하여 집행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고려

하여 대상청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78) 이렇게 학설의 견해가 나

뉘는 만큼 법원의 실무도 나뉘어 있다.79)

3. 통화가 손해배상에 있어 지니는 의의

가. 외화판결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

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도 준용되는 민법 제394조

에서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라고 하

여 금전배상원칙을 선언한다. 이 조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민

법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을 매개로 이루어지므로, 통화에

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한 국가의 통화는 그 국가가 독립적인 지위(independent national

status)에 있음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며 이것은 해당 국가의 주권과

76) 곽윤직(註 3) 190면.

77) 위의 책 191면.

78) 양승태, “외국금전채권의 이행에 따르는 제문제”, 섭외사건의 제문제,

법원행정처, 재판자료 제34집 (1986) 48-49, 53-54면. 물론 외국환거래의

원칙적 자유제도에 의하여 보통의 경우에는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79) 석광현 · 정순섭 편저, 국제금융법의 현상과 과제 (도서출판 소화,

20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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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련이 있다. 물론 주권 행사 수단으로서의 통화의 지위는 과거

에 더욱 중시되었을 것이나, 오늘날에도 외화판결은 단순히 사법상

의 분쟁에서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가치의 척도로서 외화를 활용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80)

나아가 통상 채무자가 우리나라 국민 또는 기업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얼마나 중시할지에 영향을 받게 되

는데, 심적으로는 우리 국민을 외국인보다 우대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오늘날 국제적인 추세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 당사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

어선 정도로 채무자를 보호할 경우 매력적인 법정지로서의 명성에

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81)

나.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학설 및 검토

1) 관련 논의

실무상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

가 있는 경우는 그다지 흔한 것이 아니므로82) 전반적인 외화판결

중에서도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하여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오늘날은 통화의 가치변동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

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손해의 산정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의

매개가 되는 통화의 지정이 손해배상액의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분쟁이 자주 제기되지는 않는다.83) 따라서 그 빈도가 높다고

80) Black(註 29) 8.

81) 손해배상에 관하여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 우선하여야 하는 것은 손

해의 완전한 배상이지만, 그 외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고려도 이루어

질 수 있다. 그 한 가지 예가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보호함으로써 매력적

인 법정지로서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Id. 69.

82) 윤진수,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의 원상회복”, 비교사법 통권 제20호

(제10권 1호) (2003) 95면.

83) Gotanda(註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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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는 없겠으나, 일단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술하게

될 AG of the Republic of Ghana v. Texaco Overseas Tankships

Ltd (이하 The Texaco Melbourne 판결)84)에서와 같이 어떤 통화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고, 위에서 다룬 바와 같이 양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합리적인 태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져 왔다.

계약에 의한 외화채권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통화가

채권통화로 될 것이다. 그러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통화에 관해서는 합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85) 게다가 현행 민법

제394조는 금전배상의 원칙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며 손해배상의 통

화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계에서의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86)

우리 학설에서는 법정채권은 그 법규가 속한 국가의 통화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채권준거법의 ‘소속국

의 통화’가 채권(계산)통화가 된다는 견해가 우세한데,87) 이에 따르

면 손해배상채권은 원칙적으로 원화의 금전채권이 된다. 과거에는

외국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법원에서의

판결을 통해 외화채권의 강제적인 환산(compulsory judicial

conversion)이 이루어지고는 했다. 이러한 관행은 중세부터 발전된

것으로,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국제적인 통화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최고조에 달했다.88)

84) The Texaco Melbourne [1994] 1 Lloyd’s Rep. 473 (HL).
85) 안법영, “외화채권과 환차손의 배상, 대법원판결의 비판적 검토와 비교

법적 해석론의 구성”, 법실천의 제문제, 동천김인섭변호사화갑기념논문

집 간행위원회 (1996) 249면.

86) 학설 역시 기존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근거

가 되는 판례는 이하 제5장에서 다룬다.

87) 안법영(註 85) 249면.

88) Arthur Nussbaum, Money in the Law - National and International
366 (The Foundation Press, Inc.,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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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외화채권의 변제를 명하는 판결 또는 외화로의 손해배상액

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는 자국통화로의 전환이 필

요한 경우가 많다.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에 부칠 경우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은 통상 자국통화이기 때문이다.89) 그러나 그 집행단계에

서의 필요성 그 자체만으로는 소송단계에서 외화로의 손해배상액의

청구 또는 외화판결을 막을 만한 충분한 법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도 외국통화에 의해 이루어질 필

요가 있고, 법정채권이라고 하여 반드시 내국통화에 의할 필요는 없

다는 견해도 있다.90) 이 견해는 외국통화도 채권법상의 금전으로서

가치의 회계단위로서의 기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외국금전채권과

내국금전채권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검토

위에서 다루었듯이 손해배상통화는 환율변동으로 원래 발생했던

손해 이상의 부당한 보상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채

권자의 손해를 가능한 한 완전하게 전보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법의 기본원리와 외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선 채권자의 손해로서 인식 및 확정되는 손해통화를 파악하고, 손

해액의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손해배상통화를 결정하여

야 할 것이다.91) 즉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채

무불이행 내지 계약외적 관계에서 확정된 손해의 배상통화를 결정

함에 있어서도 손해배상법제도의 규범적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통화는 법정지통화, 즉 우리나라 통화에만 국한된다

89) Id. 371.

90) 양승태(註 78) 41면 이하. 이 외에도 안법영(註 85) 237, 250면 이하는

손해가 외화로 발생되는 한 손해통화인 외화도 원칙적으로 민법상 금전

으로서 외화채권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91) 안법영(註 85) 251면. 손해통화와 손해배상통화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

는 개념으로서, 아래 제4절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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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92)

손해배상통화가 아닌 손해통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손해

통화를 법정지통화로 제한하여 환산한 뒤 손해액을 산정하게 될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환율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두드러

지게 될 것이다. 예컨대 The Texaco Melbourne 판결에서는 어떤

통화로 손해를 산정할지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136배의 차이

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93)

다. 원상회복으로서의 외화판결에 관한 논의의 소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

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이 손해배상의 방법이라고 선언하는 임의규정

에 불과한 것이며, 원상회복에 의한 손해배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

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경직되게 이해할 이유가 없다는 견

해도 있다.94) 이 견해는 위 조문 자체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금전배상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

석상 손해배상을 원상회복의 방법에 의하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의

사표시가 있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경

우에도 금전배상의 원칙만을 고집하여야 할 이유는 없고, 그런 경우

에는 원상회복에 의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95) 더

구나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특

별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사전의 당사자의 의

92) 위의 책 252면과 동지.

93) 이 판결에서는 법정지통화였던 영국 파운드화가 고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통화의 지정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보

여준다.

94) 윤진수,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전득자의 지위”, 법조 제

47권 제9호 (1998. 9) 162면.

95) 어떤 경우에 이처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와 동등하다고 평

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위의 글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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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이때에는 더욱 해석에

의한 예외 인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한다. 나아가 우리 민법상 원상

회복에 의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 어떤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인데, 외화채무

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역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외

화의 지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96)97)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의 외화 지급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다른 견해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의 원상회

복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는 민법의 지난 개정작업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98) 이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는 금전배상주의를 취하는 기

존의 태도를 유지하게 되었다.

제3절 준거법의 결정 및 적용

외국통화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외화채권은 당사자 중의 일방

이 외국인이거나 외국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외

국통화 그 자체가 섭외적 요소가 된다. 따라서 국제사법의 적용문제

가 생기며, 외화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는 먼

저 이를 규율할 법, 즉 준거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과거 실무

에서는 대체로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섭외사법적인 고려 없

이 우리 민법 제378조를 적용하였다고 한다.99)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제사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져 있어 외화채권의 준거

96) 윤진수(註 94) 164면.

9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에 관한 또 다른 논

의는 윤진수,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1993) 200-226면 참조.

98) 이에 관한 글은 신국미,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의 도입”, 한

양법학 제21권 제1집 (2010. 2) 참조;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에 대한 비교

법적 연구는 박수곤 · 김진우 · 가정준 · 권철,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

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제19권 1호 (2012. 2) 참조.

99) 양승태(註 7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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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국내외 논의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국제사

법상 외국금전채권에 관한 문제로는 주로 화폐법규 변경에 관한 문

제와 국내통화로의 환산문제가 제기된다.

아래에서는 외화채권의 준거법이 될 수 있는 법들에 관하여 간략

히 살펴본다. 요컨대 국제사법상 통화의 개념과 내용은 통화의 소속

국법에 따르고, 채무의 범위에 따른 통화의 효력(예컨대 통화의 해

석, 가치보전조항의 허용성, 현실지급조항의 의미와 효력 등)은 채무

의 준거법에 따를 사항이다.100)

1. 통화의 소속국법(Lex Monetae)

화폐는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자체의

준거법을 갖는다.101) 따라서 금전채권이 외국의 통화로 표시된 경우

에는 화폐의 실체 그 자체에 관한 문제, 즉 화폐의 정의 및 조직102)

에 관하여는 계약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이든 간에 화폐 소속국의

화폐법규에 의하게 된다.103)104) 그러므로 평가절하 등 화폐법규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통화의 소속국법을 따른다.

2. 채권준거법(Lex Causae)

채권준거법은 채권 자체의 실질적 내용(substance of

performance)을 정하는 법이다. 손해의 산정을 포함한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이 채권준거법의 지배를 받게 되며,105) 채권준거법은 외화채

권의 발생원인에 따라 국제사법이 정하는 원칙에 의하여 정하여진

100) 석광현 · 정순섭(註 79) 20면.

101) 최공웅(註 75) 479면.

102) 양승태(註 78) 16면.

103) 최공웅(註 75) 479면.

104) Nussbaum(註 88) 349.

105) Proctor(註 65)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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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6)

어느 나라 통화를 손해의 산정을 위한 계산통화로 보아야 하는지

를 결정하는 준거법에 관하여는 아직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견해107)도 있으나, 통상 채권준거법에 따라 결정된

다.108) 이것이 채권의 실체의 문제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채권준거법

을 적용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법정지가 어디인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109) 다만 법

정지의 절대적 강행규정은 채권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인지를 불문

하고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국제사법의 원칙이다.110)

손해배상채권의 외화판결에서 주된 문제로 제기되는 화폐가치의

변동 역시 통화법적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실질적

급부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국제사법적으로도 채권의 준거법의 문제

로서 다루어져야 한다.111)

3. 법정지법(Lex Fori)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하여는 채권준거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나, 이러한 채권준거법에 지배에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계약 당사자의

의도에 대한 고려와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국가의 법에 대한 존중

사이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112) 예컨대 채권자가

외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113) 그리고 법원이 외화판결을

106) 곽윤직(註 3) 179면; 양승태(註 78) 16면.

107) Collins(註 51) 36-023.

108) 양승태(註 78) 18면; Proctor(註 65) 4.06-4.17; Collins(註 51) 36-023

도 동지.

109) Proctor(註 65) 4.24.

110) 곽윤직(註 3) 180면.

111) 최공웅(註 75) 480면. 당시에는 섭외사법이었으므로 참고한 본문에는

‘섭외사법적으로도’라고 되어 있다.

112) Proctor(註 65)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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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114)와 만약 불가능하다면 환산시기는 언제

로 정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법정지의 법에 따르게 된다는 것

이다.115)

나아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통화를 지정하는 것 역시 소송절

차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이는 법정지법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종속적 연결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제한된다는 견

해도 있다.116) 해당 견해는 법정지의 절차법을 적용함으로써 얻는

실제적 편리함은 큰 반면 이로 인한 당사자의 권리에 미치는 불이

익이 크지 않다면 법정지의 절차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는 우리 법의 해석론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고로 영국에서도 이

제는 손해액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를 절차의 문제가 아닌 실

체의 문제로 파악한다.117)

4. 당사자의 속인법(Lex Personalis)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와 관련하여는 채권준거법이 압도적인 영향

력을 미치므로 당사자가 거주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법역의 법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118)

113) Id. 8.04.

114) James Fawcett & Janeen M. Carruthers ed., Cheshire, North &
Fawcett P rivate International Law 104 (1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115) Collins(註 51) 36-023.

116) 김인호, “종속적 연결에 의한 불법행위의 준거법”, 인권과 정의 통권

제392호 (2009. 4.) 99면; Symeon C. Symeonides et al., Conflict of
Laws: American, Comparative, International 55 (2nd ed., West

Group, 2003).

117)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국제사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50

권 제3호 (2009. 9) 271면. 이것은 계약위반 뿐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

에도 인정된다. Fawcett & Carruthers(註 114) 107.

118) Proctor(註 65)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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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행지법(Lex Loci Solutionis)

과거 섭외사법의 개정 전에는 채무이행의 방법은 이행지법에 따

른다는 확립된 이론이 있었고, 우리 학설도 같은 견해를 취하며 ‘채

무이행의 양태(mode of performance, 이하 이행의 방법)’에 관한 이

행지법이 보조준거법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119) 이

러한 논리로는 채무이행의 방법, 그리고 채무불이행이 일어났을 때

취해야 하는 조치 등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행지법이 적용될 것이

며,120)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하여도 그 이행의 방법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이행지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로마

협약(제10조 제2항)에서처럼 ‘채무이행의 방법과 하자 있는 채무이

행의 경우 채권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하여는 이행지의 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설명으로

서, 오늘날 우리 국제사법에는 이런 조항을 두지 않으므로 섭외사법

의 해석론이 유지되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121)

본 논문에서는 금전채무에 관하여 논하므로, 어느 국가를 금전

채무의 이행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

다. 통상 금전채무의 이행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곳으로 정하되, 만약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라도 계약상에 채무

의 이행지에 관하여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122)

채권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 혹은 채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채무의 이행지로 본다고 한다.123)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는 지참

119) 양승태(註 78) 17면. 이때의 이행지는 법률상 또는 계약으로 정한 이

행지가 아니라 실제로 채무가 이행되는 장소 또는 이행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사실로서 이행이 될 장소를 말하였다고 한다.

120) Proctor(註 65) 4.18.

121) 석광현(註 117) 270면.

122) Proctor(註 65) 7.99. 이러한 제한이 없으면 채권자가 이사를 가거나

사무소를 옮김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한다.

123) H. G. Beale et al., Chitty on Contracts, Volume 1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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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Bringschuld)원칙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124) 같은 맥락에서

우리 민법 제467조 제2항은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

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이 우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한국에 거주중인 채무자가 중국에 거주중인

채권자 명의의 모 은행 뉴욕지점 계좌에 이체하기로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이체를 수반하는 금전채무의 이행의 경우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이 되었을 때 이행이 완료된다.125) 이 때 채권

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이외의 제3지로 목적물이 송부되는 송부채

무의 경우 지참채무나 추심채무의 경우와는 달리 급부장소와 급부

결과발생지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전채무에 관하여도 그

이행장소와 이행결과발생지를 나누어 생각해보면126) 전자는 채무자

P rinciples (31st ed., Sweet&Maxwell, 2012) 21-055. 참고로

Nussbaum(註 88) 147은 “Normally the debtor has to pay at his own
domicile with the concomitant obligation of sending the money at his
cost and risk to the creditor’s domicile”이라고 하였다.

124) M. Hanzekovic, Contracts Involving Bank Guarantees, Particularly
Abstract Guarantees, in C.C.A. Voskuit, A. Parac, J.A. Wade ed.,
Hague-Zagreb Essays 6 on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
Credit and Guarantee F inancing Transfer of Technology 47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7) “In other words, a monetary
obligation is a deliverable debt (‘eine Bringschuld’, ‘une dette
portable’). The debtor is discharged of his liability only after the
creditor has received the amount due.”

125) Proctor(註 65) 7.29. “it has been noted that in the case of a bank
transfer, payment is complete when the account of the payee is
unconditionally credited with the necessary funds and expressly or
impliedly accepted by the creditor.” 그 구체적인 설명은 같은 책

7.15-7.27 참조.

126) 송부채무에 대한 설명은 지원림(註 6) 4-43. 급부장소의 결정에 관한

설명은 같은 책 4-78. 금전채무는 지참채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책에 의하면 지참채무는 급부장소와 급부결과발생지가 같다고 한다. 그

런데 송부채무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금전채무에 송부채무

관련 법리를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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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소지가 될 것이고 후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뉴욕이 될 것으

로 보인다.127) 이렇게 이행장소와 이행결과발생지가 상이할 때 어느

곳을 이행지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합의된 원칙은 없다. 그러나 사

견으로는 채권관계에서는 일차적으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행 계좌이체를 수반하는 금전채무의 이

행은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이 되었을 때 이행이 완료된다는 점128)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주소보다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뉴욕을 우선시

키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29) 나아가 위와 같은 약

정을 한 뒤에 채무자가 이체하지 않아 채권자가 한국 법원에 제소

했다고 하더라도 이행지가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다. 채권자가 우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에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이행지를 우리나

라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

단되며, 채권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주소지에

서 이행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행의 결과가 발생하

좌이체의 경우 송부채무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민

해 보았다.

127) 위의 책 4-43에 의하면 송부채무의 급부결과발생지는 통상 채권자의

주소이지만 합의된 제3지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책 4-75는

채권의 변제제공의 방법으로서의 현실제공, 즉 ‘채권자가 제공된 급부를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될 정도로 이루어지는’ 급부의 제공을 설명한

다(민법 제460조). 그리고 금전채무의 경우 현실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은행 뉴욕지점 계좌에 이

체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 합의된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해당 계

좌에 입금된 금액을 ‘채권자가 수령하기만 하면 될 정도’로 급부의 제공

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까지

금전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이행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128) Proctor(註 65) 7.29.

129) CISG에서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에게 전달

하기 위하여 제1운송인에게 교부하면 그 때 이행한 것이 된다고 하나,

이는 물품의 운송에 해당하므로 지참채무의 원칙을 취하는 금전채무의

경우와는 다르다. CISG상으로도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는 매도인의 인

도의무와 달리 지참채무원칙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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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소는 채권자가 이사를 간다거나 당사자들이 새로 약정하지 않

는 이상 당사자 간에 합의된 장소 또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될 것으

로 보인다.130)

본 논문에서 이행지에 관한 문제는 아래에서 채권자의 대용급부

청구권을 인용하기 위하여 민법 제378조를 적용하는 부분에서 제기

될 수 있을 것인데, 민법 제378조는 외화채권이 우리나라에서 지불

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조항은 지불

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화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방법

에 관해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행지가 우리나라

인 외화채권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한다.131) 사견으로는 이 이행지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보아서는

안 되고, 통상 금전채무의 이행지를 당사자 간의 합의된 이행지 또

는 채권자의 주소지 혹은 영업소 소재지로 보는 것과 같이 손해배

상채권의 이행지도 당사자 간의 합의된 이행지 또는 채권자의 주소

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소가 우리나라에서 제기되

었기 때문에 민법 제378조를 적용하였다는 논거를 제시하기는 무리

가 있을 것이고, 나아가 환율 및 기준시기는 채권의 금액에 영향을

미쳐 채권준거법의 규율 대상이 될 것이라는 논리132)와 충돌할 수도

130) 본 논문이 국제거래에서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연구이므로 매

매대금의 지급장소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자면, 우리 민법 제586조는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

서 이를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 제567조에 의하여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되며, 법률이 일정한 계약유형에 대하여 따

로 이행의 장소에 관하여 규정을 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CISG

상의 관련 규정은 제57조로서, 매수인은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대금을 지급

해야 한다.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448-449면

에 의하면 “문언상으로는 제57조는 대금지급의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제57조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 후의 대금

의 반환채무 등과 같은 협약상 다른 금전채무의 이행지를 정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다”고 한다.

131) 박준서(註 3) 250면.

132) Proctor(註 65)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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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아래에서 소개할 ‘숨은 저촉규범’으로서 해당 조항을 적용

했다고 하는 편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제4절 손해의 산정 및 지급과 통화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다룬다.

계산통화(money of account),133) 지급통화(money of payment), 그

리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 통화(money in which the loss had

actually occurred)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손해통화와

손해배상통화가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1. 손해통화와 손해배상통화의 구별

금전채권의 해석, 즉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핵

심적으로 작용한다. (1) 계약상 계산통화로 나타난 통화가 무엇인지

에 대한 파악과 (2) 그렇게 파악된 통화에 근거하여 확정하는 손해

액이 바로 그것이다.134) 이 외에도 (3) 그렇게 확정된 손해액을 어떤

통화로 지급하도록 판결을 선고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해통화와 손해배상통화는 그 인식에

있어서 구별해야 하는데, (1)번과 (2)번 사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손해통화이고, (3)번 사안에 대한 고려의 결과 결정되는 통화

가 바로 손해배상통화이다. 서로 다른 개념이기는 하나 실무 또는

법원의 판결에서는 구별 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배상

채권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적정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

로 하는 손해배상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손해

133) 이를 계정통화라고 번역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곳에서 account의 개념

은 ‘계정’보다는 ‘계산’에 더 가까운 것 같아 본 논문에서는 계산통화라

고 한다.

134) Proctor(註 65)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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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를 손해배상채권의 통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135) 즉 손해통화

와 손해배상통화가 동일할 때에 손해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손해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채권자가 부담하므로, 그 내용을 이루

는 손해통화에 관해서도 채권자가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특정 통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소송에서 채

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손해배상통화는 이로써 결정되어야 한다.136)

법원의 청구취지 변경 권유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쳐 다른 통화, 특

히 법정지통화로 손해배상통화가 결정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국제거

래의 활성화와 손해배상통화에 관한 다른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지양해야 할 것이다.

2. 계산통화137)와 지급통화의 구별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금전은 측정과 지급이라는 경제적, 그리고

법률적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된다.138)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채권

에 있어서도 채권의 양(quantum)을 산정하는 계산통화와 실제로 채

무가 이행되는 방법(quomodo)으로서의 지급통화139)를 구별하여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실무상으로는 계산통화와 지급통화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135) 안법영(註 85) 254면.

136) 위의 글 254면.

137) Money of account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Collins(註 51) 36-018에

서 36-022.

138) Id. 36-004.

139) Woodhouse AC Israel Cocoa Ltd. v. N igerian P roduce Marketing
Co. Ltd. [1971] 2 QB 23, 54. “the money of account is the currency
in which an obligation is measured. It tells the debtor how much he

has to pay. The money of payment is the currency in which the

obligation is to be discharged. It tells the debtor by which means he

has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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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이 두 통화가 서로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

다.140) 실제로 ‘편의상’의 이유로 계산통화와 지급통화로 구별한다는

설명도 있다.141) 그러나 계산통화는 손해의 산정을 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채권의 실체를 다루고, 지급통화는 채권의 내용 외에 이행

의 방법도 결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차이

가 있어 서로 다른 준거법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142) 나아가 궁

극적으로는 손해배상통화를 지정할 때 고려되는 통화들에 속하므로

간단하게나마 검토하도록 한다.

가. 계산통화

계약의 목적이 통화인 경우에 계약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일정

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이 권리의무의 금액

을 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통화를 계산통화(money of account)라고

하며 약정된 화폐라는 점에서 약정통화 또는 계약통화(money of

contract)라고도 한다.143) 계산통화 본래의 목적 자체는 계약상의 의

무를 명시하는 데 쓰이므로 계약의 해석의 측면에서 중요한 개념이

기는 하나, 실제로는 계약의 해석보다는 손해의 산정을 할 때에 더

많이 활용되는 통화이다.144)

우리 민법은 외국통화를 계산통화로 함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

고 오히려 그 허용을 전제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는 자유롭게

채권액을 외국통화로 지정할 수 있다.145) 이 때 실제로 계산통화를

외국통화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통화의 실질가치를 고려하여 외국

통화의 실질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 외국통화를 계산통화로 선택하

140) Proctor(註 65) 7.67.

141) 최공웅, “외화채권의 변제와 환산시기”, 서울대학교 법학 제23권 4호

(1982) 126면.

142) Proctor(註 65) 5.07.

143) Nussbaum(註 88) 16.

144) Beale(註 123) 30-375.

145) 곽윤직(註 3)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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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즉 계산통화를 외화로 정해둠으로써 외화의 상승이익이나

가치하락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데 목적을 두게 되는 것이

다.146) 계약의 당사자들은 화폐의 가치변동에 관한 위험부담을 서로

에게 전가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은 거

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산통화를 정하는 단계부터 대용권의

행사를 통하여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단계에까지 지

속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흥미로운 것은 대용권능에 관한 법 조항의

경우에는 당사자 뿐 아니라 국가까지 나서서 자국민 채무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법을 마련해둔 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계산통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약정147)이 매우 중

요한 기준이 된다. 법원이 이러한 당사자 간의 약정을 우선순위로

두어 판단하는 태도가 확립되면, 장기적으로는 계약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미리 계약의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고민하여 계약서를 작성

하도록 유인하고, 훗날 위반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

에서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

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한다.148) 그러나 이렇게 당

사자들이 사전에 마련해둔 약정이 다른 기준들에 비하여 무조건적

으로 우선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법원이나 중재판정부는 당사

자 간의 약정을 존중하였을 때 공서(public policy)에 반하거나, 당사

자의 실제 의도(true intentions)에 반하거나, 일방 당사자에 극도로

차별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작용한다는 등의 이유로 당사자 간의 약

정으로부터의 구속을 거부할 수 있다.149)

당사자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의 당사자의 사

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예컨대 반대급부의 가치, 당사자

146) 최공웅(註 141) 127면.

147) 경우에 따라 ‘agreement’를 약정 또는 합의로 번역할 수 있는데, 전자

는 분쟁 발생 전에 미리 당사자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본 사항을 가리키

고 후자의 경우 (특히 불법행위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 어떠한 통

화로 배상을 할지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구함을 가리킨다.

148) Gotanda(註 2) 8.

149) Id. 8.



- 39 -

가 속하는 통화체계, 계약체결지, 이행지, 국제거래에서 당사자가 정

한 채권의 준거법, 그리고 민법 제106조가 해석기준으로 정하고 있

는 사실인 관습으로서의 당사자 거래관계에서 관행상 결제하는 통

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150) 계산통화에 관하여 당사자의 약정이 없

는 때에는 계약의 유형과 목적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15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자가 대체품

을 구매할 때 결제하는 통화, 즉 손해가 발생한 국가의 통화가 계산

통화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견해152)와, 피해자가 주로 결제

하는 통화 또는 피해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통화가 계산

통화로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153)

나. 지급통화

계산통화의 경우 통화의 평가기능에 초점을 두어 채권채무의 내

용을 구체적으로 ‘미화 1만 달러’ 등으로 표시한 것을 가리킨다면,

이에 대하여 계산통화에 의하여 표시된 채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

는 통화를 지급통화(money of payment)라고 한다.154) 전자는 채권

의 양에 관한 통화이고, 후자는 이행의 양에 관한 통화라고도 할 수

있다.155)

계산통화와 지급통화는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외국통화로 채권액을 표시한 경우에는 특별히 그 지급을 국

내통화로 하기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이루어진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일단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56) 대

150) 안법영(註 85) 245면.

151) 위의 글 245면.

152) Proctor(註 65) 5.35 (e).

153) Collins(註 51) 36-024. 이와 같은 논리의 판례는 Societe Francaise
Bunge SA v. Belcan NV [1985] 2 All E.R. 378; [1985] 2 Lloyd's Rep.
189과 The Texaco Melbourne [1994] 1 Lloyd’s Rep. 473 (HL) 판결.

154) 최공웅(註 141) 127면.

155) 곽윤직(註 3)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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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급부의 경우와 같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때도 있으나, 이 때 주의

할 것은 원화에 의한 외화채권의 대용급부가 가능하더라도 외화채

권이 내국통화의 금전채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채권 자

체의 통화는 여전히 외국통화이지만, 단순히 손해배상의 지급통화가

원화로 바뀐 것에 불과하며, 외화채권으로서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

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한 계약상 계산통화와 지급통화가 다르다면 어떤 통화가 더

영향력이 있을까? 이에 관하여 영국의 학설은 둘로 나뉘나,157) 계산

통화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158) 계산통화 또는 계약

통화가 실제 판단의 기준이 되며, 지급통화는 그저 기술적인

(technical) 의미만을 지닌다는 설명도 있다.159)

3.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에 관한 논의

손해배상통화를 정함에 있어 오늘날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바

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이다.160)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어떤 통화로 발생하였는

지를 기준으로 삼은 판결 및 중재판정이 세계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이것은 크게는 영국에서 여러 판결이 등장하면서 시작된 흐름이지

만, 우리 법원 역시 최근부터 이에 대한 고려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Services Europe Atlantique Sud v. Stockholms Rederaktiebolag

156) 최공웅(註 75) 484면.

157) McGregor(註 26) 16-034.

158) John Knott, A Quarter of a Century of Foreign Currency
Judgments: the Wealth-Time Continuum in Perspective, L.M.C.L.Q.
325, 327 (2004); McGregor(註 26) 16-035; Halsbury’s Laws of

England, Vol. 12(1) Damages 1132 (4th ed, Reissue, 1988).

159) Nussbaum(註 88) 364.

160) Larry A. DiMatteo, International Sales Law 266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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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ea(이하 The Folias 판결)161) 판결에서 영국 법원은 ‘원고가 손해

를 경험한 통화(the currency in which the loss was felt by the

plaintiff)’ 또는 ‘그의 손해를 가장 잘 나타내는 통화(which most

truly expresses his loss)’로 손해의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

다. 이 사건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Societe Francaise Bunge SA

v. Belcan NV (이하 The Federal Huron)162) 사건과 The Food

Corp of India v. Carras (Hellas) Ltd (이하 The Dione)163) 사건

역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와 비슷

한 판결이 다른 국가들에서도 등장하게 되었다.

나아가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CISG의 해석론상으로도 ‘당사자가

실제로 손해를 경험한 통화’가 손해배상채권의 통화가 되어야 한다

는 견해가 유력하다.

계약상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계산통화, 지급통

화, 그리고 법정지통화 등에 비하면 이 기준은 상당히 모호하며 그

안정성이 우려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법의 주된 목적인 손해의 완전

한 배상과 정의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융통성(flexibility)을 지니고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의 가치 변동

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이상의 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over-compensation)를 함께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할 것인데, 손해가 발생한 통화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결제하

는 통화 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화가 될 것이며,16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사업을 할 때 결제하는 통

화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165) 채권자가 거래를 할 때 본래 사

161) Services Europe Atlantique Sud v. Stockholms Rederaktiebolag
Svea [1979] AC 685, 701B-C.

162) [1985] 2 All E.R. 378.

163) [1980] 2 Lloyd’s Rep. 577.

164) Collins(註 51) 36-029.

165) Id. 36-024.



- 42 -

용하는 통화(normal trading currency)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는 견해166)와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통화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167) 계약상에 나타나 있는 통화가 늘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168) 만약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대금의 변제가 특정 통화로 이루어지도록 약

정되어 있다면 그 통화로 선택될 수도 있다.169)170) 요컨대 최소한의

기준만을 가지고 각 사건별로 손해를 전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통화

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제5절 손해의 산정 및 환산의 기준시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통화로 손해가 산정되고 손해배상

액이 지급되는지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나, 그 기준이 되는 시기 역

시 손해배상액의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미 외국에서는 외화판

결을 선고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이제는 외화판결을 선

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보다는 공평하고 정확한(fair and accurate)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한 시기에 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예컨대 “10,000 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equivalent) 영

국 파운드화”로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을 선고할 경우, 어떤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을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외국통화를 손해배상채권의 통화로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

166) Charles Proctor, Changes in Monetary Values and the Assessment
of Damages, in Djakhongir Saidov and Ralph Cunnington ed.,

Contract Damages-Domestic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477
(Hart Publishing, 2008).

167) Peter Huber & Alastair Mullis, The CISG : a new textbook for
students and practitioners 280 (Sellier, 2007). 만약 대체거래

(substitute transaction)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대체거래의 통화로 손해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168) Proctor(註 166) 486-487, 495.

169) Collins(註 51) 36-027.

170) Saidov(註 28)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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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환산시기에 관하여는 자세히 다루지 않으나, 간단한 사례를

소개하며 그 개념에 관하여 살펴본다.

미국의 Uniform Foreign-Money Claims Act의 서문에 소개되어

있는 사례171)는 세 개의 다른 환산시기가 적용되었을 때 채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보여준다.172) 동일한 18,790 파운드더라

도 책임원인발생시(Breach Date)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41,228 달

러, 판결시(Judgment Date)를 기준으로 하면 28,185 달러, 그리고

이행시(Payment Date)를 기준으로 하면 22,548 달러로 환산된다. 물

론 이는 환율이 아주 큰 폭으로 변동할 것을 가정한 결과이기는 하

나, 금액만 고려할 때는 기업 간의 국제거래에서는 18,580달러173)보

다 더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민법의 해석상 다수설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

로 하고 소수설은 책임원인이 발생한 때(가령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174) 전자는 제2심의 구두변론종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추구하는 반면, 책임원인발생시설은 손

해배상채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배상액을 일단 산정

한 뒤 그 후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야 한

다고 본다.175)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와 책임원인발생시만 두고 비교

하자면 채권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전자가 앞선다고 볼 수 있으나,

171) 미국인 A가 영국 기업 B에 18,790 파운드를 변제하여야 하는 경우:

시기 환율 환산금액

책임원인발생시 1 파운드 = $2.20 $41,228

판결시 1 파운드 = $1.50 $28,185

이행시 1 파운드 = $1.20 $22,548

172) Competex v. LaBow 783 F.2d 333 (2d Cir. 1986)에서 발췌한 것이다.
173) $41228-$22548 = $18580. 2014년 10월 15일 환율 기준으로 1979만

6990원에 해당한다.

174) 석광현(註 130) 279면. 판례는 협의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전보

배상의 경우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하나(토지 매매에 관한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872 판결 등), 이행지체 중의 전보배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대법원 1967. 6. 13. 선고 1842 판결 등).

175) 김형배(註 4) 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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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angos 판결 이후부터 영국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보다 더욱

채권자의 권리보호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실제 이행시를 환산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176)

제4장 국제거래 관련 국제규범에서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논의

제1절 CISG

1. 손해배상 일반에 관한 규정

손해배상에 관한 CISG의 규정은 제74조에서 제77조에 걸쳐 모두

4개의 조항으로 구성된다. 그 중 제74조는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

상액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손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상대

방이 입은 손실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계약이 정

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것과 동일한 경제적인

지위에 존재하도록 하려는 CISG의 손해배상의 기본원칙177)을 반영

한다. 이 기본원칙으로부터 CISG상 손해액 산정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데, 즉 제74조의 목적상 손해란 채권자가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재산상태와 계약위반이 없었더라면 채권자가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의 차액이라고 할 수 있다.178) 이렇게 손해를 차액설에 의하여

파악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하였던 우리 민법의 해석과도 동일하

다.179) 이 때 계약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므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손해산정의 원칙을 정하

176) 이행기와는 다른 개념으로, 실제로 혹은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때를 가리킨다.

177) 사무국 주석, Art. 74. Para. 3

<http://www.cisg.law.pace.edu/cisg/text/secomm/secomm-74.html>.

178) 석광현(註 130) 279면.

179) 대법원 1992. 6. 13. 선고 91다33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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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CISG는 손해배상의 기

본원칙을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180) 이 외의 CISG에

서의 손해배상책임의 특징은 금전배상주의와 완전배상주의를 기본

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181)

손해산정의 기준시기에 관한 조항은 CISG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

나, 원칙적으로 손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고

보며, 학설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가 다

수설이다.182)

2.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통화에 관한 규정

CISG는 손해배상의 통화에 관하여 규율하지 않는다. 그런데

CISG 제7조 제2항은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

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

는 일반원칙,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적

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일반원칙이 무

엇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논란이

있다.183) 이 때 주의할 것은 CISG 제7조 2항에 의하면 협약의 내적

180) 이기수 · 신창섭, 국제거래법 제5판 (세창출판사, 2013) 130면.

181) 최흥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법무부, 2005) 279

면.

182) Von Staudinger, J./Magnus, Ulrich, Kommentar zum Bu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u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Wiener

UN-Kaufrecht (CISG), Sellier-de Gruyter, 2005, Art. 74 Rn. 11, 석광

현(註 126) 279면에서 재인용; 최흥섭,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 손해

배상의 정의”, 인권과 정의 통권 제342호 (2005) 170면.

183) 우선 ‘당사자의사의 우위(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제6조), ‘관행의 고

려’(제9조)와 ‘방식의 자유’(제11조), 권리남용금지를 포함하는 ‘신의성실

의 원칙’ 등이 일반원칙에 포함될 것이나 정확히 무엇이 일반원칙인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석광현(註 130) 443면 註 98. 이 외에도

일반원칙을 정리하려는 시도는 A. Kritzer, Guide to P 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79-84 (Kluwer, 1989); U. Mag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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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결이 있을 때에는 우선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만약 실패할 경우 비로소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

하여 결정되는 준거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순서를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한다.

CISG의 일반원칙의 한 가지 예로는 “계약 지속의 추구(favoring

the continuation of a contract)” 원칙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오

스트리아 법원의 판결에서는184) 완전배상(full compensation)의 원칙

과 신의칙(good faith)을 CISG의 일반원칙으로 고려한 바 있다.185)

CISG 제74조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손해의 산정을 요구하는데,

이 역시 일반원칙으로 보아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실제로 손해를

경험한 통화, 또는 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통화로 손해배상이 이루

어질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186) 이러한 해석론을 보여준 외국

판례에는 독일 함부르크주 법원에서 선고된 Iron molybdenum 판

결187)과 스위스 아르가우주 법원에서 선고된 Converter 판결188)이

General P rinciples of UN-Sales Law, in Rabels Zeitschrift for
Foreign and International P rivate Law Hein Kotz in Honor of H is
60 Birthday, Part I, Volume 59, 1995 Issue 3-4
<http://CISGw3.law.pace.edu/CISG/biblio/magnus.html>.

184) Internationales Schiedsgericht der Bundeskammer der gewerblichen

Wirtschaft [Arbitral Tribunal], SCH-4366, Jun. 15, 1994, (Aus.), Larry

A. DiMatteo et al., International Sales Law – A Critical Analysis of
CISG Jurisprudence 27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에서 재인

용.

185) DiMatteo(註 184) 23-29 참조.

186) Magnus, RabelsZ 53 (1989), pp. 116, 134, Peter Schlechtriem ed.,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rt. 74 para. 30 (C. H. Beck, 1998)에서 재인용; Peter

Schlechtriem & Ingeborg Schwenzer ed.,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rt. 74 para
63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187) Iron molybdenum Case, OLG Hamburg, 28 February 1997,

CISG-online 261

<http://cisgw3.law.pace.edu/cases/970228g1.html>.

본 판결에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로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보충

적 준거법을 적용한 것에 따른 결과가 아니며, 본 판결은 CISG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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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2절 UNIDROIT Principles189)

1. 손해배상 일반에 관한 규정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는 2004년 4월에 “국제상사

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을 공표했다. 동 원칙은 기존

국가법체계에 공통되는 계약법원칙 내지 국제상거래 특유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제계약의 일반원

칙이다.190)

상의 ‘구체적인 손해의 산정(concrete calculation)’을 위하여 실제로 손

해가 발생한 통화로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하였

다.

188) Converter Case, HG Aargau, 10 March 2010, CISG-online 2176
<http://cisgw3.law.pace.edu/cases/100310s1.html>.

189) CISG와 UNIDROIT Principles의 간단한 비교는 Sieg Eiselen,

Remarks on the Manner in which the UNIDROIT P 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May be Used to Interpret or
Supplement Article 74 of the CISG (2004)

<http://cisgw3.law.pace.edu/cisg/principles/uni74.html> 참조. 손해배상

의 통화가 아닌 전반적인 비교는 Henry Deeb Gabriel,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A Comparison of U .S. and International Law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Chang-Sop Shin, Measuring
Damages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nd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상사법연구 제14집 제2호 (1995) 304-331면.

190) Gotanda(註 2) 9. 다만 동 원칙을 국제계약의 일반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 원칙이 추상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법의 광범위

한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원칙은 특정 계약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한 모든 종류의 국제상사계약에 적용될 수 있다. A. M.

Garro, The Gap-filling Role of the UNIDROIT P rinciples in
International Sales Law: Some Comments on the Interplay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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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DROIT Principles는 제7장 제4절 전체를 ‘손해배상’이라는 제

목 하에 제시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제7.4.1조)부터 완전배상(제

7.4.2조), 손해의 확실도(제7.4.3조), 예견가능한 손해(제7.4.4조), 대체

거래의 경우의 손해의 증명(제7.4.5조), 시가에 의한 손해의 증명(제

7.4.6조), 피해당사자에 일부 기인한 손해(제7.4.7조), 손해의 경감(제

7.4.8조), 금전부지급에 기한 이자(제7.4.9조), 손해배상금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제7.4.10조), 금전배상의 방법(제7.4.11조), 손해배상액산정

의 기준통화(제7.4.12조), 그리고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7.4.13조)191)까지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만

UNIDROIT Principles가 CISG의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을 할 수 있

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192)

2.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통화에 관한 규정

CISG와 달리 UNIDROIT Principles는 계약에 지급통화가 명시되

어 있지 않을 경우 어떤 통화를 선택해야 하는지(제6.1.9조), 그리고

계약의 위반이 한 국가가 아닌 여러 장소에서 일어났을 경우 어떤

the P rinciples and the CISG, 69 T.L.R. 1149, 1152 (1995). UNIDROIT
Principles 이외에 국제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원칙에 관한 논의는

Vanessa L.D. Wilkinson, The New Lex Mercatori: Reality or
Academic Fantasy, 12 J. Int’l Arb. 103, 108 (1995); Berthold Goldman,
The Applicable Law: General P rinciples of Law-The Lex Mercatoria,
in Julian D.M. Lew ed., Contemporary P roblem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113 (University of London, 1986) 참조.

191) 오원석 외 역,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법문사, 2006)에 제공된 번역

기준.

192) 석광현(註 130) 443면 註 98. 이에 관한 간단한 소개는 오석웅, “국제

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과 국제사법”, 진산 김문환선생정년기

념논문집 제1권-국제관계법의 새로운 지평, 법문사, (2011) 48-51면;

John Y Gotanda, Using the UNIDROIT P rinciples to F ill Gaps in
the CISG, in Djakhongir Saidov and Ralph Cunnington ed., Contract
Damages-Domestic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107-122 (Hart
Publishing,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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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손해배상채권의 통화를 정해야 하는지(제7.4.12조)에 관하

여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원칙적인 기준을 요약하자면 채무자는 계산통화 또는 지급통화

중 하나로 채무를 이행할 수 있고, 만약 여러 국가에서 계약위반이

일어날 경우 채권자는 금전채권의 통화 또는 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통화 중 하나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UNIDROIT Principles 제7.4.12조193)는 원래의 금전채무의 통화

또는 손해가 발생한 통화 중 더 적절한 통화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

정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채권자에게 선택권을 인정하는데, 손해가

발생한 통화라 함은 예컨대 하자의 보수 등을 위하여 채권자가 비

용을 지출한 경우 그 통화를 말한다고 한다.194) 이 조항의 의의는

우선 법정지통화가 아닌 통화로의 산정을 할 수 있음을 함축적으로

라도 제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손해배상통화의 선택방법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해 주었다는 점에 있다.195)

제3절 PECL

1. 손해배상 일반에 관한 규정

대륙법과 보통법으로 나뉘어져 독자적으로 발전해오던 계약법의

조화와 통일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PECL은196) UNIDROIT

Principles와 많은 점에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197) 손해배상에

193) Article 7. 4. 12 (Currency in Which to Assess Damages)

Damages are to be assessed either in the currency in which the

monetary obligation was expressed or in the currency in which the

harm was suffered, whichever is more appropriate.

194) UNIDROIT Principles Comment 283 (2010)

<http://www.unidroit.org/english/principles/contracts/principles2010/int

egralversionprinciples2010-e.pdf>.

195) Black(註 29) 192.

196) 김재형 역,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 (박영사, 2013) vii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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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들도 그 표현 및 내용에서 상당히 유사한데, 유사한 조문

을 연결하여 표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198)

197)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에 대한 일고 및 그 번역”,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1호 (1999) 363-364면은 PECL과 UNIDROIT Principles 간의 유

사성이 그 작성작업을 실제로 주도한 사람이 양측에 공통된 바 많다는

인적 이유에서 생겨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계약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하여 얻어지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결은 대체로 일치

하고 있다고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198) 김재형(註 196)에 제공된 번역을 바탕으로 논문 작성자가 직접 정리

한 것이다.

PECL UNIDROIT Principles

제9:501조

(손해배상청구권)

제7.4.1조

(손해배상청구권)

제9:502조

(손해배상액의 일반적인 산정)

제7.4.2조

(완전배상)

제9:503조

(예견가능성)

제7.4.4조

(예견가능한 손해)

제9:504조

(불이행의 상대방에게 귀책되는

손실)

제7.4.7조

(피해당사자에 일부 기인한 손

해)

제9:505조

(손실의 경감)

제7.4.8조

(손해의 경감)

제9:506조

(대체거래)

제7.4.5조

(대체거래의 경우의 손해의 증

명)

제9:507조

(시가)

제7.4.6조)

(시가에 의한 손해의 증명)

제9:508조

(금전지급의 지연)

제7.4.9조

(금전부지급에 기한 이자)

제7.4.10조

(손해배상금을 원본으로 하는

이자)

제9:509조

(불이행에 대한 지급 약정)

제7.4.13조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9:510조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통화)

제7.4.12조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통화)



- 51 -

본 논문에서는 PECL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으나,

제9:502조에서 ‘손해배상액의 일반적인 산정은 불이행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다면 그가 있었을 상태에 가능한

한 가장 가깝게 하는 금액으로 한다’199)고 하는 것은 UNIDROIT

Principles 뿐 아니라 CISG 제74조에 적용된 손해배상의 일반원칙과

일맥상통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통화에 관한 규정

PECL 제9:510조는 ‘손해배상은 불이행의 상대방의 손실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통화로 산정되어야 한다’200)고 규정한다. 물론 당

사자들은 손해배상이나 이자의 통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약정

할 수 있으나, 제9:502조에서 배상의 목적이 불이행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에 있게 하려는 것인 이상, 배

상액은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절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하며, 따라서 배상액이 당연히 법정지의 통화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

은 아니다.201)

제4절 DCFR

199) PECL Article 9:502 - General Measure of Damages

The general measure of damages is such sum as will put the

aggrieved party as nearly as possible into the position in which it

would have been if the contract had been duly performed. Such

damages cover the loss which the aggrieved party has suffered and

the gain of which it has been deprived.

200) PECL Article 9:510 - Currency by which Damages to be

Measured

Damages are to be measured by the currency which most

appropriately reflects the aggrieved party's loss.

201) 김재형(註 196) 692-6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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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일반에 관한 규정

DCFR은 그 자체가 법률이나 법 규정은 아니므로 법적인 구속력

을 지니지 않는다. DCFR 중 계약법에 관한 부분은 PECL을 그대로

이어받아 따르면서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하고 있을 뿐인데,202) 위

에서 본 바에 따르면 PECL과 UNIDROIT Principles가 거의 유사하

므로 UNIDROIT Principles과 PECL, 그리고 DCFR이 모두 상당히

비슷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203)

202) 위의 책 vii면.

203) 안태용 역,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 총칙·계약편 (법무부, 2012)에

제공된 번역을 바탕으로 논문 작성자가 직접 정리한 것이다.

DCFR PECL

III.-3:701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제9:501조

(손해배상청구권)

III.-3:702

(손해배상액의 일반적 산정 기

준)

제9:502조

(손해배상액의 일반적인 산정)

III.-3:703

(예견가능성)

제9:503조

(예견가능성)

III.-3:704

(채권자에게 귀속될 손실)

제9:504조

(불이행의 상대방에게 귀책되는

손실)

III.-3:705

(손실의 감액)

제9:505조

(손실의 경감)

III.-3:706

(대체 거래)

제9:506조

(대체거래)

III.-3:707

(현재 가격)

제9:507조

(시가)

III.-3:708

(지연이자)

제9:508조

(금전지급의 지연)

III.-3:709

(이자가 원금에 산입되는 시기)
·

III.-3:710

(상사계약에 있어서의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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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DCFR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으나,

III.-3:702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초래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

반적 산정 기준은 그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놓였을 상태

에 가능한 근접하게 채권자를 놓일 수 있도록 하는 금액으로 한

다’204)고 하는 것은 PECL, UNIDROIT Principles 뿐 아니라 CISG

제74조에 적용된 손해배상의 일반원칙과 일맥상통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통화에 관한 규정

DCFR III.-3:713조는 ‘손해배상액은 채권자의 손실을 가장 적절히

반영하는 통화에 의하여 산정한다’205)고 규정한다. 이는 PECL 제

9:510조와 동일하다.

204) DCFR Article III.–3:702 – General Measure of Damages

The general measure of damages for loss caused by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is such sum as will put the

creditor as nearly as possible into the position in which the creditor

would have been if the obligation had been duly performed. Such

damages cover loss which the creditor has suffered and gain of

which the creditor has been deprived.

205) DCFR Article III.–3:713 - Currency by which damages to be

measured

Damages are to be measured by the currency which most

appropriately reflects the creditor’s loss.

III.-3:711

(이자에 관한 불공정 조항)
·

III.-3:712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9:509조

(불이행에 대한 지급 약정)

III.-3:713

(손해배상액 산정의 통화)

제9:510조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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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제1절 개요

국제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

한 분쟁의 당사자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이외에는 통상

어느 한 나라의 국내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실현하게 된다.206)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민법에는 손해배

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조문이 없다. 그런데 대법원 1995. 9. 15. 선

고 94다61120 판결과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 등은

민법 제394조의 ‘금전’이 우리나라 통화를 의미한다는 논거에 따라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원화채권만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

도는 아래에서 살펴볼 영국 법원의 과거 태도와 유사하며, 오늘날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는 상반되나,

어쨌든 손해배상의 통화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라면 실무적으로는 해

당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준거법이 외국법이거나

CISG인 경우에도 법원이 원화판결을 선고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

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법원이 무조건적으로 외화판결

을 거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외화판결이 가능하지

만, 민법 제394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준거법이 한국법

이 아닌 경우 등에서 외화채권이 인정될 때에는 민법 제378조를 근

거로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정하여 결과적으로는 원화 지급

을 명하는 판결들이 선고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는 문제가 된 사안

206) 오늘날 늘어나고 있는 중재에서의 손해배상의 통화에 관하여는 아래

제7장에서 간단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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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손해배상이 아닌 물품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경우 등에서 민법

제394조를 적용할 수 없을 때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의 인용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207)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몇몇 주요 판례의 태도는 관련 법

조문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날 법원의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제5장에서는 기존의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를 살펴보되, 우선 순수국내사건에서의 경우와 국제계약 관련 사건

의 경우 어떤 준거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기본 틀을 검토한 뒤,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판례들의 의

의 및 관련 논점을 검토한다. 만약 법원이 법정채권을 원화채권으로

만 인정하게 될 경우 민법 제378조의 대용권능은 논의할 필요가 없

을 것이나, 법원이 외화채권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원화로 명하고자 할 때 전제로 삼는 것이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

인 만큼, 먼저 그 전제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를 한 뒤

다른 판례들을 살펴본다.

제2절 사안별 준거법의 적용방법

오늘날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거

래가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순수 국내계약상

의 분쟁이 주로 법원에서 판결의 대상이 되어왔고, 오늘날에도 순수

한 국내적 사법관계가 분명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넓은 범위의 사법관계가 아닌 채무불이행의 손해

배상통화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므로 국제계약과 순수 국내계약에서

207) 예컨대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보험금청

구),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14857 판결(물품대금청구),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판매수수료청구),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9891 판결(보증채무금청구)의 경우 외화채권을

인정한 뒤 민법 제378조를 적용하여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용하

여 원화 지급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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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발생한 분쟁을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 차이는 국제계약

의 경우 당연히 국제사법이 적용되어 준거법이 지정되지만, 국내계

약의 경우 국제사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외국법으로 준거

법을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국내 민·상법이 적용된다는

데 있다.

이처럼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

라도 국제사법이 적용되는데, 이 때 어떤 사건이 순수한 국내적 사

법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고 어떤 사건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

계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쉽지 않다. 그 문제에 대한 해

결책으로 “일반적으로 국제사법이론상 연결점으로 승인되는 당사자

의 국적, 주소, 거소, 상거소, 행위지, 이행지, 불법행위지, 물건의 소

재지, 등록지, 법인의 본거지 등의 점에서 외국과 관련이 있는 때에

는 일단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섭외사건으로 보고, 다만 그러한 섭

외사건이 구체적인 연결원칙을 정한 섭외사법 또는 국제사법의 개

별 조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

문의 해석의 문제로서 그러한 외국적 요소가 의미 있는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208)가 설득력이 있다. 이 외에 계약

의 경우 그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된 것 자체에 의하여 국제성

을 가진다는 견해가 있고209) 우리 국제사법 제25도 같은 태도를 따

르고 있으며210), 계약의 국제성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지급통

화가 외국통화일 것’을 제시하는 견해도 주장된 바 있다.211)

국제거래 중에 발생한 분쟁에는 통상 국제사법이 적용되는데, 그

적용결과 CISG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쟁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의 기

타 사건이 있을 수 있다. CISG는 국제성이 있는 물품매매계약에 대

하여만 적용되고, 국제성이 없는 이른바 국내매매계약에는 적용되지

208)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영사, 2013) 52면.

209) 위의 책 52면.

210) 석광현(註 130) 28면.

211) Peter Nygh, Autonomy in International Contracts 48 et seq.
(Clarendon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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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CISG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계약의 국제성은 당사자들

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함으로써 충족된다.

제3절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에 관한 법원의 태도

1. 민법 제378조와 대용권능

우리 민법 제378조는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

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조항은 본래 채무자의 대

용급부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주로 활용되는데, 본 논문의 주제와의

관련성은 손해배상채권이 외화채권으로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그 지

급판결을 원화로 선고할 때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전제로 삼

는다는 데 있다.212)

대용급부권은 환어음의 지급에 관한 유럽대륙의 상사관행에서 발

전되어 일반화된 것으로서213) 본래는 이행지에서 외국통화를 취득하

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후 국가의식이 확고하게

되자 자국영토 안에서 내국통화의 배타적 유통을 보호하려는 화폐

정책과 결합하였다.214) 우리나라 외에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화채

무자에게 자국의 국내통화에 의한 대용급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212) 예컨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이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

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

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 시

로 삼아야 할 것인바”라고 볼 때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이 이유 있는

것으로 전제를 두었음을 알 수 있고,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

77754 판결에서도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라는 문구를 찾

아볼 수 있다.

213) 곽윤직(註 3) 181면.

214) 양승태(註 78) 27,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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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215) 근세에 있어 대용급부권의 입법례로는 독일의 어음조례(1848

년)가 효시이다. 이후 유럽 각국의 어음법이 이를 따랐으며, 어음법

이외의 분야에서는 보통독일상법이 처음 채택한 다음 스위스채무법,

이탈리아상법, 독일민법, 일본 민법 등으로 이어졌다.216) 영국과 같

은 영미법국가들에서도 이 원칙은 인정되고 있다.217) 우리 민법 제

378조는 이 중 일본민법 제403조218)와 특히 유사하다.

이 조항의 적용범위는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에 의한 통상의 부진정외화채권에 적용되며,

반드시 해당 외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진정외화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법정금전채권, 특히 손해배상채권도 이 조항의 적용범

위에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나, 그 동안의 판례는 손

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외화채권의 성립이 인정될 때 그

지급을 원화로 명하는219) 과정에서 이에 관한 긍정을 전제로 하였

다. 이를 지지하는 견해는 “손해배상채권도 외화로 손해액이 확정됨

으로써 외국금액채권이 되며, 이를 우리나라에서 급부하여야 하는

때에는 민법 제378조에 따라 원화로 변제할 수 있다 ··· 또한 현행

민법전 체계에 있어서 제394조220)는 채권법 총칙에 위치하고 있는

215) 박준서(註 67) 51면.

216)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에서의 경우인데,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를

이루지 않는 이상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금의 지급은 프랑

스 통화로 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국제적인 특성을 지니는 계약

(contract of a truly international character)에서 당사자들이 외화를 지

급통화로 하였을 때는 그것을 존중한다고 한다. Civ 1er, 15 June 1983,

pourvoi no 82-11882, Proctor(註 65) 7.73에서 재인용.

217) 양승태(註 78) 27면; 독일민법 제244조; 일본민법 제403조. 그러나 일

본민법 제403조는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218) 일본 민법 제403조

외국통화로 채권액을 지정한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지에 있어서의 환시

세에 의하여 일본 통화로 변제를 할 수 있다.

219) 예컨대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

7775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1. 22. 선고 94나7821 판결 등.

220) 민법 제394조에 관하여는 아래 제4절에서 설명하나, 우선 여기서는

(이해를 위하여) 우리 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제394조 소정의 ‘금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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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는 약정외화채권 뿐만 아니라 법정외화채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221)

다만 민법 제37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대

용급부권은 배제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지급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내국통화로 환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적법한 채무이행이 되

지 못하여 채무를 면할 수 없다.222)

외화채권에 관한 민법 제378조와 아래에서 다룰 손해배상법규범

인 민법 제394조는 서로 상이한 규율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전자는

(사견으로는 채권의 내용에도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입장이나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채무의 이행의 방법을 규율하고, 후자는 손해

배상채권의 내용을 다룬다는 차이가 있다.223) 따라서 준거법에 따라

각 조항이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2.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가. 사안의 개요

본 판결의 원고(주식회사 동화)와 피고(제일화재 해상보험 주식회

사)는 모두 우리나라 기업이다. 원고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원고회사

소유의 참치잡이 원양어선 제71 동화호에 관하여 해상, 강, 호수 기

타 항해수역에 있어서의 위험, 선장, 사관, 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

선장, 사관 또는 선원의 악행 등에 의한 보험목적의 전손만을 담보

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계약의 내용에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를 밝혀둔다.

221) 박준서(註 67) 248면.

222) 어음법 제41조 3항, 제77조 1항 및 수표법 제36조 3항에서는 이를 명

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23) 박준서(註 67)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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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보험료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회사의 직원인 선장 외 선언 16명은 제71 동화호를

타고 경북 영일군을 출발하여 같은 달 남태평양 미국령 캐롤 라인

군도 서남방해역에 도착하여 참치잡이 조업을 하다가 선박의 레이

더 장비 고장 등으로 인하여 거리 측정 등을 잘못하여 항로착오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캐롤 라인 군도 이팔릭 섬 서안의 수중

산호초에 좌초하였고, 선장 등은 즉시 선박의 이초작업을 시도하였

으나 실패하였다. 같은 날 전원이 선박을 떠나 원주민이 살고 있던

이팔릭 섬으로 대피한 사이에 원주민들이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내

의 장비 등을 일부 약탈, 파괴하였고, 선박의 선미관 패킹의 조임나

사가 풀어져 있어 그 틈을 통하여 기관실에 해수가 유입되어 침수

되는 바람에 손해가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원고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보험사고의 발생을 통지함과 동시에 선체 및

선원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회

사는 즉시 사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영국 로이드 보험회사 대리점

을 통하여 해난구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구조회사 소속 예

인선을 사고해역에 출동시켜 선박을 예인하였다.

이 사건 선박의 좌초는 위 선장, 선원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

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는 1심에서 피고에게 보험금액 미화 385,000 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항소심부터는 이에 상당하는 원

화를 청구하였다.

나. 판결의 요지

본 판결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기준시기

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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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변제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

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

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

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

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

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전제한 것으로, 이후 손해

배상통화를 원화로 인정하는 다수 판결에서 이 판례를 [참조판례]로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사견으로는 본

판결이 채무자의 대용급부권에 관한 민법 제378조가 채권자의 대용

급부청구권까지 규정한다고 유추적용을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유추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보험약관상에 영국법에 준거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우리 민법 제378조의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부터 확실하게 마친 뒤에 명확한 논

거를 제시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소수 의

견이 더욱 상세하게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 인정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판결의 논거가 이후 다른 판결에

당연한 전제로 인용되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

흥미로운 것은 이 판결의 사안의 경우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

에서 외화를 채권의 지급목적으로 하였다는 점,224) 그리고 실제로

내국인 당사자 사이에 미국 달러화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특이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이 다른 판결의 근

거로 빈번하게 제시된다는 것이다. 통상 외환거래는 주로 국제적 지

224) 안법영(註 85)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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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거래에서 통화의 전환을 위하여 이루어지나, 이 판결의 상고이유

에서 원고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1984-1985년경의 외환거래는 국가

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었지만 국내법인 사이의 보험계약에서 미화

를 보험금의 표시단위로 한 것은 외국의 보험회사에 재보험으로 부

보하기 위해 그 보험금액, 보험료 등의 균형을 고려하여 편의상 국

제통화로 통용되는 미국 달러화로 그 보험금을 표시하는 관례에 따

른 것에 불과”했고, “즉, 내국인 당사자 사이에서는 미달러화로 보험

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며, 외국환관리법상 허용될 수도 없었

으므로 약정한 보험금은 지급해야 할 시점의 공정환율에 따른 원화

액”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225)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가 달러

화로 보험금을 정한 것이 그 가치에 상응하는 내국통화의 지급을

약정한 것이라면 외화인 달러화로 정한 보험금액은 단지 내국통화

에 의한 채권액을 정하는 척도가 되는 것에 불과하였을 것인데,2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손해가 외화로 발생한 국제거래상 분쟁을

다루는 판결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이 판결은 보험금에 관한 사안을 다룬 것이며 당시 보험

약관상에 영국법과 영국관습법에 준거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준거법이 외국법일 때에도 민법 제378조의 해석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CISG가 적

용되어야 하는 국제매매계약 관련 사건에까지 참고가 될 수 있는지

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227)

다. 관련 논점의 검토

1) 임의채권

225) 대법원은 이를 배척하면서 아무런 적극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226) 안법영(註 85) 243; 양승태(註 78) 12면, 22면 이하.

227) 사견으로는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민법 제378조를 ‘숨은 저촉규범’으로

보면 준거법과 관련 없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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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학설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1975. 7. 15. 판결228)이 우리 민법 제378조에 상응하는 일본 민법 제

403조의 해석상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정한 점이 고려되었

을 가능성을 제기한다.229) 위 일본판결은 “외국의 통화로써 채권액

이 지정된 금전채권은 이른바 임의채권으로서, 채권자는 외국통화

또는 일본 통화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으

므로,230) 임의채권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본다.

임의채권이란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급부 대신 채무

자가 다른 급부를 제공할 수 있거나 채권자가 다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능, 즉 대용권능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리킨다. 유사한

개념으로서의 선택채권은 처음부터 여러 개의 급부들 중에서의 선

택이 예정되어 있으나, 임의채권에서는 본래 하나의 급부가 특정되

어 있지만 대용권능을 가지는 당사자가 다른 급부로써 본래의 급부

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임의채권은 일반적으로 법률행

위에 의하여 발생하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도 있으며

그 예의 하나가 바로 여기서 다루는 민법 제378조이다.231)

대용급부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그 선택에 따라 외

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로 변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하는 선

택채무설이 있으나, 외화채권에서는 본래 외국통화가 채권의 목적이

고 다만 내국통화에 의한 지급을 할 수 있는 대용권이 허용된 임의

채권이라는 것이 판례 및 통설이다.232)

2) 채무자의 대용급부권

228) 判例 タイムズ 328호, 235면, 석광현(註 130) 126면에서 재인용.

229) 석광현(註 130) 126면.

230) 이 해석은 정조근 · 윤황지(註 68) 239면에서 인용.

231) 곽윤직(註 4) 57면.

232) 곽윤직(註 4) 89면; 최공웅(註 75), 490면;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

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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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8조에 따라 외화채무자가 대용권을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지불한다면 외화채권자는 이것이 신의칙이나 공서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233) 이를 수령해야만 한다. 자유로운 외환시장이

개설되어 있는 한 채무자는 환위험을 피할 수 있는 유리한 통화로

변제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대용권을 가분적으로 행사하여 외화채

무액의 일부만을 원화로 지급할 수도 있다.234)

이러한 채무자의 대용급부권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인정되는데, 국제거래에서의 대용급부권을

자동적으로, 또는 당연하게 인정하는 것을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235)

이 견해는 당사자의 약정을 무시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며, 이러한

권능의 의미는 중세시대에 존재하였을 뿐 오늘날의 상업적 현실

(commercial reality)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236) 채무자가 일방적

으로 지역의 통화로 변제하는 데는 아무런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

다(no compelling reason)는 것이다.237)

민법 제378조가 채무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이행지가 한국 내인 한 채무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지를 판단해야 하는데,238) 이에 관하여는 (1) 독일의 유력설처럼 민

법 제378조를 실질규범으로 보면서 이는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

만 적용된다는 견해, (2) 제378조를 실질법상의 규범으로 보면서도

대용급부는 채무이행의 방법의 문제이므로 지급이 우리나라에서 행

해지는 때에는 제378조가 적용된다는 견해, 그리고 (3) 제378조를

숨은 저촉규범(또는 국제적 강행규범)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239) 이 중 (3)을 지지하는 견해240)가 있는데, 본인도 이에

233) 안법영(註 85) 257면.

234) 위의 책 257면.

235) Proctor(註 65) 7.69.

236) Id. 7.70.

237) Id. 7.68.

238) 석광현(註 130) 446면.

239) 위의 책 4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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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한다. 해당 견해는 과거 섭외사법 하에서 민법 제378조의 문언

과 의미 및 내국통화의 유통 보호라고 하는 통화정책적인 목적을

고려하였으며,241) 이는 숨은 저촉규범, 즉 국제적 강행규범을 판단하

는 기준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242)

3)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

대체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채권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것은

계산화폐의 가치하락의 위험이나 또는 반대의 상승의 이익을 모두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명목주의243)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용권능을 채권자 채무자 쌍방에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에는 매우 큰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여기서는 채권자의 대용급부청

구권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를 살펴보되, 채권자의 대용

급부청구권이 CISG의 해석론상 긍정되는지의 여부는 이후 CISG가

적용된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14857 판결의

관련 논점을 검토하는 부분에서 다룬다.

가) 긍정하는 견해

채권자가 일정액의 외화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채무

자가 대용급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법원은 외국통화의 무조건적

240) 이 견해는 참고로 매매계약이 아닌 보증계약, 즉 외환관리와 관련된

판결에 대한 검토를 하는 글에서 제시된 견해이다. 자세한 것은 석광현,

“外換許可를 받지 아니한 國際保證과 관련한 國際私法上의 問題點 - 서

울고등법원 1994. 3. 4. 선고 92나61623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 (박영사, 2001) 44-45면.

241) 석광현(註 117) 269면.

242) 국제적 강행규범을 판단하는 여러 기준에 대한 논의는 이헌묵, “국제

적 강행규정의 판단기준”, 인권과 정의 통권 제442호 (2014. 6) 참조.

243) Beale(註 123) 21-069는 채권자는 통화의 가치하락의 위험을, 그리고

채무자는 통화의 가치상승의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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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244) 그런데 학계에서는 채권자

에게도 내국통화에 의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대용권을 인정하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245) 그 근거로 첫째, 대용권을 채무자에게만

인정하게 될 경우 그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얻을 수 있으므로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한

다.246)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언제든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우리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채무자는 신

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환율변

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이익

을 둘 다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능이 채무자에게만 주어진

다면 채권자에게 부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근거로는 채권자가

내국통화로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이를 부인하고 외화지급판결을

함으로써 집행불능 및 환산의 문제,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의 제한 문

제 등을 야기하기보다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편이 강제집행 등 절

차에서 편리하다고 한다.247) 나아가 국제거래가 빈번해지고 외화의

유통이 점차 활발해지는 현실에 비추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자유

롭게 통화를 선택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화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논거를 들고 있다.248)

나) 부정하는 견해

반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만이 대용권을 가진다고 보

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249) 우선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

244) 곽윤직(註 3) 188면.

245) 김형배(註 4) 83면; 최공웅(註 75) 497면; 양승태(註 78) 32면; 민일영,

“외화채권의 환산”, 인권과 정의 통권 제179호 (1991.7)는 93면에서 채권

자의 대용급부청구권에 관하여 학설은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만이 주장

되고 있다고 하였다.

246) 곽윤직(註 3) 183면.

247) 박준서(註 67) 252면.

248) 위의 책 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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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에 이러한 견해가 잘 함축되어

있다. 소수의견은 “우리나라 민법은 제378조에서 ··· 외국통화의 채

무자에게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는 이른바 대용권을 인정하

면서도 채권자에게는 그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250)

··· 따라서 채무자에게만 임의채권으로서의 대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법체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본래의

급부목적인 미국 통화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

르게 되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채권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칙에도

합당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 소수의견은 채권자에게 대용급부청

구권을 인정하는 상관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며, 다만 제378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채권자, 채무자 간의 약정으로 채권자에게 대용급부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있다고 하였다.251)

채권자의 대용권능을 부정하는 견해는 일단 민법 제378조는 차치

하고 외화채권상 당사자의 대등관계만을 고려할지라도 당사자가 합

의한 급부내용, 즉 통화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

다고 한다.252) 또한 민법 제378조의 연혁적 발전과정에 비추어 본다

면 종전의 판례는 우리나라 채무자의 보호와 우리 통화의 우선적

249) 백태승, “인플레의 법률상 문제점”, 한독법학 제13권 (2002) 298면; 양

승태(註 78) 31면 참조.

250) 어음법 제41조 제1항은 “지급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지급할 것을

기재한 환어음은 만기의 날의 가격에 대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어음의 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소지인은 그 선택에 따

라 만기의 날 또는 지급의 날의 환시세에 의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어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수표법 제36조 제1항도 이와 동일

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 어음 및 수표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채권자

에게도 대용급부의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대용급부

청구권을 부정하는 견해는 채권자도 대용권을 가진다면 채무자의 대용

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78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민법 제378조는 채권자가 외국의 통화로 청구하고 있는 경우

에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에 의하여 변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곽윤직(註 3) 184.

251) 민일영(註 245) 93면; 박준서(註 67) 256면.

252) 안법영(註 85) 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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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라는 채권법 외의 정책적 고려를 은닉하고 있다고 추측된다고

하며253), 이러한 성향은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

체 판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자 민법 제378조의 명문을 들어 환산시기를 현실지급시로 하

면서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부담하는 환손실

위험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행히도 이 판결례에서

는 당사자 모두가 내국인이었으나, 만약 국제거래의 분쟁으로서 채

권자가 외국인이었다면 이러한 결과를 납득하기란 더욱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54)

나아가 이러한 점에서 현행민법의 내용은 입법적 불비라 아니할

수 없다며255), 어음법 및 수표법 규정과의 동등한 효과를 위하여, 그

리고 우리 민법에 많은 참고가 되었던 만주민법256)을 따라, 우리 민

법 제378조를 “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

는 지급할 때에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

제할 수 있다. 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의 선택

에 따라 이행기 또는 지급할 때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

리나라 통화로써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을 주장

하는 의견도 있다.257)

3. 소결

민법 제378조는 우선 준거법이 우리나라 법이면 당연히 적용이

253) 위의 책 264면.

254) 위의 책 264면.

255) 정조근 · 윤황지(註 68) 241면.

256) 만주민법 제364조에서는 “외국의 통화로써 채권의 액을 지정한 때에

는 채무자는 그 이행지에 있어서 이행기의 환시가에 의한 만주국의 통

화로써 변제할 수 있고 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의

선택에 의하여 이행기 또는 지급일의 환시가에 따른 만주국의 통화로써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57) 정조근 · 윤황지(註 68) 248면; Proctor(註 65) 7.43과도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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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고, 준거법이 우리나라 법이 아닌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보았

듯이 본 조항을 ‘숨은 저촉규범’으로 보아 적용 가능하다고 할 것이

다. 대용급부를 이행의 방법으로서의 문제로 본다면 이행지법에 따

르게 될 것이나 만약 우리 법원에 소가 제기되면 그것만으로 이행

지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숨은 저촉규범

으로 보게 된다면 준거법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적용가능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나, 위에서 본 것처

럼 채권자에게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당연하게’ 혹은 ‘자동적으로’ 전제

로 삼아 적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청구취지의 변경을 권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실정법

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오늘날 국제거래의 실정상 이를 인정할 특별

한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이 된다. 따라서 만약 법원이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할 계획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숨은 저촉규범’으로서 민

법 제378조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등의 논거를 제시한 뒤 그리하여

야 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채권자의

자발적인 청구가 있을 때 이를 인정하여 원화판결을 선고하되 위에

서 언급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에 대한 고려 역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만약 그 결과 손해가 외화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외화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채권자가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의 선택적 청구를 하였는데도 법원이 ‘실제로 손해가 발

생한 외국통화’로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최근에 우리 법원에서 선고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는 제8장에서 소개한다.

제4절 손해배상통화에 관한 법원의 태도

1. 우리 대법원 판결의 논거 - 민법 제394조

우리 민법 제394조는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다른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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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관하여 민법

제394조의 손해배상방법으로서의 금전은 원칙으로 우리나라 통화를

의미할 것이므로 다른 의사표시, 예컨대 당사자 사이에 외화에 의한

손해배상의 예정 등이 없는 한 우리나라 통화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원칙258)이라는 견해가 주류적인 학설과 판례에 나타난

다. 실제로 아래에서 소개하게 될 판결들에서도 손해배상채권의 경

우 민법 제394조에 대한 해석론을 논거로 외화채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민법 제394조의 적용 가능성이 판결의 사안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 달라지는지, 아니면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지에 있

다. 따라서 제4절에서는 손해배상통화에 관한 판결 중 가장 중요하

게 여겨지는 판결들을 소개하되, 그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외국

법인 경우, 그리고 CISG인 경우로 나누어서 검토한다.

2.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

가. 개요

준거법이 우리나라 법인 경우 우리나라 민·상법이 적용되고, 따라

서 민법 제394조를 근거로 삼는 우리 대법원 판결의 위 논거가 적

용된다. 그 예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

61120 판결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1) 사안의 개요

본 판결의 원고(주식회사 조흥은행)와 피고(정리회사 홍아해운 주

258) 최공웅(註 75) 4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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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회사의 관리인)는 모두 우리나라 기업 및 우리나라 기업의 관리인

이다. 소외 금하방직주식회사(이하 ‘금하방직’)는 중국 및 일본 내

현지법인인 매도인들과의 사이에 원면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을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신용장개설의뢰를 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통지은행을 홍콩 내 상하이은행 싱가포르 지점으로 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각 매도인은 운송업자인 홍아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와 사

이에 피고회사 소유 또는 피고회사가 정기용선한 선박으로 중국 또

는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부산항까지 원면을 운송하기로 하는

용선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회사는 원면을 선적하고 수하인은

원고의 지시인, 통지선은 금하방직, 양하항은 부산항으로 된 선하증

권을 각 매도인에게 발행교부하였으며, 각 매도인이 이를 위 신용장

상 통지은행에 양도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원면대금을 각 지급받았

다. 그 후 원고는 위 신용장개설약정에 따라 통지은행에 대하여 부

담하게 된 원면대금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금하방직에 대한 구상권

의 담보를 위하여 위 각 선하증권을 통지은행을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고, 통지은행에게 원면대금 합계 미화

1,158,546.42 달러를 지급하였다.

그 후 선적선박들이 대한민국 부산항에 도착하자 피고회사는 콘

테이너에 담겨져 운송된 원면을 하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양하작업을

완료하였고 이를 부산항 소재 국제통운 콘테이너 전용장치장에 입

고시켜 보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원면의 수입자인 금하방직의 보

세운송대행업자인 보세운송업자 소외 주식회사 국보가 부산세관장

으로부터 이 사건 원면을 금하방직 조치원공장내 자가보세장치장으

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보세운송면허를 얻은 후 피고회사에게 원면

의 보세운송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피고회사는 선하증

권, 그 밖에 화물인도에 필요한 서류를 전혀 교부받지 않은 채 위

보세운송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국보는 위 콘테이너 전용장치장

내에 있던 원면을 반출받아 이를 보세운송하여 금하방직 조치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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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에 있는 자가보세장치장까지 이를 운송하여 입고시켰다.

하지만 금하방직은 위 자가보세장치장에 보관 중이던 원면을 선

하증권을 취득하지도 않고 관세법에 따른 정당한 통관절차도 밟지

않은 채 각 매도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선하증권사본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자용 수입승인서 중 ‘수입자용’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세관용’으로 변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수입면허를 얻는 등의 방법으

로 그 무렵 불법반출하여 이를 소비하여 버렸다.

따라서 원고는 미화 1,158,546.42 달러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한화 금원 및 추가적인 지연손해금을 청구

하였다.

2) 판결의 요지

본 판결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됨으로써 신용장

개설은행이 입은 손해액을 외화로 지급한 대금 상당으로 보는 경우,

그 손해배상채권이 외화채권인지의 여부 및 그 시가를 우리나라 통

화로 환산할 기준 시기와 환율에 대하여 판시하였다.259)

이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1994. 11. 22. 선고 94나7821 판결

은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함에 있어 미 달러화로 산정된 채권액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의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채권은 외화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대법원

1991. 3. 12.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378조

를 적용하여 판시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

해액을 담보물이 불법인도로 멸실될 당시 시가의 원화로 산정하면

서 외화채권의 성립을 부인하였다.

본 판결은 외화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

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판결에서 근거로 많이 쓰이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 제394

259) 판시사항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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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판례는 위에서 소개한 대법원 1991. 3. 12.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과 마찬가지로 다른 판례에서 [참조판례]로 많이 제시된다.

3) 관련 논점의 검토

가) 손해배상채권의 외화채권으로의 인정 여부

본 판결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외화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

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화판결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래에서 소개할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

결에 대한 논의와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아래에서 함께 다룬다.

다만 본 판결이 신용장개설은행이 입은 손해액을 외화(미달러화)

로 지급한 대금 상당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경직된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 안타깝다. 손해배상채권이 미달러화의 외화채

권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260)

위에서도 밝혔듯이 손해배상통화는 법정지통화, 즉 우리나라 통화에

만 국한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외화채권으로서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되, 외화 손해액의 배상급부가 원화에 의한

대용급부로서 이행되어야 한다고 할 경우에 민법 제378조가 적용되

었어야 하였다.261)

나아가 이 판결의 양 당사자는 모두 한국기업이므로 어느 정도는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었을 것이나, 원화를 주된 거래의 통화로 사

용하지 않는 외국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다른 사안에서까지 이 판례

260) 안법영(註 85) 253면도 동지.

261) 위의 책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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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근거로 손해배상채권을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것

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나) 손해산정 단계에서 손해액의 환산 시기

본 논문은 통화의 환산 시기에 관하여는 다루지 않으나, 이 판결

의 독특한 점은 손해배상채권을 외화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

기 시작한 판결이라는 것도 있지만 손해액이 외화로 발생하였을 경

우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시점을 손해가 발생한 당시, 즉 ‘책임원인

발생시’로 보았다는 것에 있으므로 여기서 간단히 언급한다. 아래에

서 설명하겠지만 이는 Miliangos 판결 이전에 영국 법원이 취했던

태도로서,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될 경우 화폐의 가치변동이 발생했을

시 자칫하면 채권의 내용에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본 판결은 “원심과 같이 원고의 손해액을 금하방직에

대한 신용장결제대금에 관한 구상금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원면이 불법인도되어 멸실된 당시의 시가상당액으로 파악하고, 그

시가를 원고가 통지은행들에게 미 달러화로 지급한 이 사건 원면대

금 상당이라고 본다면, 미 달러화로 표시된 위 시가를 그 멸실 당시

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그 멸실

당시의 가액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

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긍정하여 외화채권을 원화채권으로 환산할

시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확히 어떤

근거에서 두 방식에 차이를 둔 것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밝힐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명백하게 외화로 발생한 손해를 원화로

환산하여 판결을 선고하다 보면 환산의 기준시기를 결정하는 문제

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므로 외화채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판결에 따라 책임원인발생시설을 취한 판결은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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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 1999. 10 .8. 선고 98가합17242 판결(확정판결)(“피고는 원

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인 미화 합계 금 98,518$을 그 손해발생 당시의

미화에 대한 원화의 매매기준율에 따라 환산한 금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환율에 의한 환산을

주장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378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외화채권과는 달리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손해액으로 되는 것인바},

위 손해발생의 종기인 1995. 8.경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일로 삼기로 하며”), 서울고등법원 2007. 2. 27. 선고 2005나

85162, 85179 판결과 해당 판결의 상고심 판결인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원심이 피고에 대하여 위 수출대

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해발생일 당시 미화 1달러의 매매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화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국제거래와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의 귀속을

적정하게 규율하기 위하여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피고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이 있다.

다. 그 외의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을 따라 민법 제394조 소

정의 “금전”이 우리나라 통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채권이 외

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은 이 외에도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

나695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나33763 판결, 서

울고등법원 2009. 1. 15. 선고 2007나101518 판결,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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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26. 선고 2006나119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2나134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가합

47867 판결 등이 있다.

3.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가. 개요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민법 제394조는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

면 단순하게 생각하였을 때는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당연히 외국통

화로의 지급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물론 아래에서 살펴볼 예정인 과거의 영국262)에서 법

원의 외화판결 선고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본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

서는 종래 별 의문 없이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보므로263), 우리 법

원이 외화지급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문제는 우리 법원이 외화채권으로서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준거법이 외국법인 때에도 나타나는 경

우가 있다는 점이다. 그런 경우 손해배상채권이 외화채권으로 인정

되더라도 민법 제378조를 근거로 위에서 설명한 채권자의 대용급부

청구권을 인정하여 원화 지급을 명하게 되는데, 아래에서는 이와 관

련하여 두 개의 판례를 살펴본다. 우선 첫째는 판결의 준거법에 관

하여 판결문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관계의 정황을 고려하

였을 때 독일법(및 당시 독일이 가입해 있었던 CISG)이 준거법이

될 확률이 높았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민법 제394조를 적용하

여 원화 지급을 명한 판결로서, 앞에서 소개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의 외화채권에 관한 우리 법

262) 영국의 귀족원(House of Lords)이 Miliangos 판결에 의해 종전의 견

해를 변경하기 전까지 영국 법원은 영국의 파운드에 의한 지급만을 명

하였다.

263) 석광현 · 정순섭(註 7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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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태도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 빈번하게 언급되는 판결

이다. 둘째 판결은 명백하게 준거법이 미국 해사법임을 밝힌 뒤 그

법에 따라 외화채권을 확인하였음에도 결국 민법 제378조를 적용하

여 원화로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물론 아직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판결

이 많이 집적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태도가 원화판결만을 선고하

는 것으로 확립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주문에 외화로의 손해배상금 또는 대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은 중재

판정의 집행 시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통상 원화

지급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추측된다.

나.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

1) 사안의 개요

본 판결의 원고(페터 크레머 유한합자회사)는 독일에 본사를 둔

당밀 수출업자이고, 피고(주식회사 유진당밀)는 우리나라에 위치한

당밀 수입업자이다. 원고는 소외 케이에스무역에게 유지종자 부산물

및 사료와 같은 농산물에 대하여 한국에서 원고의 수입 대리점으로

서 원고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고, 케이에스무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는 피고가 필요로 하는 당밀 전량을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전량 수용하며, 본 당밀 공급은 케이에스무역의 해외 공급선인

원고로부터 수배한 오퍼(offer)를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장기거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원고는 1990년 8월 10일부터 1991년 3월 14일까지 사이에 케이에

스무역의 대표 소외 갑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당밀

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방식은 피고와 원고가 서로에

게 보내는 전문 또는 정식 매매계약서를 갑이 중간에서 받아 상대

방에게 전달하는 것이었고, 매매계약서에는 특별조건으로서 기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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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조건은 함부르크사료계약서 제13호(Hamburg Feeding Stuff

Contract No. 13)에 따른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1991년 12월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1992년 1

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비포장의 타일랜드산 당밀을 수출입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매월 일정량씩 하역항에서 인도하여 주되, 피고는

대금지급을 위하여 즉시 일람불의 100%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여

야 하고, 기타 사항은 통상적인 원고와의 계약 조건에 따른다는 등

의 특약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같은 달 위 당밀의 국제시세가 하락하자 가격조건

을 변경하지 않는 한 당밀의 매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팩스를 원고에게 발송하면서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갑

은 계속해서 피고에게 신용장 개설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

응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음해 1월 갑을 통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신용장개

설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선적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원

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2)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1심 판결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11. 2. 선고

94가합3658 판결과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996. 10. 9. 선고

95나47956 판결에서 각 심급 법원은 미국 통화로의 손해배상액 지

급을 명하였으나, 본 대법원 판결은 “원심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외국통화인 미달러화로 표시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채

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규정된 금전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본 판결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을 정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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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조 소정의 '금전'의 의미에 관하여 판시한 것으로서, “민법 제

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위에서 다루었던 판결들의 경우 양 당사자가 국내 기업

이었고 특히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에

서는 당사자가 실제로 거래한 통화가 외화가 아닌 원화였으므로 진

정한 의미의 국제거래에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했으나, 이 판

결은 일방 당사자가 외국기업이고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서 발생

한 사건을 다룬 것이므로 본 논문의 주제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CISG가 발효되기 이전에 나온

판결이라 CISG가 적용되지는 않았고, 그 준거법이 독일법이었을 가

능성이 컸음264)에도 준거법에 대한 고려 없이 민법 제394조가 적용

되었다.

3) 관련 논점의 검토

가) 손해배상채권의 외화채권으로의 인정 여부

264) 본 판결과 하급심 판결에 드러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는 준거법에 대

한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은 과거 섭외사법 시절에 선고된

것이므로 섭외사법에 따른 계약의 준거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섭외사

법 제9조는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한

다’고 하고, 제11조 제2항은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을 행위지로 본다’고 하였다. 본 판결의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원고로부터 수배한 오퍼(Offer)를 피고가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였다고 하니 원고가 독일에 본사를 둔

것을 고려할 때 독일법이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될 가능성이 컸다. 나아

가 당시 독일은 CISG에 가입을 한 상태였으므로 CISG가 적용될 가능

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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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대금을 외화로 지급키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화로의 청구를 허용한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이러한 약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화로의 청

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 때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그렇

지만 불법행위의 경우는 더더욱 손해배상의 통화에 대한 약정을 해

두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설사 손해가 외국에서 외

화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을 국내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265)

현재 학계에는 법정채권이 그 법규가 속한 국가의 통화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채권준거법의 소속국 통화가 채권의

통화로 된다는 견해가 있다.266) 이에 따르면 손해배상채권은 원칙적

으로 원화의 금전채권이 된다고 한다. 본 판결은 민법 제394조에 대

한 법원의 이와 같은 해석이 잘 반영된 것으로, 이 경우 외화채권을

일관되게 부정하는 경직된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우선 당사자 간에

묵시적으로라도 손해배상을 외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있

었는지를 따져 보았다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다.267)

판례의 지배적인 태도와는 달리, 손해배상채권도 외화채권이 될

수 있으며, 외화도 사법상의 금전이므로 민법 제394조의 금전을 우

리나라 통화로만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268) 이 견해에 의하면 외화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통상의 약정외화채권과 마찬가지로 해당 외화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269) 예컨대 위에서 다루었던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채권의 통화는 분명 미달

265) 정해덕, “국제계약분쟁에 관한 법률문제”, 법조, 48권 5호 (1999) 82면.

266) 박준서(註 67) 233면. 원문은 ‘그 법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하

고 있지 않으나 법정채권의 발생 요건을 규정하는 법규를 가리키는 것

으로 생각된다.

267) 윤진수(註 94) 164면.

268) 양승태(註 78) 41-42면; 안법영(註 85) 251면.

269) 박준서(註 67) 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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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화이지만 단지 손해배상의 지급통화가 원화로 된 것에 불과하

며,270) 외화채권으로서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손해배상통화의 결정은 채권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법적 문

제로서 통화의 준거법이 아니라 채권의 준거법에 따라야 할 것인

데,271) 손해배상법은 채권자 내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손해배상채권의 통화는 손해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통화가 되어야 하므로 외화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272)

실제로 자국통화를 우선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거래에서 용인되기

어렵고, 적정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법의 규범목

적에 위배되며, 또한 외화지급을 구하는 소송상 청구에 대해 자국통

화로 판결하는 것은 소송물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사자 처분

권주의에 반할 수 있다. 일방당사자의 자의에 의해 환위험이 타방

상대방에게 전가된다는 불합리 역시 오늘날의 국제거래 실정에 부

합하지 않을 것이다.273) 따라서 실제 손해가 발생한 외화로 청구하

도록 하고, 채무자가 대용급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외화로 판

결을 선고하는 것이 실손해를 전보하는 데 적절할 것이다.274) 참고

로 과거 영국에서는 이렇게 자국의 통화로만 손해배상통화를 인정

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지나치게 좁은 시야에서 기인한 태도라고

비판이 제기되었고,275) 미국에서도 학자들의 의견은 유사하다.276)

나) 통화면책조항

270) 안법영(註 85) 245면.

271) 박준서(註 67) 234면.

272) 위의 책 234면.

273) 안법영(註 85) 266면.

274) 석광현(註 130) 448면.

275) Proctor(註 65) 8.03.

276) Ronald A. Brand, Restructuring the U .S. Approach to Judgments
on Foreign Currency Liabilities: Building on the English
Experience, 11 Yale J. Int'L L. 139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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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법원이 손해배상채권을 외화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납득하지 못할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있다. 바로 당사자 간의 약정을 통하여, 판결 기타 어떠한

사유로든 약정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지급받은 통화를 ‘통상의 은행절차’에 따라 약정통화로 환산한 금액

이 원래 채권자가 약정통화로 지급받을 금액에 미달할 때 채무자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통화면책조항(currency

indemnity clause)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다.277) 국제거래의 당사

자가 될 우리 기업들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러한 조항을 당사에

유리하게 삽입할 경우, 훗날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에 미달하는 배상액을 지급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에스티엑스팬오션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오션 콘넥트 닷컴 인코퍼레이션)는 미국 델라웨

어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

원고는 ‘시판드로스 캐리어 엘티디(이하 선주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간트 비젼’호 선박(이하 선박)을 용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고, 피고와 사이에 이 선박의 항해를 위하여 사용할 연료유를 미국

뉴올리언즈 항에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서울에서 체결하였다.

피고는 뉴올리언즈 항에서 이 사건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선박이 일본으로 항해하고 있던 중 엔진의 출력이 감소되

고 엔진이 과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선박이 점검과 수리

277) 석광현(註 117) 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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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하여 미국 하와이로 항로를 변경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엔진

의 작동이 완전히 멈추었다. 따라서 예인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하와

이에서 수리를 받은 후 일본 요코하마까지 항해하였고, 그 곳에서

용선계약의 만료에 따라 원고가 선박을 선주회사에게 반환하였다.

이 사건 선박이 하와이에서 수리를 받을 당시 엔진 고장의 원인

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료의 일부를 시료로 채취하였는데,

그 분석 결과 이 사건 연료의 산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선박의 연

료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선박의 엔진이

마모되어 손상되었음이 밝혀졌다. 선주회사와 원고는 이 사건 용선

계약에서 용선기간 중 용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자신의 비

용으로 연료유를 공급하고 그 연료유는 이 사건 선박의 엔진에서

연소하기에 적합한 품질을 가져야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선주회사

는 원고를 상대로 런던에서 중재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엔

진 손상 등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여 1,209,803.01달러의 손해배상

을 청구하였다. 중재의 결과 선주회사와 원고 사이에서 원고가

860,000달러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 원고가

위 금액을 선주회사에게 지급하였다. 그 중재절차에서 원고는 자신

을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에 보수 등도 지출하였는바, 중재 합의금

및 변호사 비용 등은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혹은 불

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다.

2) 판결의 요지

본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7나27566 판

결(이하 원심판결)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무를 인정

하며, “이러한 의무는 미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인정되는 의무로

서, 이와 같은 원고의 채권은 외화채권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에서 달러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대용급부는 채무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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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체적인 이행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환산의 시기 및 환산율은

채무의 실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는 위 외화채권이 실제로 이행되는 장소 혹은 그 이행을 구

하는 소가 제기된 장소인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대용급부를

채무의 이행의 방법으로만 보아 이행지법을 적용한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나, 본 판결은 이행의 방법이나 이행지법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 원심판결처럼 민법 제378조를 적용하되, 다만

그 환산 시기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한 이행을 명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3) 관련 논점의 검토

가)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원화판결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우리나라 기업이고 피고 기업 또한 영업소

를 국내에 두고 있기는 하였으나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명확히 정해

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판결은 민법 제378조에 따라 채권

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용하여 원화로의 이행을 명하였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관해서는 연방 전체

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미국 해사법이 적용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관해 미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합의는 유

효한 준거법 합의라고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청구권

경합에 관하여는 다루지 않으나, 본 판결의 경우 연료공급계약의 준

거법을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결정하였으며, 이것은 국제사법 제32

조의 종속적 연결의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계약의 준거법이 미국의 법이고 그 준거법을 적용한 결과 손해배상

채권이 외화채권으로 인정되었음에도 우리 민법 제378조를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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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한 상세한 논거가 필요했을 것이나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사견으로는 원심판결에서처럼 대용급부를 이행의 방

법의 문제로만 보는 논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위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민법 제378조를 숨은 저촉규범으로 보아 적용하였다는 논

거를 제시하는 편이 더욱 설득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렇게 민법 제378조를 적용하여 원화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아래에서 설명할 국제적인 추세와 국제거래의 실정에 맞추

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로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더 타당한 것으로 생

각된다.

나) 외화지급판결의 집행 문제

외화채권의 변제를 명하는 판결 또는 외화로의 손해배상액의 지

급을 명하는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는 자국통화로의 전환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을 명하거나 처

음부터 원화채권으로 인정하여 원화로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집행

등의 절차에서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에 부칠 경우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은 통상 자국통화

이기 때문이다.278) 비슷한 맥락에서 손해배상채권 또는 대금채권의

통화를 외국통화로 하여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집행불능 및 환산의

문제 그리고 외국환관리법의 제한 등의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외화채권자의 대용권을 인정함으로써 강제집행 등의

절차에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러한 논거에 설득력이 있는지

는 불분명하다.279)

우선 법조의 실무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국통화를 우선시

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모호할뿐더러,280) 외화의

278) Nussbaum(註 88) 371.

279) 박준서(註 67) 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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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을 명한 판결 역시 민사소송법 제7편 제2장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는 학설도 있다.281) 이 학설은

외화지급판결의 강제집행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외화를 지급하여

야 한다고 주장282)하는데, 채무자가 그 외화를 점유하고 있을 때에

는 이를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고(민사소송법 제537조 제1항),

그 밖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그 매득금을 해당

외화로 환산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283) 물론 이는

우리나라 통상의 집행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집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외화채

권을 인정하지 않고 원화채권만을 인정하는 경직된 태도를 취할 만

큼 실제로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다시 한 번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준거법이 CISG인 경우

가. 개요

준거법이 CISG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민·상법이 적용될

수 없다. 다만 CISG의 내적 흠결이 있을 때에는 CISG 제7조 제2항

에 의하여 우선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한 뒤,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 법정지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해결하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ISG는 대금 지급

의 통화에 관하여 규율하지 않으므로, CISG의 해석론으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본 뒤, 그것이 안 되면 보충적 준

280) A. Nussbaum, Das Geld-In Theorie und Praxis des deutschen und

auslandischen Rechts, 1925, S. 198, 243f, 안법영(註 85) 251면에서 재

인용.

281) 양승태(註 78) 47면.

282) 박준서(註 67) 286면.

283) 위의 책 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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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법에 의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394조를 근거로 삼는 우리 대법원 판결의 논거는 적용될 수 없으

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가 무엇인

지에 대한 고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CISG는 우리나라에서 2005년 3월 1일에 발효되었다. 따라서 이

때부터 우리의 국내법이 된 것인데, 2014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아직 발효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아서인지 우리 법원은 CISG가 준

거법인 사안에서 손해배상액 및 물품대금의 지급을 명할 때 어떤

통화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일관된 태도를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에 관한 연구도 많지 않으

므로, 준거법이 한국법이나 외국법이었던 판결들보다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CISG가 적용된 우리나라 판결들을 살펴보는

데, 이 때 우선 여기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채권을

외화채권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이 인정되더라도 채권자의 대용

급부청구권을 인용하여 원화 지급을 명한’ 판결들을 살펴본 뒤, 아

래 제8장에서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에 관한 고려가 처음으

로 이루어진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소개한다. 제8장에서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아래 판결들에서 나타나듯이 법원은 ‘실제로 손해

가 발생한 통화’를 꾸준히 고려하기 보다는 기존 태도를 그대로 반

영하는 판결들 역시 선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통화로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방향으로 법원의 태도가

통일 및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 법원의 기존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판결들

첫 번째로 소개할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2나98043

판결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나라 통화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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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민법 제394조의 해석론을 적용한 것

으로 보이며, 따라서 민법 제394조가 CISG가 준거법인 사안에도 적

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두 번째로는 CISG가 처음 적용된 항소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14857 판결을 검토한다. 이 판결은 손해배

상에 관한 것은 아니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외화채권이 인정될

경우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용하여 결과적으로 원화 지급을

명하는 우리 법원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판례이다.

세 번째로는 서울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1나31258, 31661

판결을 살펴본다. 이 판결은 위 두 경향이 모두 드러나는 매우 흥미

로운 판결이다.

1)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2나98043 판결284)

가) 사안의 개요

원고(대명산업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에 사무소를 두고 기계제작

및 산업플랜트 주문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회생채

무자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의 소송수계인) 역시 우리나라

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회생채무자 엘아이지건설은 토목 및 건축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본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건 공사

의 수행을 위하여 몽골에 100% 자회사인 LIG E&C LLC를 설립하

였다.

엘아이지건설은 몽골법인인 MCS-Mongolia로부터 몽골도로공사

를 수주받은 뒤, 몽골 자회사와 사이에 이 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

을 체결하면서, 몽골 현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엘아이지건설이

국내 업체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플랜트 및 장비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조달한 후 공급대금을 엘아이지건설이

284) 대법원에서(2013다94594) 2014. 5. 29.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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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자회사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에 따라 엘아이지건설은 원고로부터 공사플랜트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의뢰에 따라 주식회사 케이와이엘은 이 사건 공

사플랜트의 부품의 운송을 시작하였다.

이후 엘아이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엘아이지건설은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플

랜트 등 공급업체와 각 공급계약의 유지 여부에 관한 협의를 한 끝

에 원고와 엘아이지건설 사이의 공급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그 뒤

몽골 자회사는 케이와이엘과 이 사건 플랜트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

결한 뒤 원고와의 사이에 공급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그런데 MCA-Mongolia는 국제표준건설공사계약조건(FIDIC)에 근

거하여 엘아이지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의 타절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케이와이엘에게 이 사건 플랜트의 반송을 요구하였는데, 케

이와이엘은 원고가 송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플랜트 반환을 거부

하자 몽골 자회사가 화물반송요청을 하였으며 케이와이엘은 이에

따라 공사플랜트의 부품을 반송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몽골 자회사가 케이와이엘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플랜트의 반송을 요구하는 등으로 공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

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여 해당 공급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

가 이 사건 공사플랜트를 반송받기 위하여 케이와이엘 등에게 해상

운임 등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니 원고는 몽골 자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몽골 자회사 역시

피고가 하도급계약을 아무런 원인 없이 해지한다고 함에 따라 원고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채

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의 몽골 자회

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몽골 자회사가 피

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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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에서는 피고와 몽골 자회사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구체적 해지경위나 정산약정의 존재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

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본 판결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몽골 자회사가 엘아이지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불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보았고, 따라서 피고는 몽골

자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몽골 자회사의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다) 관련 논점의 검토

(1) 사건에 대한 CISG의 적용여부285)

본 판결은 “원고 및 몽골 자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및 범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법 및 당부 등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일체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본다”고 하였다.

한편 주지하는 바와 같이 CISG는 양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제1조 제1항 a호), 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칙

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이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제1조

제1항 b호)에 적용된다.286) 판결은 이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몽골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가입하였는데, 위 협

약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위 협약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

285) 참고로 주요 체약국과 우리나라 간의 수출입무역 규모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 대외무역의 반 이상에 대하여 CISG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한

다. 신창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상 몇 가지 논점

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제29권 (2009) 336면.

286) CISG 제1조 제1항은 아래와 같다.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

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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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영업소가 그 각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

약에 적용되고, 제3조 제1항은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도 매매로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적용되는 대한민

국법에는 위 협약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는 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CISG 체약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렵지 않게

CISG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외화채권으로서의 손해배상채권의 인정

본 판결은 몽골 자회사가 입은 손해의 범위는 결국 원고가 몽골

자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보면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 통

화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 민법 제394조의

해석론에 의하면 그러하다거나 과거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여 내린

판단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우리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판결에서 법원이 취해왔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연 준거법이 CISG인 사건에서도 민법 제394조의 해석론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아가 환산의 기준이 되는 시기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자면, 본

판결은 “원고가 케이와이엘에 지급한 위 30,000달러는 2011. 5. 9. 몽

골 자회사의 해지통지 무렵 손해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일자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고 133,410.31달러는 그 지급일인 2011.

7. 8.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기로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CISG의 기본원칙은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의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것과 동일한 경

제적인 지위에 채권자가 존재하도록 하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원칙을 고려할 때 제74조의 목적상 손해란 채권자가 실

제로 존재하는 재산상태와 계약위반이 없었더라면 채권자가 존재하

였을 재산상태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과연 위와 같은 환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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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2)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14857 판결

가) 사안의 개요

본 판결의 원고(항주오란특우융 유한공사)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국 절강성 항주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

고, 피고(주식회사 타이코리아와 그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법에 의

하여 설립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는 서울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회색 오리털과 백색오리털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오리털의 출고와 동시에 지

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이틀 전,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와 사이에서 회색오리털과 백색오리털

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이랜드월드와 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

었다.

원고는 일정 기간에 걸쳐 피고에게 오리털을 공급하였으나, 그 중

일부 오리털은 싱가포르에서 선박회사의 실수로 인하여 환적되지

않아 공급기일이 지나서까지 싱가포르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와 동종의 오리털을 항공편으로 미얀

마 양곤에 운송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비용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가 다시 원고에게 위 오리털에 관한 선하

증권상의 도착지를 미얀마에서 싱가포르로 변경하여 줄 것과 위 오

리털을 싱가포르에서 미얀마까지 항공편으로 운송하여 줄 것을 요

구하였지만 원고는 또 다시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의 지급을 거부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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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게 대금 1,091,391 달러 상당의 오리털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공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판결의 요지

본 판결은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에 관한 것으로서, 채권자의 대

용급부청구권에 관하여도 명시적으로 다룬 판결이다. 이에 관하여

본 판결은 “대용급부는 채무의 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구

체적인 이행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환산의 시기 및 환산율은 채무

의 실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

해서는 위 공급대금채권이 실제로 이행되는 장소 혹은 그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장소인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위 공급대금채권은 외화채권이고, 외화채

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

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하였다.

본 판결의 의의는 우리나라 최초로 CISG가 적용된 서울동부지방

법원 2007. 11. 16. 선고 2006가합6384 판결(이하 원심판결)287)에 대

한 항소심 판결이라는 데 있다.

다) 관련 논점의 검토

(1) 사건에 대한 CISG의 적용여부

287) 이 판결에 관한 평석은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다룬 최

초의 우리 판결,” 법률신문 제3754호(2009. 6. 15.), 15면; 신창섭(註 285)

335-3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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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의 계약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체약국인 우리나라와 중국 간 국제물품매매계약이

므로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 협약이 국내법에 우선되

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협약 가입국

인 중국과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이 우리나라의 민·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게 되었는바”라고 적

시하였다.

본 판결에서는 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CISG 체약국에 있었으므로

어렵지 않게 CISG의 적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CISG 해석론상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이 긍정되는지 여

부

본 판결의 원심판결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의 대금채권이

미달러화 채권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한국의 원화로 지급

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CISG가 적용되는 이 사건의 대금채권

의 채권자가 대용급부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았다.288) 그 근거로 대법

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였다고 하

였으니, 우리 민법 제378조의 해석상 채권자인 원고가 본래의 급부

에 갈음하여 대용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대용급부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 원화지급을 명한 것이다. 따라서 CISG의 해석론상

288) 동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

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 시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

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국내 당사자들

간의 거래였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가 외국통화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사안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해

당 판결을 참조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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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이 긍정되는지를 살펴본다.

CISG는 대용급부에 관련한 규정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런데

CISG 제7조 제2항은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

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

는 일반원칙,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적

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통화 이외의 통화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 즉 대용급부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협약이 규정하지 않으므

로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에 따를 것이라는 견

해와 통일적인 해결을 선호하는 견해로 나뉜다.289) 후자에는 지급지

법에 따를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지급은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통

화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 관행 또는 관례에 근거

하거나 또는 개별사건에서 신의칙에 기하여 도출되는 경우(예컨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계약통화로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대용급부권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290)

이 때 매도인에게 이행지의 통화로의 대용급부를 청구할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하니,291) CISG의 해석론상으

로는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본 판결에서 CISG와 준거법의 적용을 통한 대용권능의 판

단

289) 석광현(註 130) 216면.

290) Staudinger/Magnus, Art. 53 Rn. 24ff.; Schlechtriem/Schwenzer/

Hager/Maultzsch, Art. 54 Rn. 10, 석광현(註 130) 444면에서 재인용;

Schlechtriem & Schwenzer(註 182) Art 53, para. 8.

291) Staudinger/Magnus, Art. 53 Rn. 30, 석광현(註 130) 444면에서 재인

용. “이는 외교회의에서 매수인이 계약통화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매도

인에게 매수인 국가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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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에 관하여는 위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

다. 하지만 위에서 검토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

합의체 판결의 경우 양 당사자가 국내 기업이었으며 본 판결과는

그 국제성, 혹은 외국적 요소와의 관련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채

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에 대하여 한 번 더 살펴본다.

본 판결에서 다룬 사건은 CISG의 규율을 받고 또한 그 보충적 준

거법이 중국법일 개연성이 큰 사건이었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이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전제로 판

단했던 것은 우리 민법(제378조)의 해석론상 그리하였던 것이므로,

본 판결에서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어떤

법적 논리에서 우리 민법 제37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제시될 필

요가 있었다. 엄연히 사안이 다르고 준거법이 다른 판결을 ‘참조’하

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CISG상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욱 그러하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그러한 논거를 밝히지 않은 점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292)

이후 본 판결은 대용급부는 채무의 내용의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관한 것이고 환산의 시기 및 환산율은 채무의 실질적 내용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공급대금채권이 실제로

이행되는 장소 또는 그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장소인 우리나

라 법이 준거법이라 보고 대용급부청구권을 긍정하였다. 이러한 이

론 구조는 종래의 학설을 따른 것이나293), 환산의 기준시기 및 환율

은 채무의 실질적 내용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이를 부정

할 수는 없다.294) 나아가 우리 법원이 판결로써 지급을 명한다고 해

292) 석광현(註 287).

293) 최공웅(註 75) 475면; 곽윤직(註 3) 182면과 동지.

294) “실제로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은 변론종결일인 2007년 10월 5일

당시 매매기준율인 미화 1달러 당 916.6원을 적용하였으나 항소심은 변

론종결일인 2009년 6월 4일 당시 매매기준율인 1달러 당 1236.7원을 적

용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환율은 원화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석광현(註 117) 268면; 박준서(註 67) 289면도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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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행지가 한국이 될 이유는 없고, 한국에서 제소했다는 이유로

한국법을 적용할 근거는 없으며,295) 기본적으로 국제사법상 채무이

행의 방법에 대하여 이행지법을 적용할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

다. 본 판결은 준거법이 될 가능성이 큰 중국법상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와 중국법상 채권자가 대용급부청구권을 가지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거가 부족하며, 따라서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

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논거를 제시하였다면 보다 설

득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4) 외화지급판결의 집행 및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로 본 판결에서 그 적용여부가 다루어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도 외화판결의 집행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간단하게 살펴본다. 소촉법이 적용되는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2할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된다. 이것은 실무에서 매우 강력한 효

과를 발휘한다고 하며, 따라서 통상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손해배상

액 지급 판결이 선고되면 그에 대한 지급이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다고 한다. 판례는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에 관

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지만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

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를 절차법적인 성격

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으므로” 채권준거법이 우리나라 법이

아닌 경우에는 소촉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296) 그러나 소촉법

상의 지연손해금은 한국에서 소송촉진을 위한 소송정책적인 고려에

기하여 부과하는 소송상의 제도이므로, 그것이 비록 실체와 관련된

295) 석광현(註 117) 269면.

296)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7775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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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더라도 법정지가 한국이라면 동 법의 요건이 구비되는 한 적

용되어야 한다.297)

물론 소송촉진을 이유로 연 2할의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흔하지 않고 그 타당성도 의문이므로 준거법이 외국법인 사

건의 경우 특례법의 적용은 신중히 해야 할 것이며,298) 그 적용 근

거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한 가지 분

명한 것은 외화로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곧 소촉법상

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음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면 원화판결을 선고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촉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집행의 신속성과 편의에 있어서 외화판결이 원화판결에 비해 당연

히 불리할 것으로 여기는 생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3) 서울고등법원 2012. 9. 27. 선고 2011나31258, 31661 판결299)

가) 사안의 개요

이 판결의 원고(하나플랜트서비스 주식회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코와슬로나달지역 더반시에 본사를 둔 기기정비 및 기타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주식회사 대주산기)는 우리나라 고양

시에 본사를 둔 기계, 금속 수출입업, 금속원자재 수입업, 금속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발전소 공사에 필요한 파

이프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이프의 금속성분 함량은 국

제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중국에 소재한 창주용광관도제조유한공사로 하

297) 석광현(註 208) 26면.

298) 위의 책 26면.

299) 이후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94704, 94711 판결에서 상고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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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이 계약상의 파이프를 제조하도록 한 다음 해당 파이프를 중

국 상해항에서 선적하였고, 검사증명서 및 선하증권 등을 포함한 서

류들에 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파

이프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항에 도착한 후 원고는 피고와 추가

로 파이프를 매매하는 2차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첫 계약의 목적물인 파이프를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켈빈발전소에 납품한 뒤 발전소 측에서 METLAB LTD REG

에 파이프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파이프의 강도

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성분인 몰리브덴이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비율로 함유되어 있다는 결과를 통지 받고 원고에게 해당

파이프를 반품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파이프의 하자에 관하

여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그 파이프는 중국 공장에서 만든

것이므로 직접 중국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직접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까지 갔

으나 중국회사의 거부로 공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으로 돌아왔다. 그 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파이프를 정상품으

로 교환하여 주고 2차 물품에 관하여 제3의 검사기관인 Bureau

Veritas의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이와 같은 요구를 중국회사에 전하였으나 중국회사

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을 원점

에서 검토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현재 상황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을 종결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원고는 피고에게 ‘1차분 공급계약의 하자발생에 따른 2차분 공급계

약의 이행에 대한 공급처와 품질검사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

여 여러 차례 시정의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피고의 조치

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로 2차분 공급 계약을 취소하니,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착수금을 환불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

에 피고는 창주용광관도제조유한공사에게 ‘1차 선적분 품질하자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창주용광관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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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한공사와의 2 차례의 계약을 취소한다. 1차계약분에 대한 물품

대금과 2차계약분에 대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

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2차계약의 계약금을 빨리

환불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해당 계약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의 1심판결300)에서 1차계약 해제에 따른 파이프대

금의 원상회복으로 파이프대금(을 초과한 금액) 및 법정이자, 그리

고 2차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

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가 본 판결에서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피고는 항소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

의 2차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나) 판결의 요지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을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와 항소는 기각하였다.

이 판결이 흥미로운 이유는 ①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파이프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67,500달러 및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는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

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고 하고, ② 피고가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는 몰리브덴을 함유한 파이프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

가 있음에도 몰리브덴의 함량이 그에 훨씬 못 미쳐 통상적인 성능

을 결여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파이프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로 인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의

3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25. 선고 2010가합679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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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해배상을 명할 때 금전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라

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

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위에서 살펴보

았던 법원의 태도, 즉 손해배상채권은 외화채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외화채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원화 지급을 명하고자 할 때에 채권자

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용하는 경향이 비교적 명확하게 담겨 있다.

다) 관련 논점의 검토

(1) 사건에 대한 CISG의 적용여부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이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 사건 2차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이다. 본 판결은 “국제사법 제25조 및

제33조는 계약관계 및 부당이득에 관한 준거법에 관하여 사후적으

로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

건에 적용될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ISG는 양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

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제1조 제1항 a호), 또는 법정지의 국제사

법규칙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이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

(제1조 제1항 b호)에 적용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

약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원고와 대한민

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피고 사이에 체결된 물품매매계약인

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CISG의 체약국이 아니지만 이 사건에는 앞

서 본 바와 같이 법정지인 대한민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체약

국인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므로 결국 이 사건에는 CISG가 적용되

고, CISG에서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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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으로 대한민국의 상법, 민법 등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이 판

결에 CISG가 적용된 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보충적으

로 대한민국의 민·상법을 적용하기 전 CISG의 일반원칙의 적용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2) 외화채권으로서의 손해배상채권의 인정

이 판결은 직접적으로 민법 제394조에 따른 것이라는 논거를 명

시하지는 않았지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명할 때 금전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 손해배상

채권은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민법 제394조의 해석

론을 적용한 듯하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준거법이

CISG인 사안에도 민법 제39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민법 제394조의 적용 결과 정해지는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의

경우 채권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의 실체와 관련된 것으로

서, 채권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본 판결에

서 채권준거법을 CISG로 보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94

조의 해석론을 적용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었어야 했다.

나아가 CISG의 일반원칙부터 적용해볼 필요성이 있었을 것인데 그

러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매매대금과 관련하여도 직접적으로 민법 제378조의 유추

적용을 하였을 때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논

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

13640 판결 등을 참조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판결의 경우 준거법이

CISG가 아닌 사안을 다룬 것이므로 그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동일한 해석론을 적용한 데 대한 논거를 제시하였다면 더욱 설

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우선 CISG의 해석론상 채권자의 대

용급부청구권이 긍정되는지를 검토하였어야 했으나 그 과정이 (적어

도 판결문상에서는) 생략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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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ISG 일반원칙의 적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ISG 제7조 제2항은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

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

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

한다. 따라서 그 순서를 정하자면 우선 CISG에 사건의 해결의 근거

가 되는 조항이 있는지 찾아보고, 내적 흠결로 인하여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뒤에 비로소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적용

되는 법에 따른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도 CISG

가 적용된 만큼 이러한 일반원칙에 대한 고려를 한 번쯤 해보았는

지의 여부가 궁금하다. 물론 그 일반원칙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명

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CISG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였다

면 그 과정에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로의 지급을 명하는 것

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301)

제5절 소결

이상 손해배상통화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즉 채권자의 대

용급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손해배상채권을 외화채

권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우리 법원의 주요 판례를 살

펴보았다. 위에서 소개 및 언급한 판결들을 비롯하여 우리 법원이

선고하는 손해배상 관련 판결들은 대부분 원화판결의 형태를 취하

고 있다. 물론 아직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판결들이 충분히 집적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태도가 이미 확립되

301) 물론 CISG를 적용하더라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기존에 판결을 선고

하던 태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 Black(註 29) 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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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자면, 준거법이 한국법일 경우에는 민법 제394조의 해석론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을 외화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손해액을 원화

로 환산하여 지급을 명하고, 준거법이 한국법이 아닐 경우에는 (그

럼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94조를 적용한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화채권이 인정되더라도 대체로 민법 제378조의 적용을 통하여 채

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을 명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여 소송에서 원고가 외화로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청구를 무시하고 원화판결을 선고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실제로 우리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들은 통상 원화 지급을 청구하므로, 그에 따라

법원도 위와 같은 논리에서 원화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을 것이다. 다

만 그렇게 원고들이 원화로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데는 다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므로 그에 관한 고려는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무상으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

송에서 원고가 외화채권으로 청구한 경우 법원은 통상 청구취지 변

경을 권유한다고 한다.302)303)

두 번째로는 당사자가 하급심에서는 외화로 청구를 하였으나 항

소 및 상고를 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례(예를 들어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의 하급심판결인 서울고

등법원 1990. 2. 27. 선고 89나38586 판결), 그리고 하급심에서는 외

화로의 지급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그러한 판결이 잘못되

302) 법원행정처, 국제거래재판실무편람(2006년 개정판) (법원행정처, 2006)

65면.

303) 이러한 권유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할 것이므로 개인

적으로는 이것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에 제시된 바에 따라 “당사

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관

하여 궁금했으나, 이는 언제든지 당사자가 거부하면 되는 문제이므로 논

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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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본 사례(예를 들어 대법원 1997. 5. 9. 선고 90다48688 판결

의 하급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996. 10. 9. 선고 95나47956 판결)

등이 축적됨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은 물론이고 외국인 또는 외

국 기업들에게도 ‘대한민국에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할 때는 원화

로 청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거나, 법조인들이 그렇게 조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Miliangos 판결에서

원고도 판결 일주일 전에 선고된 Schorsch Meier 판결의 결과를 본

뒤에 스위스 통화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지만, 처음에는 영국 법원

에서 영국 통화로의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기존 영국의

법리에 맞추어 영국 파운드화를 청구했었다.

주된 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화로의 손

해배상액을 지급받더라도 그를 다시 자국통화로 환산하여 보유하거

나 다른 거래에 사용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거의 모든 원고들이 원화로의 청구를 한 데에는

위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과 달리 자국통화의 우선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의 실익

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들, 그 중에서도 외국채권자

가 납득하기 어려운 판례가 우리나라에 축적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채무자인 우리나라 기업을 더욱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

를 수 있다. 법정지쇼핑(forum shopping)에서 유리한 지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해배상채권의

원화청구에 대하여 서로 합의를 했다거나 채권자가 자신이 실제로

손해를 입은 통화를 고려하여 원화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법원이 당연히 혹은 자동적

으로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전제로 손해배상채권을 원화채권

으로만 인정하는 경직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준거법이 한국법일 경우에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

다61120 판결에서와 같이 통상 민법 제394조의 법리가 적용될 것이

나, 외화도 해당 조항상의 ‘금전’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정말로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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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리고 손해배상채권을 원화채권으로만 인정할 필요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준거법이 외국

법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이 손해배상의 통화에 관하여 어떻게 규

정하는지부터 살피고, 준거법이 CISG인 경우에는 CISG의 해석론에

따라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대

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할 당시 법

원도 상세한 검토와 깊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을 것이나, 그 후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제거래의 급증이라는 사회·

경제적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기존의

판례 뿐 아니라 준거법 그리고 사건의 정황을 비롯한 간접사실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태

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환산시기에 관하여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았으나 간단히 언급만 하자면, 외화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자국통화로의 환산을 하는 까다로운 문제를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04)

제6장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외국의 논의

제1절 개요

제6장에서는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해외의 논의를 살펴본

다. 위 제5장에서 사안별이 아닌 판례별로 나누어 검토한 것은 본

논문의 주제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가 주로 실제 존재하는 법

률상 조항의 유추적용을 통하여 법원의 해석이 반영된 판례에 근거

하여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나라에 손해배상

통화에 관한 민법 조항이 없는 것처럼 외국에도 직접적으로 손해배

304) Crystal Beal, Foreign Currency Judgments: A New Option For
United States Courts, 19 U. Pa. J. Int'l Econ. L. 101, 102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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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통화를 규율하는 조항을 마련해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에 따라

다행히 다른 국가들에서 역시 판례 중심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므

로, 비교를 함에 있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주제에 있어 국가별 법원의 태도를 비교해보는 데는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다. 우선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거래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

안의 경우에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적용

되게 된다. 따라서 손해배상통화에 관한 사건에서는 그 준거법이 어

느 국가의 법으로 지정되는지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

른 국가의 법리에 관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8장에서 다

루게 될 우리나라의 최근 판례 역시 호주 퀸즐랜드주 법을 보충적

준거법으로 적용함으로써 기존 판례의 태도와는 다른 결론, 즉 외국

통화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게 되었다. 또한 본 논문의 주제

에 있어 가장 의미가 있는 판결인 영국의 Miliangos 판결의 경우

영국만의 특수한 국가적 가치관을 반영하거나 자국민의 보호를 위

하기보다는 손해의 공평하고 정확한 배상과 당사자 자치의 존중 등

오늘날 국제거래의 실정에도 부합하는 원칙을 따르고자 한 사례이

며, 손해배상통화에 관한 모든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다루어지는 판

결이므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따라서 우선 영국 법원이 Miliangos 판결의 등장으로 인하여 어

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다음에는 그 외의 다른 국가들

의 특징을 파악한다. 그 중에서도 제8장에서 후술하게 될 우리 법원

의 최근 판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주 법원의 태도에 관하여 검

토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민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본, 그리고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임에도 영국보다 훨씬 경직된 태도를 취

하여 온 미국의 경우를 살펴본다. 이 외의 국가들은 간단히 다룰 것

이며, 마지막으로는 과연 손해배상통화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는 국

제적인 협력이 가능할지에 대한 전망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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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국

1. 서언

영국은 국제상사분쟁해결의 요지로서 실제로 영국과는 큰 연관이

없는 당사자들도 많은 경우 영국에서의 소송 또는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통화와 관련하여도 영국 내의

각 심급 법원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짐에 따라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영

국에서 외화판결에 관한 논의를 할 때에 근거로 제시되는 판례 중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Miliangos 판결이다. 심지어

다른 사건에서 “Miliangos 판결보다 이전에 선고된 판결 중

Miliangos 판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좋은 판례라고 볼 수 없다”

고도 한 바 있을 정도로305) 영국에서는 획기적인 판례이므로, 아래

에서는 해당 판결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2. Miliangos 판결 이전 법원의 태도

영국에는 약 4세기에 걸쳐 외화채권의 지급판결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었으므로 Miliangos 판결을 통하여 이전의 견해

를 변경하게 되기 전까지는 영국 파운드에 의한 지급만을 명하였

다.306) 이를 법정지통화원칙(forum-currency rule)이라고 가리킨다.

이 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손해가 외국통화로 산정되는 경우 이를

책임원인발생시(breach-date)의 환율로 환산한 자국통화로의 지급을

305) Monrovia Tramp Shipping Co. v. P resident of India (The Pearl
Merchant) [1978] 2 Lloyd’s 193 (QB) 197 (Donaldson J), aff’d [1979]
1 WLR 59 (CA).

306) 이런 태도가 나타난 판결은 S.S. Celia v. S.S. Volturno [1921] 2 AC
544 그리고 In re United Railways of Havana and Regla Warehouses,
Ltd. [1961] AC 1007 (HL).



- 109 -

명했다는 점이다.307) 이 둘을 결합하여 법정지통화/책임원인발생시

원칙(forum-currency/breach-date rule)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은 판

결에서 다루어지는 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인지 외국법인지의 여부

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용되었다.308)

이 원칙이 확립된 것이 Re United Railways of Havana and

Regla Warehouses 판결(이하 Havana Railways 판결)309)임에 따라

“Havana 원칙(Havana Rul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Havana

Railways 판결의 판결문 중 “만약 우리 법에서 분명한 점이 단 하

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법원에서의 청구와 판결은 모두 파운드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If there is one thing clear in our law, it

is that the claim must be made in sterling and the judgment

given in sterling)”310)이라는 문구가 자주 언급되었을 정도로, 이 판

결이 영국 법원의 이전 태도에 미친 영향이 크다.

영국 법원이 이렇게 외화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며 제

시하였던 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영국의 보안관이 외화의 가치를 모르므로 외화판결의 집행 시 어려

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311)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국 통화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안정적인 통화였다는 점312)이 있다. 이 외에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가의 주권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한다.

이 때 흥미로운 것은 법정지통화원칙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채권자에게 언제나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307) Di Ferdinando v. Simon Smits & Co [1920] 2 KB 409.
308) 이러한 태도가 드러난 판결은 Tomkinson v. F irst Pennsylvania
Banking and Trust Co. [1961] AC 1007.

309) [1961] AC 1007 (HL). 채무불이행 사건에서의 손해배상금에 관한 판

결로서, 채권자는 미국 통화로 표시된 채무의 회수를 청구하였으나 결과

적으로는 영국 파운드에 의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310) In re United Railways of Havana and Regla Warehouses, Ltd.
[1961] AC 1007, 1068-69.

311) J.H.C. Morris, English Judgments in Foreign Currency: A
“P rocedural” Revolution, 41 Law & Contemp. Probs. 44 (1977).

312) Schorsch Meier GmbH v. Hennin [1975] 1 QB 416 (CA)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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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파운드화의 가치가 상승313)하고 하락314)하는 것과 무관하게,

그리고 채권자가 외국인인지 자국민인지의 여부와도 무관하게 적용

되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것은 위에서 다룬 ‘공평하고 정확한 배상

(fair and accurate compensation)’의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

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산시기는 다루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의 통화

에 주목하여 검토하자면, 이러한 태도는 법정지의 통화에 의한 청구

또는 지급만을 허락하였다는 점에서는 기존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와 유사하다.

3. Miliangos 판결의 주요 사항

가. Miliangos 판결의 판결요지

대상판결은 영국 귀족원의 판결로서, 이 판결 사건의 원고는 물품

매매계약에 따라 스위스 통화로 가격이 표시된 물건을 영국 거주자

에게 인도한 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해당 물품대금을 ‘부채

(debt)’로써 스위스 통화로 청구한 스위스 거주자이다.315) 귀족원은

이 판결에서 외국통화로의 물품대금 지급을 명하였고, 나아가 책임

원인발생 당시의 환율이 아닌 이행시의 환율로 환산한 자국통화로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었고,

채권의 준거법이 스위스 법이었으며, 나아가 계약상의 계산통화와

지급통화까지 모두 스위스 통화였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영국

파운드화로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313) 예컨대 Madeleine Vionnet et Cie v. Wills [1940] 1 KB 72 (CA).
314) 예컨대 Barry v. Van der Hurk [1920] 2 KB 709.
315) Joseph Gold, Legal Effects of F luctuating Exchange Rates 25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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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berforce 법관이 이러한 판결을 선고한 것의 논거는, 원고가

승소하였을 경우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처해있었을 상황으로 회복을 위하여 금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배상의 원칙316)에 있었다. 다만

이 때 원상회복의 원칙(principle of restitutio in integrum)을 해석

함에 있어서 완전한, 그러나 과도하지 않은(complete, but not

excessive) 배상이라고 봄으로써, ‘채권자가 예상한 금액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317) 그런데 만약 외화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영국 파운드화로

만의 지급을 명할 경우에는 대체로 실제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배

상(under-compensation)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으므로 이제는 선례

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 외에도

Wilberforce 법관은 해당 판결의 당사자들에게 그리고 해당 판결을

근거로 삼게 될 미래의 다른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선고하고자 하였다. 그는 Havana Railways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15년간 다음에서 설명하게 될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제는 외국

통화로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오직 외화로만의 지급을 명한 것은 아니고, 그에 상당하는

(equivalent) 영국 통화로 이행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

할 수도 있다고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선택권을 주었으므로 상당히

합리적인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판결의 배경에 관한 설명

316) Principle of Compensation – Putting a successful plaintiff into the

position it would have occupied had the defendant not breached the

plaintiff’s rights, at least insofar as money permits. Black(註 29) 27.

317) [1976] AC 443, 466. “The relevant certainty which the rule ought
to achieve is that which gives the creditor neither more nor less
than he bargain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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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6년 관행성명

영국의 법원이 약 4세기 동안 유지되어 왔던 태도로부터 벗어나

게 된 데는 여러 배경이 작용했을 것이나, 그 중 하나가 바로 1966

년의 관행성명(Practice Statement)318)이다. 본래 귀족원은 자신들이

완벽한 법적 사고(perfect legal mind)319)를 지니고 있다고 하며 과

거의 판례를 매우 충실하게 활용해 왔었으나, 그로부터 벗어나 종종

실수도 하고 실험도 하겠다는 의도에서 “귀족원은 과거의 판례와 달

리 판결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이 성명과 Miliangos 판결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당해 판결이 등장할 수 있

었던 배경에 1996년 성명이 있음과 동시에 1966년 성명의 가장 큰

업적으로 당해 판결이 언급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특정 사안에 관한 법원의 견해가 바뀌는 것은 법

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이 입법되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되는 것

이고, 그로 인하여 바뀐 견해는 판결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320) 그러나 1966년 이후 영

국 귀족원의 태도는 입법의 영향을 받지도, 판결을 통하여 공표되지

도 않았고, 대신 성명을 통하여 밝혀졌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사

례로 남아 있다. 성명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귀족원은 무엇이 법이고 그 법을 개별 사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반으로서 판례의 역할을 존중한다. 판례는 개

인이 행위를 하는 데 있어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적어

도 일정의 확실성을 가지게 해주며, 법 규칙의 질서 있는 발전의 기

초가 되기도 한다.

다만 귀족원은 지나치게 융통성 없이 판례를 고수할 경우 특정

사안에 있어서는 부당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으며 법의 올바른 발

318) Practice Statement (Judicial Precedent) [1966] 3 All E.R. 77 (HL).

319) Assessor for Aberdeen v. Collie [1932] S.C. 304, 311.
320) Rupert Cross, P recedent in English Law 109 (3rd ed., Clarendon
Press,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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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과도하게 저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귀족원은 오늘날

판례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관행을 교정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는

귀족원의 과거 판례의 구속력이 인정될 것이나, 만약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때에는 과거 판결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로 한다.”321)

이것은 영국 귀족원의 Halsbury 법관이 과거 판결에서 “물론 (과

거 판결을 고수하다보면) 개별 사안을 다룰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

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오늘날의 견해로는 과거 판결이 잘못

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과거 판결을 고수함

으로써 추상적인 정의(justice)에 가끔 방해를 입는다고 하여도 이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매번 다시 고민하고 인류의 모든 활동에 대하

여 의심을 가지게 되어 현실적으로 최고법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가 되는 처참한 애로사항을 겪는 것보다는 낫다”322)고 한 것과 상반

된다.

1966년 관행성명은 영국의 ‘선례구속(stare decisis)323) 원칙의 단

321) “Their Lordships regard the use of precedent as an indispensable
foundation upon which to decide what is the law and its application
to individual cases. It provides at least some degree of certainty
upon which individuals can rely in the conduct of their affairs, as
well as a basis for orderly development of legal rules.
Their Lordships nevertheless recognize that too rigid adherence to
precedent may lead to injustice in a particular case and also unduly
restrict the proper development of the law. They propose, therefore,
to modify their present practice and, while treating former decisions
of this House as normally binding, to depart from a previous
decision when it appears right to do so.”

322) London Tramways Co. v. London County Council [1898] AC 375,
380. “Of course I do not deny that cases of individual hardship may
arise, and there may be a current of opinion in the profession that
such and such a judgment was erroneous; but what is that
occasional interference with what is perhaps abstract justice, as
compared with the inconvenience-the disastrous inconvenience-of
having each question subject to being re-argued and the dealings of
mankind rendered doubtful by reason of different decisions, so that
in truth and in fact there would be no real final court of appeal?”

323) Stare Decisis는 라틴어로서 ‘결정된 것의 편에 서야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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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요새’를 붕괴시켰다고도 한다.324) 이 선례구속의 원칙은 영국법

체계 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는데, 이는 포괄적인 법전이 존재

하지 않는 관습법계 국가 역시 한결같은 법 체제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325) 따라서 영국 법원, 그 중에서도 특히 귀족원은 과거 자

신이 선고하였던 판결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일관성과

안정성을 이루고자 하였는데, 귀족원 법관들이 1966년 관행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 왔던 선례구속의 원칙의

완화를 시도한 것이다. 물론 이 관행성명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 영국 사회에서 변화의 통로로 용인되던 판결이나 입법을 통하

여 세상에 선포된 것이 아니므로 하나의 독단적인 주장(ipse dixit)

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326) 그러나 실제로 이 관행성명

이 발표된 이후에 귀족원은 The Aello 판결327)을 E . L. Oldendorff

v. Tradax Export 판결328)을 통하여 번복하고, Congreve v. Inland

Revenue Commissioners 판결329)을 Vestey v. Inland Revenue

Commissioners 판결330)을 통하여 번복하고, 특히 본 논문에서 중점

적으로 다루는 Miliangos 판결에서 역시 Havana Railways 판결에

서의 판단을 번복함으로써 관행성명 발표 전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

를 보였다.

2) 영국 통화의 가치변동

324) W. Barton Leach, Revisionism in the House of Lords: The Bastion
of Rigid Stare Decisis Falls, 80 Harv. L. Rev. 797, 797-803 (1967)
참조.

325) Gerald Dworkin, Stare Decisis in the House of Lords, 25 Mod. L.
Rev. 163, 163 (1962).

326) Julius Stone, 1966 and All That! Loosing the Chains of P recedent,
69 Colum. L. Rev. 1162, 1168 (1969).

327) [1961] AC 135.

328) [1974] AC 479.

329) [1948] 1 All ER 948.

330) [1980] AC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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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angos 판결이 선고되기 전, 영국에서는 통화가치가 안정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환율과 판결일의 환율 또는 이행시의

환율 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4세기 동안 유지되어 왔

던 판례로부터 벗어나 외국통화로 판결을 하거나 이행시의 환율로

환산한 영국 통화로의 판결을 시도하게 되었다.

통화가치의 변동에 대한 경계는 Schorsch Meier GmbH v.

Hennin 판결(이하 Schorsch Meier 판결)331)에서 “우리는 왜 파운드

화로만 판결을 해야 한다고 고집해 왔던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파운드화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파운드

화는 그에 버금가는 통화가 없을 정도로 매우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파운드화는 바람결에 둥둥 떠다니는

것과 같다. 풍향계마냥 아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린다”332)고 하였던

것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통화가치에 큰 변동이 발생하여 외국의 채권자들이 영국

법원에서 대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자, 귀

족원에서는 외국통화로의 판결을 하는 급진적인 새 접근방식을 제

시한 것이다.333) 그런데 본 논문이 위에서 언급한 바334)와 달리

Miliangos 판결에서는 법정지로서의 매력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

어지지 않았다고 한다.335) 당해 판결이 유일하게 염두에 두었던 정

책적인 요소는 Havana Railways 판결에서부터 유지되어 온 법정지

통화원칙이 번복되었을 때 영국의 국제수지가 입을 타격이었다는

331) Schorsch Meier GmbH v. Hennin [1975] 1 QB 416 (CA) 424.
332) “Why have we in England insisted on a judgment in sterling and
nothing else? It is, I think, because of our faith in sterling. It was a
stable currency which had no equal. Things are different now.
Sterling floats in the wind. It changes like a weathercock with every
gust that blows.” Denning 법관.

333) Knott(註 158) 326.

334) “양 당사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정도로 채무자를

보호할 경우 매력적인 법정지로서의 명성에 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논문 23면; Black(註 29) 69.

335) Id.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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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336)을 고려할 때, Miliangos 판결은 통화가치 등의 경제적인 측면

에 가장 큰 초점을 두어 선고된 판결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렇게 통화가치가 불안정하였던 영국의 상황을 특수한 것

으로 본다면, 특수한 상황에서 영국 법원이 선고한 판결 및 확립한

법리를 통화가치가 안정된 상태 및 다른 국가에서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

겠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원화가 상당히 안정적

인 통화에 속하므로, Miliangos 및 여러 후속 판결들이 이루어졌던

1970년대 영국의 상황과는 다르다. 따라서 우리 원화만 고려하였을

때는 원화의 내부적 가치변동으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

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통화와의 외부적 가치변동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작은 환율의 차이로도 손해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국통화를 손해배상채권의 통화로 인정

하는 문제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Miliangos 판결에 영향을 준 다른 판결

사실 영국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징후는 이미

Miliangos 판결이 선고되기 약 2년 전부터 포착되었다.337)

Jugoslavenska Oceanska P lovidba v. Castle Investment Co Inc

판결(이하 Jugoslavenska 판결)338)에서 영국 항소법원은 계약상 계

산통화와 지급통화가 모두 외국통화인 경우, 당사자들이 명시적 또

는 묵시적인 합의를 통하여 이를 거부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중재인

이 외국통화로의 중재판정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계약상 적합한 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 영국의 중재인들은

당사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336) [1976] AC 443 (HL) 481.

337) McGregor(註 26) 16-025.

338) Jugoslavenska Oceanska P lovidba v. Castle Investment Co Inc
[1974] QB 292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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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당 통화로 중재판정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339)고 하였

다.

그 1년 뒤에는 영국의 중재인이 아닌 영국의 법원이 직접 외화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을 인정한 첫 판결이 선고되었다. Schorsch

Meier 판결은 기존에 유지되어 온 Havana Railways 판결의 논리에

직접적으로 맞서는 판결이었으나, 당시 모든 외국통화로의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그 범위가 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회원국의 통화로 표시되어 있고

지급될 수 있는 외화채권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한

다.340) Miliangos 판결의 원고가 원래는 기존 영국의 법리에 맞추어

영국 파운드화를 청구하였으나, 판결 일주일 전에 선고된 Schorsch

Meier 판결의 결과를 본 이후에 스위스 통화로 청구취지를 변경하

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Schorsch Meier 판결의 의의 중 하나

다.

4. Miliangos 판결 이후 법원의 태도

가. 적용범위의 확장341)

339) “whenever the proper currency of a contract is a foreign currency,
English arbitrators can and should make their award in that
currency, unless the parties have expressly or implicitly agreed
otherwise.” [1974] QB 292, at 298 (CA).

340) “Schorsch Meier had directly challenged the old law, but its scope
appeared to be limited to cases involving foreign money obligations

which are denominated and payable in the currency of members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Robert C. Effros, The Legal
Nature of Obligations Payable in Foreign Currencies, 11 N.C.J. Int'l
L. & Com. Reg. 445, 454 (1986).

341) Miliangos 판결이 금전채무 외의 영역에 확장되는 것에 대한 논의는

Roger Bowles and Christopher Whelan, Judgments in Foreign
Currencies: Extension of the Miliangos Rule, 42 Mod. L. Rev. 452,
452-458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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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angos 판결은 지급되지 않은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으로서 부채의 상환을 구한 것이었으나 그 외의 책

임원인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의 판결의 경우에도 외화로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Miliangos 판결

이 선고된 이후에 약 5년간 수많은 관련 판결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는 상당히 일관된 태도로 손해배상채권 역시 외화채권으로 인정하

고 있다.342) 나아가 Miliangos 판결에서 귀족원이 고려하였던 채권

자의 거주지, 계산통화, 지급통화, 그리고 준거법 중 외국통화와 관

련이 없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통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

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영국 법원

은 엄격하게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외화판결을 선고하

기보다는 융통성을 가지고 사안에 가장 적합한 통화를 판단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아래에서는 Miliangos 판결의 적용범위가 확장되는 과정에 있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 두 개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343), 위에서

언급하였던 The Texaco Melbourne 판결에 관하여 검토한 뒤, 마지

막으로는 이러한 판결들을 거친 영국 법원이 오늘날 손해배상의 통

화에 관하여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확립된 태도를 정리한다.

1) The Folias 판결344) – 계약위반으로의 확장

가) 사안의 개요

이 판결은 용선계약상의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룬

342) Brand(註 53) 14.

343) 불법행위와 계약위반으로 확장되는 것을 살펴보는데, 이 외에 도산과

이자의 범위로 확장되는 것은 다루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는 Black(註

29) 52-57 참조.

344) [1979] A.C. 685. 이 판결은 아래에서 소개할 The Despina R 판결과
함께 선고됨에 따라 출처가 [1979] AC 685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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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원 판결이다. 원고는 선박 Folias호의 선주로서 스위스 기업이

고, 피고는 해상운송업을 하는 프랑스 기업이다.

원고와 피고는 지중해에서부터 남아메리카까지 Folias호를 운항시

키는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용선계약의 용선료는 미국 달러

화로 지급되도록 표시되어 있었으나, 공동해손정산의 결과 외국통화

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비용이 있다면 교환 가능한 유럽의 통화

(European convertible currency), 영국 파운드화, 또는 미국 달러화

로 태환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

다.

그런데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브라질 항구로 화물(양파)을 운송하

던 중 Folias호의 냉동기 고장으로 인하여 화물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그에

따라 브라질 화주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

는 자신이 주로 사용하던 결제통화인 프랑스 통화를 매각하여 얻은

브라질 통화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중재절차에

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였는데, 중재판정부에서

피고의 주장에 따라 프랑스 통화로의 배상을 명하자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결의 요지

이 판결은 물품대금의 청구가 아닌 계약위반에 있어서의 손해배

상금에 관하여도 Miliangos 판결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한 판결로 인정된다. 귀족원은 운송인이 용선자에게 브라질 통화가

아닌 프랑스 통화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용선자

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결제통화인 프랑스 통화를 매각하여 브라

질 화주에게 브라질 통화로 배상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Miliangos 판결의 주역으로 손꼽히는 Wilberforce 법관이 해당 판

결 역시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Miliangos 판결의 법리가 해당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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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법리를 계약위반으로 인한 사

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한 의견일치가 하급심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었으므로 Wilberforce 법관은 큰 무리 없이 그 견해

를 승인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귀족원 판결에서 이

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계약위반의 경우에까지 Miliangos 판결의 법

리가 적용될 수 있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점은 ‘실제 손해가 발생한

통화’를 손해배상의 통화로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인정한 귀족원

판결이라는 것이다. 물품대금과 관련된 사건과는 다르게 계약 위반

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다수의 통화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손해배상을 외화로 하게 하는지 국내통화로 하게 하는지의 여부를

넘어서, ‘만약 외화로 한다면 그 중 어느 통화로 할 것인가’의 문제

가 부각되었다. 예컨대 Miliangos 판결에서의 경우, 일단 외화의 지

급을 명하기로 결정한 이상 어느 외화로 지급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요소가 스위스

또는 스위스 통화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The Folias 판

결은 해당 판결의 사건이 영국의 내국통화인 파운드화와의 관련성

이 전혀 없었으므로 외화판결을 선고하기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미국, 프랑스, 그리고 브라질의 통화 중 어느 것을 선택하

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고민 끝

에 귀족원에서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통화로의 배상을 명한 것이다.

다) 관련 논점의 검토

The Folias 판결의 의의는 이처럼 다수의 통화가 개입된 사안에

서 손해통화로 어느 것을 지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

다는 데 있다. 귀족원은 항소법원에서 Denning 법관이 제시한 기준,

즉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통화

(currency that justly measured the plaintiff’s true loss)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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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기준을 받아들여 프랑스 통화로 선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Wilberforce 법관은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이 돈으로 환산되고, 원

고에게 느껴지게 된 정황에 관한 고려를 기반으로 한 융통성 있는

원칙(a flexible rule in which account must be taken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loss arose, in which the loss was

converted into a money sum, and in which it was felt by the

plaintiff)’을 도입하였다.345)

그런데 문제는 Wilberforce 법관이 기준으로 삼은 이 ‘융통성’이

자칫하면 예측가능성의 저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The Federal Huron 판결에 제시되어 있으

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346) (1) 만약 영국 파운드로 판결을 하기

에 적합하지는 않으나 두 개 이상의 외국통화가 손해통화로서의 자

격을 갖추었다면,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계약법의 일반원칙

과 국제사법 규칙의 적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때 적용

되는 계약법의 일반원칙은 가급적이면 원상회복의 원칙이 될 것이

며, 이 때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예상을 존중하여야 한다. (3) 만약

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이라면, 우선 계약상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으로라도 통화에 관한 합의가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4) 계

산통화 및 지급통화에 관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나타날 경우에는

해당 통화를 ‘계약의 적절한 통화(proper currency of the contract)’,

즉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화라고 보아 해당 통화로의

지급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5) 만약 계약상에 통화에 관한 당사

자의 약정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손해를

경험한 통화(the currency in which the loss was felt) 또는 자신의

손해를 가장 잘 나타내는 통화(the currency which most truly

expresses his loss)로 산정된 금액만큼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이 통화는 손해가 처음으로 그리고 즉시 발생한 통화일 수도 있

345) [1979] AC 685 (HL), 703.

346) [1985] 2 Lloyd’s Re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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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닐 수도 있는데, 손해통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은 완전배상

의 법칙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최대한 전보할 수 있는 통화가 무엇

인지, 그리고 그 통화로의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사자들의 합리

적인 예상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The Despina R347) 판결 – 불법행위로의 확장

가) 사안의 개요

이 판결은 두 선박이 충돌하여 발생한 수리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을 다룬 귀족원 판결이다. 원고는 Eleftherotria호의 선주이고, 피고

는 Despina R호의 선주이며, 두 선주 모두 그리스에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이었다. 선박의 충돌이 발생한 이후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손해의 85%를 배상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어떤 통화로 배상을 하여야 할지가 문제되었다.

충돌 이후 Eleftherotria호는 임시적인 수리를 위하여 상하이로 예

인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수리를 위하여 일본 요코하마로 예인되었

으나 일본에서는 당분간 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여 다시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예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중국 통화, 일본

통화, 미국 통화, 그리고 매우 적은 금액의 영국 통화로 비용을 지

출하였는데, 이 때 미국 통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로의 비용 지급

역시 미국 통화를 매각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

나) 판결의 요지

이 판결은 물품대금의 청구가 아닌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배

상금에 관하여도 Miliangos 판결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

347) Owners of M.V. Eleftherotria v. Owners of M.V. Despina R. [1979]
A.C.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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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결로 인식된다. 귀족원은 선체수리비가 지급된 중국 통화, 일

본 통화, 영국 통화 그리고 미국 통화 중에서, 중국 통화, 일본 통화,

그리고 영국 통화는 원고의 주요결제통화인 미국 통화의 매각을 통

하여 구해진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손해를 가장 잘 나타내는 통화

는 미국 통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해당 통화로의 손해

배상을 명하였다.

이 외에 The Folias 판결과 The Despina R 판결의 가장 큰 차이

는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새로 도입된 ‘손해를 경험한 통화의 원

칙’(feeling-the-loss rule)이 지나치게 큰 불확실성을 낳는다는 주장

에 대한 Wilberforce 법관의 반박이 후자에만 담겨있다는 점이다.

그는 새 원칙의 도입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은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경험

한 통화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였을 때의 장점을 넘어설 정도는

아니라고 하였다.348)

다) 관련 논점의 검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에 관하

여는 채무불이행을 규율하는 조항들이 준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판결에까지 Miliangos 판결의 논리가 확장되었다는 것이 그다지

놀랍지는 않다. 또한 본 판결에서는 The Folias 판결에서와 동일하

게 피해자가 손해를 경험하게 된 통화를 손해배상을 통화로 선택해

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이 판결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다만 이 판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루었음에 따라

특히 대두되었던 문제는 바로 불확실성의 문제이다.

The Folias 판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 채권자가 손해

를 느끼게 된 통화를 찾는다는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하여 예측가능

348) Owners of M.V. Eleftherotria v. Owners of M.V. Despina R.
[1979] A.C. 685, 69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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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불법행위에서는 이러한 불

확실성이 더욱 크다. 계약상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계산통화가 명

시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거나 당사자들이 그 계

산통화가 손해배상채권의 통화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으로 파

악될 때에야 비로소 손해배상채권의 통화를 찾는 까다로운 고민을

하게 된다.349) 그러나 불법행위의 경우 사전에 마련해둔 계약이 없

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 귀족원은 피해자가 손해를

경험한 통화가 대체로 피해자가 거래를 할 때 결제하는 통화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350) 이를 통하여 ‘주요결제통화(operating

currency)’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3) The Texaco Melbourne351) 판결

가) 사안의 개요

이 판결은 계약 위반, 즉 물품공급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다룬 귀족원 판결이다. 원고는 가나의 공기업이었

고, 피고는 석유를 운반하는 대형선박인 Texaco Melbourne호의 선

주였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석유를 가나 내의 Tema항에

서 가나 내의 Takoradi항으로 운송하기를 원하였고, 따라서 피고와

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하여 Texaco Melbourne호는

원고 소유의 석유를 운송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 때 해당 사고는 선

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여전

히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다.

이 때 어떤 통화로 손해가 산정되고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지

의 여부에 관하여 매우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원고의 경우 가나

349) Black(註 29) 49.

350) Owners of M.V. Eleftherotria v. Owners of M.V. Despina R. [1979]
A.C. 685, 697.

351) The Texaco Melbourne [1994] 1 Lloyd’s Rep 473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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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국환관리법상 기업이 외환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언

제나 가나의 자국통화로 운영되었다. 원고가 석유를 구매할 당시에

미국 통화로 구매하였고, 멸실된 석유에 대한 대체품을 가장 가까운

시장인 이탈리아 시장에서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어야 했던 통

화 역시 미국 통화였으나, 이 역시 가나 통화를 매각함으로써 얻은

미국 통화로의 결제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으므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를 파악하자면 가나 통화로의 손해배상

을 명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가나

통화의 매우 심각한 가치 폭락이 문제가 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미

국 통화로 손해가 산정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판결의 요지

이 판결은 The Folias 판결과 The Despina R 판결과 달리 새로

운 규칙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철저히 기존 판결, 그 중에서도 The

Folias 판결을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352)

이 판결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미국 통화와 가나 통화

인데, 이 중 가나 통화의 가치가 폭락함으로 인하여 만약 미국 통화

로 손해가 산정될 경우 가나 통화로 할 때에 비하여 136배의 금액

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인 가나 정부가 미

국 통화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더욱이 채권자, 즉 원고가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한 통화 및 대체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였거

나 사용하게 될 통화 모두 미국 통화였으나, 귀족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손해를 경험한 통화가 원고의 자국통화인 가나 통화인 것으

로 파악하였다.353) 귀족원에서는 다음의 논거를 제시하며 가나 통화

로의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다. (1) 통상 채권자가 거래

352) Black(註 29) 45.

353) Michael Marks Cohen, Foreign Currency Judgments-A Coda, 32
L.M.C.L.Q. 323, 323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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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때 가나 통화로 결제를 하며, 지역 은행에서의 계좌도 가나

통화로 유지가 되었다. (2) 만약 물품이 제대로 도착하였다면 그 물

품을 가나인 혹은 가나의 기업들에게 가나 통화를 받고 매도하였을

것이다. (3) 채권자가 미국 통화로 대체품을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미국 통화는 가나 통화로 매입한 것이었을 것이다. 나아가

귀족원은 (4) 가나의 외국환관리법이 가나의 기업들이 미국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확고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354)

다) 관련 논점의 검토

본 판결에서 결국 손해통화가 결국 가나 통화로 선택됨에 따라,

과연 The Folias 판결에서 도입된 ‘손해를 경험한 통화의 원칙’을

이렇게 경직된 태도로 적용한 것이 바람직했는지에 관하여 의견이

나뉘었다.

우선 그 동안 그 기준이 모호하였던 ‘손해를 경험한 통화의 원칙’

의 법리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지지를 보낸 견해도 있었다.355) 하지

만 마치 영국 법원이 Miliangos 판결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국제상

거래계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는 비판이 유력했고,356) 정

의의 구현을 위하여는 손해의 산정시기를 조금 늦추는 편이 바람직

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하는 견해도 제기되었다.357)

역설적이게도 만약 이 사건의 채권자가 Miliangos 판결이 선고되

기 이전에 영국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고 손해가 영국 통화로 산정

되었다면 가나 통화로 산정한 것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급받을

354) Proctor(註 166) 481.

355) Michael Howard, Foreign Currency Judgments in Contractual
Claims, in Francis Rose ed., Consensus Ad Idem-Essays on the Law
of Contract In Honour of Guenter Treitel 68 (Sweet&Maxwell, 1996).

356) Knott(註 158) 345.

357) Proctor(註 65) 5.3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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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을 것이다.358) 따라서 환율변동으로부터 외화채권자를 보호

하려는 의도에서 도입된 원칙이 오히려 채권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다.359)

나. 영국 법원의 확립된 태도

1) 요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iliangos 판결 이후에 영국 법원에서

는 외화채권에 관한 법리의 완성에 기여하는 소가 다양하게 제기되

었다. 그 결과 확립된 영국 법원의 손해배상통화에 대한 태도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360)

① 채권자 또는 피해자는 손해를 외화로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손해배상의 외화채권을 인정하여 외국통화로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판결이 선고될 경우 채무자 또는 가해자는 자

신의 선택에 의해 해당 판결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영국 파운드화를

이행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위반으로 인한 사건에서 계약상에 특정 통화로 손해배상

을 할 것이라는 당사자들의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통화를

손해를 산정하는 손해통화와 손해배상통화로 정해야 한다. 이 때 계

약상의 계산통화는 그러한 의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③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애초에 불법행위 등의 원인으로 손해

가 발생하여 참조할 계약 자체가 없거나, 계약과 정황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자들이 ②에서와 같은 합의를 이루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계약상에 명확한 계산통화가 지정

되어 있었음에도 채무불이행 내지는 기타 이유에서의 손해배상을

358) Trevor C. Hartley, International Commercial Litigation 692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359) Knott(註 158) 343.

360) Black(註 29)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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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통화로 한다는 의도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④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진

정으로 나타내는 통화’, 즉 통상 원고가 사업 활동을 할 때 결제하

는 통화로 손해가 산정되어야 할 것이나, 때에 따라서는 발생한 손

해를 메우기 위하여 원고가 사용한 통화 등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외화지급판결의 요건 완화

Miliangos 판결의 경우 그 준거법, 지급통화, 그리고 계산통화가

모두 스위스 통화였다. 따라서 초반에는 과연 이러한 요건들을 다

갖추어야만 손해배상채권으로 외화채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가 불분명하였다. 하지만 이후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외국법적 요소

(foreign law element)와 외국 지급통화(foreign currency of

payment)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었다.361)

우선 준거법이 영국법임에도 외화판결을 선고한 사례는 Barclays

Bank International v. Levin Brothers 판결362)과 Federal

Commerce and Navigation Co. Ltd. v. Tradax Export SA 판결363)

이 있고, 지급통화가 계약상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외화판결이 선

고된 사례로는 George Veflings Rederi A/S v. P resident of India

판결364)이 있다.

3) 채권자의 우대 여부

본래 처음 Miliangos 판결에서 외화판결을 인정하였던 데는 환율

361) Knott(註 158) 327.

362) Barclays Bank International v. Levin Brothers [1977] QB 270.
363) Federal Commerce and Navigation Co. Ltd. v. Tradax Export SA
[1997] QB 324.

364) George Veflings Rederi A/S v. P resident of India [1979] 1 W.L.R.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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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으로부터 외화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

은 외화판결이 금지되던 시기에 채권자들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판

결을 선고하던 관행으로부터 외화채권자들을 보호하고, 공평하고 정

확한 배상 및 완전배상의 원칙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지, 채권자를

국내 채무자보다 우대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우선 Miliangos 판결의 Wilberforce 법관이 원상회복의 원칙을 해석

하는 데 있어 ‘완전한, 그러나 과도하지 않은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밝힌 점에서 드러난다. 즉 실제 손해보다 더 적은 금액의 배상

(under-compensation) 뿐만 아니라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배상

(over-compensation)에 대해서도 경계를 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리고 The Texaco Melbourne 판결에서는 가나 통화로 손해를 산정

할 경우 채권자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이 명백하였음에도 ‘실제

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를 선택한다는 명목 하에 가나 통화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영국 법원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외화채권을 인정

한 목적은 채권자의 ‘우대’보다는 ‘보호’에 해당하므로 다른 주권국가

들이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채권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The Folias 판결과 The Despina R 판결을

통하여 영국 법원은 ‘원고가 손해를 경험한 통화(the currency in

which the loss was felt by the plaintiff)’ 또는 ‘그의 손해를 가장

잘 나타내는 통화(which most truly expresses his loss)’로 손해의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다른 판결들에서도 이러한

접근방식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제 영국에서는 널리 인정되는 기준

이 되었다. 이 때 물론 법원이 절대적인 재량을 가지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 통화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며, 우선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

는 경우에는 그것을 존중하여 해당 통화로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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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융통성을 가지고 개별 사안과 계약의 정황을 고려한 뒤 결

정을 하게 되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견해도 있기는 하

나, 이러한 불확실성이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경험한 통화로 손해

배상금 지급을 명하였을 때의 장점을 능가할 정도는 아니라는

Wilberforce 법관의 주장365)에 설득력이 있다. 확실성만 고려하였을

때는 Miliangos 판결 이전 영국 법원이 손해배상액 및 대금의 지급

판결을 하던 방식의 확실성 및 예측가능성이 탁월히 높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 당시 영국 법원의 태도가 공평하고 정확한 손해

배상의 원칙 및 오늘날 국제거래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원칙들에 부

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5) 우리 법원의 태도와의 비교

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여러 판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확립된 영국

법원의 태도와 우리 법원의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우선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듯이, 가장

큰 차이는 외국통화로의 손해배상액 또는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태

도에 있다. 우선 우리 법원은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민법 제394조의

‘금전’이 우리나라 통화라는 것을 근거로 원화채권만을 인정하는 태

도를 취한다. 그러나 영국 법원의 경우 이러한 태도와는 상반되는

견해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외국통화로 판결을

선고하는 극단적인 반대의 입장은 아니다. 다만 사안별로 실제 손해

가 발생한 통화를 파악하여 해당 통화로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보

편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만약 실제 손해가 발생한 통

365) Owners of M.V. Eleftherotria v. Owners of M.V. Despina R.
[1979] A.C. 685, 69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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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영국 통화라면 영국 통화로, 외국통화라면 해당 외국통화로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두 번째로는 우리 법원의 경우 위와 같이 손해배상채권을 원화채

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만약 손해액이 외화로 발생하였고 준거

법이 한국법일 때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시에 해당 책임원인이

발생하였던 시기의 환율로 원화로 환산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

는 영국 법원이 과거에 취했던 것이며 이제는 외화채권을 인정하므

로 이러한 환산 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법원의 경우 민법 제394조가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그 준거법이 우리나라 법이 아닌 경우 등에서

외화채권이 인정될 때에는 대체로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용

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해 왔다. 이는 채무불

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다루는 판결이 아님에

따라 민법 제394조를 적용 또는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전제로 원화지급판결을 선고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영국 법원의 경우 이러한 태도와는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므

로, 외화채권이 인정될 시 채무자가 자국통화로 지급을 하는 선택권

의 부여 방식에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영국 법원은 외국통

화 일정 금액 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자국통화를 지급하도록 명

함으로써. 우선 판결은 외국통화로 선고하되 그 이후에 이행을 할

때 채무자가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외화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판결 단계에서 민법 제378조를 적용

하여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용한 뒤 원화로의 판결을 선고

해왔다.

네 번째로는 위에서처럼 채무자가 자국통화로의 변제 또는 지급

을 선택하거나(영국의 경우) 법원이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긍

정한 뒤 환산을 할 때(우리나라의 경우) 그 환산시기에 차이가 있을

것인데, 영국 법원은 ‘이행시’의 환율로 환산을 하고, 우리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환율로 환산을 한다는 차이가 있다. 다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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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책임원인발생시’와 ‘이행시’의 차이만큼 현저한 것이 아니며,

본 논문에서는 환산시기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다루지 않으므로 이

러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데만 의미를 둔다.

 

제3절 다른 국가들의 사례

1. 호주

아직 호주의 연방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의 통화의 주제에 관하여

다룬 최고법원 판결이 없다.366) 그러나 퀸즐랜드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그리고 빅토리아주 등의 법원은 Miliangos 판결과 The Despina

R 판결을 받아들여 외국통화로의 지급을 명하고 있으며,367) 호주 법

원의 전반적인 경향 역시 영국 법원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한다.368)

나아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법원이 외화판결을 할 수 없음이 법으

로 규정되어 있던 미국의 경우와 달리, 호주의 통화법(Currency Act

1965)369)은 외화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뒷받침한다.370) 따라서 호주에

366) Black(註 29) 124; Gotanda(註 2) 117.

367) Edward I. Sykes & Michael C. Pryles, Australian P rivate
International Law 642 (Law Book Company, 1991).

368) Steven Stern, Judgments in Foreign Currencies: A Comparative
Analysis, J.B.L. 266, 286 (1997).

369) Section 9

(1) Subject to this section, every sale, every bill of exchange or

promissory note, every security for money, and every other contract,

agreement, deed, instrument, transaction, dealing, matter or thing

relating to money, or involving the payment of, or a liability to pay,

money, that is made, executed, entered into or done, shall, unless it

is made, executed, entered into or done according to the currency of

some country other than Australia, be made, executed, entered into

or done according to the currency of Australia provided for by this

Act.

(2) Nothing in this section operates so as to invalidate a will or

other testamentary instrument.

Sectio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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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외화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은 불필요하다.

제8장에서 다루게 될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사건 계약의 보충적인

준거법을 호주 퀸즐랜드주 법에 의할 것”이라고 하면서, “호주 퀸즐

랜드주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호주의 연방법원은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원고가 외국통화로 손해배상금의 지급

을 구하고 그 통화가 원고의 손실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통화일 경

우 그 외국통화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고, 호주의 각

주법원도 위 연방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에 따라 외국통화 또는 호주 통화로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논거에 따라 원고의 손실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통화로

지급을 명하였다. 이 때 해당 판결에서 예시로 제시한 것은 Glen

King Marine & Trading Services v. The Owners of the Ship

“Armada Ternak” 판결371)과 Quality Livestock Australia P ty Ltd

v. The Owners of the Ship “Armada Ternak” 판결372)인데, 이는

연방법원의 판결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퀸즐랜드주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하나 소개한다.

Australian and N .Z . Banking Group Ltd. v. Cawood 판결373)에

서 퀸즐랜드주 최고법원은 법원이 외화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

았다. 판결에서 다루어진 계약상 통화는 미 달러화 또는 ‘호주 통화

를 제외한 모든 다른 통화(any other currency except Australian

dollars)’로 되어 있었으며, 채권자는 스위스 통화로 대출을 해 주었

Every payment that is made shall, unless it is made according to

the currency of some country other than Australia, be made

according to the currency of Australia provided for by this Act.

370) Stern(註 368) 286.

371) Glen King Marine & Trading Services v. The Owners of the Ship
“Armada Ternak” [1997] QG 82.

372) Quality Livestock Australia P ty Ltd v. The Owners of the Ship
“Armada Ternak” [1997] QG 152.

373) Australian & N .Z . Banking Group Ltd. v. Cawood [1987] 1 QR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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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자 채권자는 스위스 통화로의 손

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호주 통화로 판결을 하였을 때 도달

할 불공평한 결과를 외화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간단하게 방지할 수

있다며374) 외화로의 지급을 명하였다. 다만 이 때 Miliangos 판결에

서와 같이 이행시(payment date)의 환율로 환산한 호주 통화로 배

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채무자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였

다.

2. 일본

일본의 학설 및 판례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아마도 관련 민법 조항의 유사성, 그리고 과거 일본의 판결을 우리

나라에서 종종 참고하였던 경향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래

일본에서는 민법 제403조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경우에 그

변제를 외국통화로 할 것인지 국내통화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채무

자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며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선택권을 부

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이른바 채무자의 선택채무설을 취하

고 있었다고 하나, 그 후 학설은 ‘민법 제403조는 외화채권은 원래

외국의 통화로써 변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 이행지가 일본인 경우에

는 이행지에 있어서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일본 통화로써 변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외화채권이 법정의 임의채권임을 전

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이것이 오늘날의 통설이라고 한

다.375)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

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 인정에 관한 법

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학설들 중에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1975. 7. 15. 판결376)이 우리 민법 제378조에 상응하는 일본 민법 제

374) Gotanda(註 2) 116.

375) 정조근 · 윤황지(註 68) 237-2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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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조의 해석상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정한 점이 고려되었

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있다.377) 위 일본판결은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미화 25만달러를 환산한 일화 9000만엔의 지급을 구하

는 청구가 인용된 사건을 다루었는데, “외국의 통화로써 채권액이

지정된 금전채권은 이른바 임의채권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

여 외국의 통화 또는 일본 통화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

는 것으로 민법 제403조는 채권자가 외국통화에 의해 청구한 경우

에 채무자가 일본 통화에 의해 변제할 수 있음을 규정한데 불과하

다”고 판시하였다.378) 그러나 이 일본판결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가해졌으며, 통설은 동 판결이 종래의 실무상에도 반하고, 비교법적

측면에서도 타당치 못하다는 것이었다고 한다.379)

참고로 일본하급심판례 중에는 현실로 원고가 외화에 의한 손해

를 입은 경우 준거법 여하에 불구하고 외화지급을 명한 예도 있

다.380)

3. 미국381)

원래 미국에서는 미 달러화에 의한 판결만을 할 수 있다는 원칙

이 확립되어 있었다.382) 학설은 이것이 1972년 Dante v. Miniggio

376) 判例 タイムズ 328호, 235면, 석광현(註 126) 126에서 재인용. 영문

으로는 Ryukyu Bank v. Toka Denki Koji K.K., 29 Minshu 1029
(Supreme Court, July 15, 1975).

377) 석광현(註 130) 126면.

378) 최공웅(註 141) 130면.

379) 정조근 · 윤황지(註 68) 239면.

380) 日神戶地判 1962. 11. 10 (判時 320, 4), 곽윤직(註 3) 188면 註 36에서

재인용.

381) 미국에서 영국의 Miliangos 판결을 따르자는 글은 Joseph D. Becker,

The Currency of Judgment, 25 Am. J. Comp. L. 152 (1977). 영국의
흐름에 맞추어 미국에 관련 입법을 하자는 글은 Steven Stern, The
Courts and Foreign Currency Obligations, 4 L.M.C.L.Q 494 (1995).

382) Suzanne Raggio Westerheim, The Uniform Foreign-Money Claims
Act: No Solution to an Old P roblem, 69 TEX. L. REV. 12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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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383) 이래에 확립되었다는 것도 있고,384) 1792년 화폐법(Coinage

Act of 1792)의 Section 20이 “미국에서의 계산통화는 미국 통화로

표시되어야 하며, 미국 법원에서의 모든 절차 역시 이 원칙을 따라

야 한다”385)고 한 점에서 기인하였다는 것도 있으며, 주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견해도 있다.386)

1982년에 미국 의회는 화폐법을 개정하면서 Section 20에서 문제

가 되던 부분387)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과연 그 개정에 따라 이제는

연방법원에서 외화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기준

을 제공하지 않았다.388) 따라서 오늘날 미국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

한 견해가 나뉜다고 한다.389) 아직도 대다수의 법원은 판결이 미국

통화로만 선고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나, 미국 의회에서 화폐법

을 개정한 이래로 이제는 외화판결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

으므로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390)

호주 및 다른 관습법계 국가들에서 영국의 Miliangos, The

(1991); Paul L. Lion, The Need to Retreat From Inflexible
Conversion Rules-An Equitable Approach to Judgment in Foreign
Currency, 22 Santa Clara L. Rev. 871, 871 (1982).

383) Dante v. Miniggio, 54 App. D. C. 386, 298 F. 845, 33 A. L. R.
1278.

384) Nussbaum(註 88) 365.

385) Coinage Act of 1792, Section 20

“The money of accou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expressed in

dollars or units, dimes or tenths, cents or hundredths, and mills or

thousandths, a dime being a tenth part of a dollar, a cent a

hundredth part of a dollar, a mill the thousandth part of a dollar; and

all accounts in the courts shall be kept and had in conformity with

this regulation.”

386) Gotanda(註 2) 104.

387) “and all accounts in the public offices and all proceedings in the

courts shall be kept and had in confirmity to this regulation.”

388) Gotanda(註 2) 105.

389) Jennifer Freeman, Judgments in Foreign Currency-A Little
Known Change in New York Law, 23 Int’l L. 737, 738 (1989);
Gotanda(註 2) 105.

390) Gotanda(註 2) 105.



- 137 -

Despina R, 그리고 The Folias 판결의 법리를 상당히 신속하게 받

아들인 것에 비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더딘 변화를 보여 왔으나,

Matter of Oil Spill by Amoco Cadiz Off Coast of France on

March 16, 1978 판결391)과 Mitsui & Co Ltd v. Oceantrawl Corp

판결392)은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나 손해배상채권의 통화로서 외국통

화를 인정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393)

참고로 연방법원과 달리 대부분의 주법원은 외화판결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데,394) 이는 대부분의 주가 통일외화청구법(Uniform

Foreign Money Claims Act)395) 또는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396)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 3차 미국대

외관계법리스테이트먼트(Third Restatement of Foreign Relations

Law)의 Section 823(1)은 “미국 내 법원은 통상 ··· 외국통화로 표

시된 경우 미 달러화의 지급판결을 선고하나, 실제 채무의 통화 또

는 손해가 발생한 통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391) Matter of Oil Spill by Amoco Cadiz Off Coast of France on
March 16, 1978, US Ct App (7th Cir), 24 January 1992, 954 F 2d
1279.

392) Mitsui & Co Ltd v. Oceantrawl Corp, US Dist Ct (SD NY), 29
November 1995, 906 F Supp 202.

393) Beal(註 304) 102.

394) Gotanda(註 2) 105.

395) 2014년 10월 현재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Hawaii, Idaho, Illinois, Minnesota, Montana,

New Mexico,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Rhode Island, U.S. Virgin Islands, Utah, Virginia, Washington,

Wisconsin 주들이 채택.

396) 2014년 10월 현재 Alabama,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Florida,

Hawaii,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Montana,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S. Virgin Islands, Utah, Vermont, Virginia,

Washington, West Virginia, Wisconsin 주들이 채택.



- 138 -

아니하다”397)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외화판결 원칙의 미적지근한

(lukewarm) 동의’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398)

4. 기타 국가들

대부분의 대륙법계 유럽국가들은 외화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허용

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체코 공화국, 그리

고 스웨덴은 외화판결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국가에서도 채무자는 대용급부권의 행사를 통해 외화채무를 자국통

화로 변제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그 환산시기는 이행시를 기준으

로 한다.399) 예외적인 경우로는 국제사법400)과 연방채무법401)이 서

로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어 분쟁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외화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스위스의 사례가 있다. 그

리고 스페인에서는 민사소송법상 외화판결이 허용되어 있으나,402)

실제로 법원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여 외화로 손해배상통화를 정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403) 러시아의 경우에는 자국의 영토

397) “Courts in the United States ordinarily give judgment, on causes

of action arising in another state, or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in United States dollars, but they are not precluded from giving

judgment in the currency in which the obligation was denominated

or the loss was incurred.”

398) Proctor(註 65) 8.07.

399) Burgerliches Gesetzbuch Article 244 “The conversion is made

at the currency rate of exchange in the place of payment”(영문번역

본). 이에 대비되는 경우로서 이탈리아는 책임원인발생시설을 취하고 있

다. Codice Civile Article 1277 “The debtor has the power to pay in

legal money at the rate of exchange of the day when the sum is

due.”(영문번역).

400) Systematische Sammlung des Bundesrechts Article 147(3).

“the currency in which payment must be made is determi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payment must be made.”(영문번역).

401) Code des obligations Article 84 “Monetary obligations must be

paid in Swiss francs.”(영문번역).

402) Ley de Enjuiciamiento Civil Article 921(3).



- 139 -

내에서는 채무의 외국통화로의 변제를 금지하고 있다.404) 러시아 민

법 제140조와 제317조 제1항은 채무는 러시아 자국통화로 이행되어

야 한다고 규정한다.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외화판결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서로 태도를

달리하는데,405) 일부 국가는 국법(national law)을 통하여 외화를 통

한 지급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으나406) 지방법(local law)이

이에 관하여 규율하는 국가들도 있다.407) 외화로의 지급을 허용하는

국가의 예로는 콜롬비아가 있는데, 콜롬비아 상법(Codigo de

Comercio) 제874조에 외화채무는 계약상에 약정된 통화로 변제하여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408) 다만 만약 약정된 통화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국통화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 민법

과 유사하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법원이 일반적으로는 외화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이행이 멕시코 내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자국통화로 해야 한다.409)

아시아 국가들 중 태국과 싱가포르의 법원 역시 외화판결을 선고

할 수 있으며, 태국은 특히 대용권과 관련하여 일본과 매우 유사한

법리를 갖추고 있다.410)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실제로 손해가 발

생한 통화로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411)

403) Gotanda(註 2) 102.

404) Konstitutsiia RF Article 75.

405) Gotanda(註 2) 115.

406) Codigo Civil de la Republica del Paraguay y Leyes

Complementarias 제474조 “in Paraguay obligations and payment in

foreign currency are governed by special laws.”

407) 예컨대 칠레의 Codigo de Derecho Internacional Privado, 즉 국제사

법은 제170조에서 지급의 조건과 지급의 통화는 지방법에 따라 결정된

다고 명시하였다.

408) Codigo de Comercio 제874조.

409) Gotanda(註 2) 115.

410) Civil Code Article 202.

411) Douglas Choo, Singapore (May 1996), in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6 (Louis Garb & Julian Lew ed.s., 1997), Gotanda(註 2)

12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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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손해배상의 통화에 관한 국제적 협력의 가능성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

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발전해왔다. 기업

들 간의 경제활동의 경우 각 국가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범위에 속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간접적 또는 소극적인 영향만을 미칠 수 있

었는데, 점차 국제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기구들은 국제경제법,

국제해양법 등 새로운 분야의 협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국투자보호문제, 차관계약에 대한 국가의 지급 보증, 국가계약문

제 등 기존에 국제법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의 문제를 국제

법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아직도 개

인 간의 사법적 분쟁의 궁극적인 해결은 각국의 법원에서의 재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제인 손해배상채권

의 통화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구축하려는 시

도가 이루어졌던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성공여부는 어떠한지, 그

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간단히 생각해본

다.

우선 이러한 협력을 구축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련하여 새로운

협약 또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더욱

넓은 범위의 협약 또는 규칙 안에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조

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사견으로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실 두 방법 모두 성공가능성을 확실시할 수 없다

는 점에서는 동일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러한 협력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기만 한다면 체약국이 일

관된 태도로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판결을 선고할 것이므로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그 체약국이 많으면 많

을수록 적어도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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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쇼핑(forum shopping)의 문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체약국들 중에서 선택하기만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소를 제기하든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적 안정성도 확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지금까지 많지는 않

더라도 몇몇 노력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 예로는 우선 위에서 언급

하였던 UNIDROIT Principles(제7.4.12조), 그리고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제9조)가 있다. 이 외에 만약 외화채권을

국내통화로 환산할 경우 그 시기에 관한 문제를 다룬 것으로는, 아

직 발효되지는 않았으나, 국제환어음과 국제약속어음에 관한

UNCITRAL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Bills of Exchange

and International Promissory Notes, 이하 CIBN)(제75.3.d조)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의 외화

채무지급협약(Payment of Foreign Money Liabilities)(제6조, 제9조)

과 외화채무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Foreign

Money Liabilities)(제5조)도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시도들 모두 제대로 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으며,412) 앞으로도 그 발전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의 경우 절차법과 관련된 것으

로 보아 각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이

므로 협약 등을 통한 국제적인 협력이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413) 개

인적으로는 손해배상의 통화에 관한 것은 채무의 내용을 결정하므

로 사안의 실체와도 관련이 있고, 따라서 순수 절차법의 적용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각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 따라서 손

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문제는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하여 해결

할 것은 아니고, 각 국가별로 (국제적인 추세를 염두에 두고) 자국

412) Black(註 29) 192.

413) Id.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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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립된 태도를 구축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거래의 당사자들이 통화면책조항

이나 보험 등을 통하여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

안이 될 것이다.

제7장 중재에서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의 선택

제1절 서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국 Miliangos 판결이 등장하게 된 배

경에는 런던 중재인들의 실무관행이 있었다.414) Miliangos 판결이

선고되기 1년 전 미국 통화로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한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판결415)에서 영국 항소법원의 Denning 법관이 밝힌 것

처럼, 당시 몇몇 런던 중재인들이 외국통화로 중재판정을 하는 신기

한 관행을 (법원보다 먼저) 만들어냈다고 한다. 그러한 관행에 대하

여 영국 법원이 비난의 목소리를 냄에 따라416) 일부 중재인들은 외

국통화로의 중재판정을 지양하였으나 몇몇은 법원의 견해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견지를 유지하였다. 결국 시간이 지난 뒤에

Jugoslavenska 판결에서 만장일치로 인정하기를 중재인들이 외화로

판정을 할 수 있다 하였고, 1년 뒤에 Miliangos 판결은 중재인들의

개척적인 역할을 높이사기까지 하였다.417)

그렇다면 오늘날 중재에서 손해배상채권의 통화를 선택하는 방식

은 얼마나 경직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경우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414) Hartley(註 358) 681; Halsbury’s Laws of England(註 158) 1132.

415) Jugoslavenska Oceanska P lovidba v. Castle Investment Co [1974]
QB 292, [1973] 3 WLR 847 (CA).

416) Salmon LJ in The Teh Hu [1970] P 106 (CA) 129.
417) Black(註 29)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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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기는 하나, 만약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국 법원에서 실제

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를 고려하여 외화로의 손해배상액 및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주된 경향인 상황에서 중재까지도 사안 별로

융통성 있게 통화를 판단한다면 이는 참고할 만한 사항이 될 것이

다. 따라서 중재에서 통상 손해배상채권의 통화가 어떻게 정해져왔

는지, 그리고 그 의의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간단히 검토한다.

제2절 중재 일반

1. 중재와 소송의 비교의 실익

우리나라 중재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중재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재는 오늘날 대표적인 대

체적 분쟁해결수단인데, 중립적인 판단주체를 선택할 수 있고 단심

제에 의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고 절차적 유연성이 보장되는 등의 장점이 있어 점차 기업들

이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다만 중재의

경우 통상 당사자 간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므로 모든 분쟁을 중재

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중재가 영국에서 법

정지통화/책임원인발생시원칙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을

지는 모르나, 외화채무에 대하여 표준화된 기준을 만들어냈다고 보

기는 어렵다.418) 따라서 여기서 중재와 장점과 소송의 단점을 파악

하여 비교한 뒤 우열을 밝히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바이

며, 다만 중재는 어느 정도로 경직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파악

하여 참고사항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한다.

418) Id.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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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에서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의 판단 기준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채권의 통화를 정하기 위하여 통상 당사자

간의 합의, 국가의 국내법, 그리고 법의 일반원칙 등을 고려한다. 그

러나 때에 따라서는 정황상 분쟁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 통

화를 선택하기도 한다.419)

가. 당사자 간의 합의

만약 양 당사자가 특정 외국통화로의 손해배상액 지급에 합의를

할 경우, 환산 시기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통화에 대

한 부분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또는 이러한 합의가 계약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는 견지에서 계

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화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이행지와 지급통화에 대한 합의가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지를 살

펴본다고 한다.420) 다만 이 때 준거법상 강행규범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구속된다.421)

나. 국가의 국내법

419) Gotanda(註 2) 127은 조약(treaties)도 고려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였

으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손해배상채권의 통화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

하는 협약은 많이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존재하는 것마저도 발효가 되

지 않거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실제로 중재판정부가 어떻

게 일반적으로 조약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는지는 의문이다. 참고로

UNIDROIT Principles와 PECL, DCFR 등은 조약이 아닌 일반원칙이므

로 논외로 한다.

420) 예컨대 Final Award No. 2103 (ICC 1972), in 3 Y.B. Com. Arb. 218,

219 (1978)은 계약상 지급통화가 미국 통화이므로 해당 통화로 중재판정

을 하였다; 그리고 Final Award No. 7661 (ICC 1995), in 22 Y.B. Com.

Arb. 149, 162-163 (1997)은 계약상 이행지는 스페인으로, 지급통화는

스페인 통화로 약정되어 있어 스페인 통화로 중재판정을 하였다.

421) Gotanda(註 2)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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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는 국내법 또는 국내법원의 관행에 따라 손해배상채권

의 통화를 선택하기도 한다. 예컨대 BASF Wyandotte Corporation

v. Odfjell Westfal-Larsen Tankers 판정422)에서 중재를 맡은 해양

중재인협회(Society of Maritime Arbitrators, 이하 SMA)가 중재를

할 때는 통상 그 중재지는 미국 뉴욕이 되며, 따라서 과거 SMA에

서는 뉴욕 법원의 관행에 따라 중재를 했다.423) 그 흥미로운 예로

위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미국 법원은 오직 미국 통화로만 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미국에 위치한 중재판정부 역시 미국 통화로만 판

정을 내릴 수 있다”424)고 밝혔다. 다만 이것은 The Folias 사건의

중재인들이425) “우리는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될 경우 계약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판정을 내려왔다. 오늘날 영국법이 중재인들에게

그러한 판정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판정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

라서 법이 이렇게 중립적인 경우 우리는 상사중재인들이 상업적 상

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426)고 밝

422) BASF Wyandotte Corporation v. Odfjell Westfal-Larsen Tankers
SMA No. 2881 (June 25, 1992).

423) Gotanda(註 2) 129. 또 하나의 사례로는 Konkar Indomitable Corp.,
v. Fritzen Shiffsagentur und Bereederungs, SMA No. 1394A (May 5,
1980)에서 중재판정부는 미국 법원은 미국달러화로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424) “··· because a court in the US may give a judgment only in
dollars ··· therefore an arbitration panel sitting there may likewise
only render an award in dollars.”

425) 법원에서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 중재도 이루어졌다.

426) “we, along, with certain other City of London arbitrators, have
frequently made awards in a currency which was not the currency of
the contract when we felt that such led to a just result. While we
think that the present law does not decree that an arbitrator has
jurisdiction to do what we have done in this case, nor does it
appear to state that an arbitrator does not have such jurisdiction.
When the law appears to be neutral we think it right for commercial
arbitrators to take the approach which leads to commercial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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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로 보인다.

다. 법의 일반원칙

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 국제투자중재에서

중재판정이 “자유로운 태환과 송금이 가능한 통화”로 이루어져야 한

다고 판시한 사례427)와,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 청구인에게 이

루어지도록 한다고 본 사례428)가 있다.

라. 가장 적합한 통화

정황을 살펴본 뒤 가장 적합한 통화를 선택한 사례로는 Final

Award No. 5946429)가 있는데, 이 사건의 당사자 간에는 본래 뉴욕

주법에 근거한 판단을 받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 뉴욕주법 제27조는

‘법원은 미국 통화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중

재판정부는 그 조항이 ‘뉴욕 법원’의 판결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았고, 중재지가 스위스이므로 뉴욕주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결과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청구한 통화로의 중재판정을

내린다는 취지에서 프랑스 국적의 청구인에게는 자신이 청구한 바

에 따라 프랑스 통화가, 그리고 미국 피청구국에게 역시 청구한 바

에 따라 미국 통화가 지급될 것을 명하였고, 이 때 스위스법상 그러

한 결정이 제한되지 않음을 밝혔다.

3. 검토

sense and justice.”
427) Awards of 27 October 1989 & 30 June 1990 (Ad Hoc), reprinted in

19 Y.B.Com.Arb. 11 (1994), Gotanda(註 2) 129에서 재인용.

428) Amco Asia Corp. v. Republic of Indonesia (ICSID Nov. 30, 1984).
429) Final Award No. 5946 (ICC 1990) in 16 Y.B. Com. Arb. 97,

117-118, Gotanda(註 2) 13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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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에서 고려한다고 하는 기준들을 살펴본 결과, 마치 영

국 법원이 상당한 융통성을 가지고 손해배상채권의 통화를 정하는

것처럼 중재에서도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재의 특성상 그런 것일 수도 있겠으며, 영국은 관습법계 국

가이므로 과거 중재에서의 판단 방식을 받아들이고 도입하는 데 있

어 대륙법계 국가들보다는 거부감이 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 본다.

나아가 손해배상채권의 통화 같은 경우 절차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는 실체의 문제로 보아야하

며 따라서 채권준거법이 적용될 것인데, 그럴 경우 각 법역의 법리

가 서로 다른 것처럼 중재도 그 논리에 있어서 통일성보다는 더욱

다양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430)

제3절 국제투자중재

국제투자중재의 경우 일방 당사자가 일국의 정부가 되므로 본 논

문에서의 논의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주로 활용되는 것이 금전배상인 점, 그리고 손

해배상에 관련된 일반원칙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국제투자중재에 주로 활용되는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

430) 참고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의 중재규칙 제60조 a호는 “어떤 통화로도 판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awards may be expressed in any currency)”고 하고, 미국중재협회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중재규칙은 제28조 4항에서 “중재

판정은 판정부가 다른 통화가 더 적절할 것으로 고려하지 않는 이상 계

약통화로 한다(awards shall be in the currency or currencies of the

contract unless the tribunal considers another currency more

appropriate)”고 한다. 그리고 양 중재규칙 모두 이러한 판단은 채권준거

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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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이하 ICSID)’은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

정을 마련해두지 않았다.431)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이하 BIT)의 경우에도 ‘투자자의 국적국의 통화 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통화’로 배상을 한다는 조항을 마련해둔 몇몇 경

우432)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국제투자중재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

적인 보상(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compensation)의 원칙,

합리성과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reasonableness and good faith)의

원칙, 그리고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거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통화로

태환할 수 있는 통화로의 지급(currency of payment must be

freely usable or convertible into a freely usable currency)의 원칙

을 고려하여 판단이 내려진다.433) 이 외에도 통화가 유의미한 가치

하락을 겪었는지를 고려하여, 청구인의 국적국의 통화434), 또는 실제

로 투자가 이루어진 통화435)로 지급 판정이 내려진다고 한다. 그리

고 위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사건이 일

어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고 있었을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가리키

는 원상회복주의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는데,436) 그 사례로는 Case

Concerning the Factory at Chorzow 사건437)이 있다.

431) Black(註 29) 201.

432) 네덜란드-아르헨티나 BIT 제7조와 호주-루마니아 BIT 제5조 4항 등.

433) Sergey Ripinsky, Damag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393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08).

434) Id. 393.

435) Id. 393.

436) Irmgard Marbo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and Damag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2.72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437) Case Concerning the Factory at Chorzow, PCIJ 1928 Ser A, No
17, 47. “reparation must, as far as possible, wipe out all the
consequences of the illegal act and re-establish the situation which
would, in all probability, have existed if that act had not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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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원고의 손실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통화’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 우리나라 판결의 소개

제1절 서언

그 사안 자체는 본 논문의 주제와의 관련성이 없으나,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과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등은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것은 본 논문에서 언급되는 ‘양 당사자

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에서와 유사한 의미의 표현일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런데 이러한 법원의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변화가 2010년 리

베리나 사건의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와 관련한 논의에서 나타났다.

영국에서 Miliangos 판결이 이루어진 1976년이 매우 의미 있는 해

가 되었듯이, 우리나라의 2010년도, 아래 판결에서의 태도가 앞으로

도 지속되기만 한다면, 매우 역사적인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대법원 판결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면 더욱 의미

있는 변화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리베리나 사

건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법원의 태

도가 반영된 판결들이 계속해서 선고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제한

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아래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그간 대

법원 판결은 하급심에서 외화채권을 인정하거나 외국통화로의 지급

을 명하였을 때에 그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해왔음을 고려할

때, 본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결도 손해배상의 통화를 우리 통화로

선택하여야 한다는 반대의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의의가 있고, 나아가 본 판결에서 적용된 ‘원고의 손실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통화’, 즉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438)에 대한 고려가

com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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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히 소개한다.

제2절 리베리나 사건

①-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4217 판결

①-2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나8463 판결

①-3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

②-1 서울중앙지법 2010. 2. 12. 선고 2009가합79069 판결

②-2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29609 판결

③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5. 13. 선고 2009가합2300 판

결439)

1. 사안의 개요

원고(리베리나 오스트레일리아 주식회사)는 농산물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호주 퀸즐랜드주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그 곳에 주

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고, 피고(주식회사 대현교역)는 곡물가공 및

438) 이 판결에서 실제로 사용된 용어는 ‘원고의 손실을 가장 잘 반영해주

는 통화’이기는 하나, 이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와 의미상 큰 차

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재판부가 ‘원고의 손실을 가장 잘 반

영해주는 통화’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원고와 피고가 정한

대금의 통화 및 원고가 재매각할 당시에 정한 대금의 통화인데,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이 판결문에서 사용된 용어는 ‘원고의 손실을 가장 잘 반영

해주는 통화’라고 할지라도 그 용어의 의미상, 그리고 해당 통화를 판단

하는 과정상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재판부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는

리베리나 사건의 판결문의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의미이며, 원고의 손실

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통화가 모든 경우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와

일치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바는 아님을 밝힌다.

439) 항소되었으나 광주고등법원(2010나2731)에서 2010. 9. 10. 조정이 성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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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

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면실을 수출하는 국제매매계약을 체결하였

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위기로 면실 가격이 급락하자 피

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 단가조정, 또는 계약이행기간의 연

기를 시도하였지만 원고는 피고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는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용장의

내용이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과 다르고 당초 합의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실행 불가능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피고는 일부 요구서류만 삭제한 신용장을 다시 개설하면

서 나머지 부분은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

고는 피고가 계약에 부합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다음

날 미쓰비시 주식회사와 사이에, 당초 피고에게 수출하기로 하였던

면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CISG 제75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과 당초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면실을 미쓰비시에게 재매각한 대체거래 대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2. 판결의 요지 및 관련 논점 검토

이 사건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으로, CISG가

적용되었다. ①, ②, ③번 판결들 모두 그 사안은 유사하나 ③번 판

결은 분할인도계약이 아니었고 피고도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①번

판결들과 ②번 판결들은 서로 유사하나, ①-3번 판결이 선고됨으로

인하여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들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①번 판결들 중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두어 소개한다.440) 다만 ①-3번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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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에 관한 논의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므로 ①-1번과 ①

-2번의 논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소개하되, ①-3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로서의 의의를 생각해본다.

가. 1심 판결

1) 판결의 요지

1심 판결인 ①-1번 판결에서 1심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

인 비엔나협약에서는 손해배상의 통화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별

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의 보충

적인 준거법인 호주 퀸즐랜드주 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먼저

통화에 관하여 보건대, 호주 퀸즐랜드주 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호주 연방법원 및 각 주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원고가 외국통화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그 통화가 원고의 손실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통화일 경우 그 외

국통화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처음부터 대금을 미화로 정하였고 이

후 원고가 미쓰비시에게 재매각할 당시에도 대금을 미화로 정하였

는바, 원고가 선택적으로 지급을 구하는 외국통화인 미화 또는 원화

가운데 원고의 손실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통화는 미화라 할 것이

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59,00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

다”고 판시하였다.

2) 관련 논점 검토

440) 리베리나 사건에 관한 상세한 소개는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

(CISG)을 적용한 우리 판결의 소개와 검토”, 국제거래법연구 제20권 제

1호 (2011) 105-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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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②-1번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원화의 지급을 명하

였던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1) 보충적 준거법에 대한 고려가 이

루어졌고,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에서 ‘원고의 손실을 가

장 잘 반영해 주는 통화’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화로의 지급을 명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나아가 (3) 원

고가 미화만으로의 지급을 구한 것이 아니고 미화 또는 원화 가운

데 선택적으로 지급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지금까지 법원

이 원화채권만을 인정하던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환영받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에서와 같이 원고가 외국통화와 원화 중 선택적으로 지급

을 구하는 경우에는 결국 재판부가 둘 중 보다 적합한 하나의 통화

로의 지급을 명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통화를 고려하여 청구하도록 해야 할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할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를 판단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견으로

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통화는 당사자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해주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법원이 그

동안 손해배상채권으로 원화채권만을 인정하거나 외화채권도 원화

로의 변제를 명해왔던 경향을 완화하여,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외화

로의 청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항소심 판결

1) 판결의 요지

항소심 판결인 ①-2번 판결에서 법원은 유사한 논거를 제시했으

나, 새롭게 추가된 것은 호주 연방법원의 두 개의 판례441)를 근거로

441) GLEN KING MARINE & TRADING SERVICES v. THE

OWNERS OF THE SHIP “ARMADA TERNAK”, QG 82, 1997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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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는 점과, “민법 제394조는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인 경우에 적용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에 관해서는 비엔나협약 및 호주 퀸즐랜드 주법이 준거법

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미화 159,000달러를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함으로써 과거 대법원판결과 달리 금전배상의 원

칙을 정한 민법 제394조는 준거법이 한국법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이다.

2) 관련 논점 검토

이 판결에 관하여는 (1) 제시된 판례들의 경우 보충적 준거법이

퀸즐랜드주의 법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호주 연방법원이 아닌 퀸

즐랜드주 법원의 판결을 소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으나 이것은

매우 사소한 부분이다. 다만 (2) 손해배상의 통화가 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에 의한다는 점은 지지하기 어렵고,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ISG의 해석론으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442) (3) 그러나 원고의 손실을

잘 반영해주는 통화, 즉 실제 손해가 발생한 통화를 고려하여 판단

하였다는 점만으로도 매우 큰 의의를 지닌 판결로서, 앞으로도 이러

한 고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다. 대법원 판결

위에서 살펴본 바 있는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의

경우, 외화로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무불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

QUALITY LIVESTOCK AUSTRALIA PTY LTD v. THE OWNERS

OF THE SHIP “ARMADA TERNAK”, QG 152, 1997 판결.

442) 석광현(註 440)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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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외국통화인 미달러화로 표시된 금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채무불이행으

로 인한 손해의 방법으로 규정된 금전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는 논

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 외에도 대법원 판결이 아닌 하급심에서 외화로의 판결이 선고

된 사례들이 있으나, 통상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우리

법원은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민법 제394조의 ‘금전’이 우리나라 통

화라는 것을 근거로 원화채권만을 인정하였고, 다만 민법 제394조가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그 책임원인이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가 아니거나 준거법이 우리나라 법이 아닌 경우 등에서

외화채권이 인정될 때에는 대체로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용

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해 왔다.”443)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리베리나 사건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외국통화로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로서 확정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피고 측

에서 상고이유에 손해배상의 통화와 관련한 주장을 포함하지 않았

기 때문에 대법원이 애초에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룰 수가 없었다

는 점에서 기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손해배상액을 외화로 명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다면 2010년의

의의가 더욱 클 수 있었음도 분명하다. 대법원 판결이 아닌 고등법

443) 논문 작성자 본인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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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판결에서만 변화가 그친다면 그 의미가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가 고려되고,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거친 뒤에까지 손해

배상액의 지급을 외화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이 그 동안 (작성

자가 아는 한) 없었으므로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9장 결론

이상에서 손해배상채권의 통화와 관련한 국내외 법원의 태도에

관한 비교를 통하여 손해배상채권으로는 원화채권만을 인정하는 우

리 법원의 태도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기존 판결을 보면, 민법 제394조의 ‘금전’이 우리나라

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하

는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채권을 외화채권으로 인정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394조가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그 준거법이 우리나라 법이 아닌 경우 등에서 외화채

권이 인정될 때에는 대체로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인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해 왔다. 이는 문제가 된

사안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닌 경우에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긍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는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법원이 자국통화로의 손해배상만을 명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를 고려하는 것

을 감안할 때 국제적인 추세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준거법이 우리나라 법인 사건에서 적용하던 법리 및 참조하던 판례

를 준거법이 한국법이 아닌 경우에서까지 적용하고 참조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

영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까지 영향을 미쳐 매우 중요한 판

결로 고려되는 Miliangos 판결은 과거 Bretton Woods 시스템의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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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 인하여 영국 통화의 가치가 수시로 급변하던 시기에 등장했다.

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외국통화로의 손해

배상을 명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원화

가 상당히 안정적인 통화에 속하므로 우리 원화만 고려하였을 때는

원화의 내부적 가치변동으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른 통화와의 외부적 가치변동은 언제든

지 일어날 수 있고,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점차 외

화로의 손해배상 판결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추세

를 고려할 때 기존 태도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했다. 더욱이 이제

CISG가 우리나라 국제거래 관련사건 중 상당수에 적용될 것이므로,

CISG의 해석론상 도출할 수 있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로의

배상’의 원칙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하였다. 이는 The Folias 판결과

The Despina R 판결이 선고된 이후 영국 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

와도 일치하며,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처해있었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하여 공평하고 정확한 배

상을 한다는 손해배상법의 일반원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2010년과 2011년에 선고된 리베리나 사건의 판결들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찾아볼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 Miliangos 판결 전에는 법정지통화/책임원

인발생시 원칙을 취하다가 급격하게 외국통화/이행시 원칙으로 전환

을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록 외화로 발생한 손해액을 민법

제394조의 해석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책임

원인발생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기는 하나,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

권을 전제로 외화채권의 환산을 할 때에는 이미 책임원인발생시보

다 이행시에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삼아 왔으므로

영국의 법원보다는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

제로 손해가 발생한 통화’를 손해배상의 통화로 선택하는 데 있어

CISG라는 든든한 근거가 있다는 점도 큰 힘이 될 것이므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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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제거래의 실정 및 손해배상의 여러 일반원칙에 부합하여 양

당사자 모두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판결들이 이어지기를 기대

한다.



- 159 -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1. 단행본

곽윤직(편), 민법주해(VIII) 채권(1) (박영사, 2001)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9)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1996)

김재형 역,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 (박영사, 2013)

김형배, 채권총론 제2판 (박영사, 1998)

박준서(편), 주석민법 채권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박준서(편), 주석민법 채권각론(6)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법원행정처, 국제거래재판실무편람(2006년 개정판) (법원행정처,

2006)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박영사, 2001)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4권 (박영사, 2007)



- 160 -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영사, 2013)

석광현 · 정순섭 편저, 국제금융법의 현상과 과제 (도서출판 소화,

2009)

안태용 역, 유럽 민사법의 공통 기준안 총칙·계약편 (법무부, 2012)

양창수 · 김재형, 민법I 계약법 (박영사, 2010)

양창수 · 권영준, 민법II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2011)

오지용, 손해배상의 이론과 실무 개정판 (동방문화사, 2011)

오원석 외 역, 국제상사계약원칙 2004 (법문사, 2006)

이기수 · 신창섭, 국제거래법 제5판 (세창출판사, 2013)

지원림, 민법강의 제12판 (홍문사, 2014)

최공웅, 국제소송 (육법사, 1994)

최흥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법무부, 2005)

2. 논문

김인호, “종속적 연결에 의한 불법행위의 준거법”, 인권과 정의 통권

제392호 (2009. 4.)



- 161 -

민일영, “외화채권의 환산”, 인권과 정의 통권 제179호 (1991.7)

박수곤 · 김진우 · 가정준 · 권철,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한 비교법

적 고찰”, 비교사법 제19권 1호 (2012. 2)

백태승, “인플레의 법률상 문제점”, 한독법학 제13권 (2002)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적용한 우리 판결의 소개와 검

토”, 국제거래법연구 제20권 제1호 (2011)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국제사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

50권 제3호 (2009. 9)

신국미,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원상회복의 도입”, 한양법학 제21권

제1집 (2010. 2)

신동현, “민법상 손해의 개념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0)

신창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상 몇 가지 논점

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제29권 (2009)

Chang-Sop Shin, “Measuring Damages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nd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상사법연구 제14

집 제2호 (1995)

안법영, “외화채권과 환차손의 배상, 대법원판결의 비판적 검토와 비

교법적 해석론의 구성”, 법실천의 제문제, 동천김인섭변호사화갑

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6)



- 162 -

양승태, “외국금전채권의 이행에 따르는 제문제”, 섭외사건의 제문

제, 법원행정처, 재판자료 제34집 (1986)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에 대한 일고 및 그 번역”,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1호 (1999)

오석웅,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원칙과 국제사법”, 진산

김문환선생정년기념논문집 제1권-국제관계법의 새로운 지평, 법

문사, (2011)

윤진수,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전득자의 지위”, 법조

제47권 제9호 (1998. 9)

윤진수,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

위논문 (1993)

윤진수,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의 원상회복”, 비교사법 통권 제20호

(제10권 1호) (2003)

정순섭, “금전의 법적 측면에 대한 연구-‘지급결제수단’의 다양화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22집 제2권 (2009)

정조근 · 윤황지, “외화채무를 원화로 변제할 때의 환산시기”, 동아

법학 제16호 (1993)

정해덕, “국제계약분쟁에 관한 법률문제”, 법조, 48권 5호 (1999)

최공웅, “외화채권의 변제와 환산시기”, 서울대학교 법학 제23권 4호



- 163 -

(1982)

최흥섭,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 손해배상의 정의”, 인권과 정의

통권 제342호 (2005)

[외국 문헌]

1. 단행본

H. G. Beale et al., Chitty on Contracts, Volume 1 General

P rinciples (31st ed., Sweet&Maxwell, 2012)

Vaughan Black, Foreign Currency Claims in the Conflict of Laws

(Hart Publishing, 2010)

Sir Lawrence Collins ed., Dicey, Morris and Collins on The

Conflict of Laws (14th ed., Sweet & Maxwell, 2006)

Rupert Cross, P recedent in English Law (3rd ed., Clarendon

Press, 1977)

Larry A. DiMatteo et al., International Sales Law – A Critical

Analysis of CISG Jurisprud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Larry A. DiMatteo, International Sales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 164 -

James Fawcett & Janeen M. Carruthers ed., Cheshire, North &

Fawcett P rivate International Law (14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Henry Deeb Gabriel,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A

Comparison of U .S. and International Law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Joseph Gold, Legal Effects of F luctuating Exchange Rat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0)

John Yukio Gotanda, Supplemental Damages in P rivate

International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Trevor C. Hartley, International Commercial Litig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eter Huber & Alastair Mullis, The CISG : a new textbook for

students and practitioners (Sellier, 2007)

A. Kritzer, Guide to P 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Kluwer, 1989)

Irmgard Marboe, Calculation of Compensation and Damag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Harvey McGregor, McGregor on Damages, (18th Edition,

Sweet&Maxwell, 2009)



- 165 -

Arthur Nussbaum, Money in the Law - National and

International (The Foundation Press, Inc., 1950)

Peter Nygh, Autonomy in International Contracts (Clarendon

Press, 1999)

Charles Proctor ed., Mann on the Legal Aspect of Money (17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Sergey Ripinsky, Damag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08)

Djakhongir Saidov, The Law of Damages in International Sales

(Hart Publishing, 2008)

Peter Schlechtriem ed.,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 H. Beck, 1998)

Peter Schlechtriem & Ingeborg Schwenzer ed.,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Ingeborg Schwenzer & Pascal Hachem & Christopher Kee.,

Global Sales and Contrac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Edward I. Sykes & Michael C. Pryles, Australian P rivate

International Law (Law Book Company, 1991)



- 166 -

Symeon C. Symeonides et al., Conflict of Laws: American,

Comparative, International (2nd ed., West Group, 2003)

2. 논문

Crystal Beal, Foreign Currency Judgments: A New Option For

United States Courts, 19 U. Pa. J. Int'l Econ. L. 101 (1998)

Joseph D. Becker, The Currency of Judgment, 25 Am. J. Comp.

L. 152 (1977)

Roger Bowles and Christopher Whelan, Judgments in Foreign

Currencies: Extension of the Miliangos Rule, 42 Mod. L. Rev.

452 (1979).

Ronald A. Brand, Exchange Loss Damages And The Uniform

Foreign-Money Claims Act: The Emperor Hasn't All H is

Clothes, 23 Law & Pol'Y Int'L Bus. 1 (1992)

Ronald A. Brand, Restructuring the U .S. Approach to Judgments

on Foreign Currency Liabilities: Building on the English

Experience, 11 Yale J. Int'L L. 139 (1985)

Michael Marks Cohen, Foreign Currency Judgments-A Coda, 32

L.M.C.L.Q. 323 (1996)

Gerald Dworkin, Stare Decisis in the House of Lords, 25 Mod.

L. Rev. 163 (1962)



- 167 -

Robert C. Effros,, The Legal Nature of Obligations Payable in

Foreign Currencies, 11 N.C.J. Int'l L. & Com. Reg. 445 (1986)

Jennifer Freeman, Judgments in Foreign Currency-A Little

Known Change in New York Law, 23 Int’l L. 737 (1989)

A. M. Garro, The Gap-filling Role of the UNIDROIT P rinciples

in International Sales Law: Some Comments on the Interplay

between the P rinciples and the CISG, 69 T.L.R. 1149 (1995)

Berthold Goldman, The Applicable Law: General P rinciples of

Law-The Lex Mercatoria, in Julian D.M. Lew ed.,

Contemporary P roblem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University of London, 1986)

John Y Gotanda, Using the UNIDROIT P rinciples to F ill Gaps

in the CISG, in Djakhongir Saidov and Ralph Cunnington ed.,

Contract Damages-Domestic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Hart Publishing, 2008)

M. Hanzekovic, Contracts Involving Bank Guarantees,

Particularly Abstract Guarantees, in C.C.A. Voskuit, A. Parac,

J.A. Wade ed., Hague-Zagreb Essays 6 on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 Credit and Guarantee F inancing

Transfer of Technology 47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7)

Michael Howard, Foreign Currency Judgments in Contractual

Claims, in Francis Rose ed., Consensus Ad Idem-Essays on

the Law of Contract In Honour of Guenter Treitel,



- 168 -

(Sweet&Maxwell, 1996)

John Knott, A Quarter of a Century of Foreign Currency

Judgments: the Wealth-Time Continuum in Perspective,

L.M.C.L.Q. 325 (2004)

W. Barton Leach, Revisionism in the House of Lords: The

Bastion of Rigid Stare Decisis Falls, 80 Harv. L. Rev. 797

(1967)

Paul L. Lion, The Need to Retreat From Inflexible Conversion

Rules-An Equitable Approach to Judgment in Foreign

Currency, 22 Santa Clara L. Rev. 871 (1982)

J.H.C. Morris, English Judgments in Foreign Currency: A

“P rocedural” Revolution, 41 Law & Contemp. Probs. 44 (1977)

Charles Proctor, Changes in Monetary Values and the

Assessment of Damages, in Djakhongir Saidov and Ralph

Cunnington ed., Contract Damages-Domestic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Hart Publishing, 2008)

Djakhongir Saidov, Damages: The Need For Uniformity, 25 J. L.

& Com. 393 (2005)

Steven Stern, The Courts and Foreign Currency Obligations, 4

L.M.C.L.Q 494 (1995)

Steven Stern, Judgments in Foreign Currencies: A Comparative



- 169 -

Analysis, J.B.L. 266 (1997)

Julius Stone, 1966 and All That! Loosing the Chains of

P recedent, 69 Colum. L. Rev. 1162 (1969)

Suzanne Raggio Westerheim, The Uniform Foreign-Money

Claims Act: No Solution to an Old P roblem, 69 TEX. L. REV.

1203 (1991)

Vanessa L.D. Wilkinson, The New Lex Mercatori: Reality or

Academic Fantasy, 12 J. Int’l Arb. 103 (1995)

[기타 참고자료]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다룬 최초의 우리 판결,” 법률

신문 제3754호(2009. 6. 15.), 15면

CISG Secretariat Commentary, Art. 74 para. 3

<http://www.cisg.law.pace.edu/cisg/text/secomm/secomm-74.html>

Sieg Eiselen, Remarks on the Manner in which the UNIDROIT

P 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May be

Used to Interpret or Supplement Article 74 of the CISG

(2004) <http://cisgw3.law.pace.edu/cisg/principles/uni74.html>

Halsbury’s Laws of England, Vol. 12(1) Damages (4th ed,

Reissue, 1988)



- 170 -

U. Magnus, General P rinciples of UN-Sales Law, in Rabels

Zeitschrift for Foreign and International P rivate Law Hein

Kotz in Honor of H is 60 Birthday, Part I, Volume 59, 1995

Issue 3-4

<http://CISGw3.law.pace.edu/CISG/biblio/magnus.html>

Practice Statement (Judicial Precedent) [1966] 3 All E.R. 77 (HL)

UNIDROIT Principles Comment (2010)

<http://www.unidroit.org/english/principles/contracts/principles2

010/integralversionprinciples2010-e.pdf>

[판례]

1. 국내 판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5. 13. 선고 2009가합2300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6. 13. 선고 91다3307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48688 판결



- 171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2646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9891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6. 14. 선고 2002나134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2. 27. 선고 2005나85162, 851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 15. 선고 2007나1015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777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9나337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6959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29609 판결



- 172 -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나8463 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9. 10 .8. 선고 98가합1724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42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가합4786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가합7906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 1. 26. 선고 2006나11999 판결

2. 외국 판례

AG of the Republic of Ghana v. Texaco Overseas Tankships Ltd

[1994] 1 Lloyd’s Rep 473 (HL)

Amco Asia Corp. v. Republic of Indonesia (ICSID Nov. 30, 1984)

Assessor for Aberdeen v. Collie [1932] S.C. 304

Australian & N .Z . Banking Group Ltd. v. Cawood [1987] 1 QR

131

Barclays Bank International v. Levin Brothers [1977] QB 270

Barry v. Van der Hurk [1920] 2 KB 709



- 173 -

BASF Wyandotte Corporation v. Odfjell Westfal-Larsen Tankers

SMA No. 2881 (June 25, 1992)

Case Concerning the Factory at Chorzow, PCIJ 1928 Ser A, No

17

Congreve v. Inland Revenue Commissioners [1948] 1 All ER 948

Converter Case, HG Aargau, 10 March 2010, CISG-online 2176

<http://cisgw3.law.pace.edu/cases/100310s1.html>

Dante v. Miniggio, 54 App. D. C. 386, 298 F. 845, 33 A. L. R.

1278

Di Ferdinando v. Simon Smits & Co [1920] 2 KB 409

E . L. Oldendorff v. Tradax Export [1974] AC 479

Federal Commerce and Navigation Co. Ltd. v. Tradax Export

SA [1997] QB 324

F inal Award No. 2103 (ICC 1972), in 3 Y.B. Com. Arb. 218

(1979)

F inal Award No. 7661 (ICC 1995), in 22 Y.B. Com. Arb. 149

(1997)

George Veflings Rederi A/S v. P resident of India [1979] 1

W.L.R. 59



- 174 -

Glen King Marine & Trading Services v. The Owners of the

Ship “Armada Ternak” [1997] QG 82

In re United Railways of Havana and Regla Warehouses, Ltd.

[1961] AC 1007 (HL)

Iron molybdenum Case, OLG Hamburg, 28 February 1997,

CISG-online 261

<http://cisgw3.law.pace.edu/cases/970228g1.html>

Jugoslavenska Oceanska P lovidba v. Castle Investment Co Inc

[1974] QB 292 CA

Konkar Indomitable Corp. v. Fritzen Shiffsagentur und

Bereederungs, SMA No. 1394A (May 5, 1980)

Livingstone v. Rawyards Coal Co [1880] 5 AC 25

London Tramways Co. v. London County Council [1898] AC 375

Madeleine Vionnet et Cie v. Wills [1940] 1 KB 72 (CA)

Matter of Oil Spill by Amoco Cadiz Off Coast of France on

March 16, 1978, US Ct App (7th Cir), 24 January 1992, 954 F

2d 1279

Miliangos v. George Frank (Textiles) Ltd [1976] AC 443



- 175 -

Mitsui & Co Ltd v. Oceantrawl Corp, US Dist Ct (SD NY), 29

November 1995, 906 F Supp 202

Monrovia Tramp Shipping Co. v. P resident of India (The Pearl

Merchant) [1978] 2 Lloyd’s 193 (QB) 197 (Donaldson J), aff’d

[1979] 1 WLR 59 (CA).

Owners of M.V. Eleftherotria v. Owners of M.V. Despina R.

[1979] A.C. 685

Quality Livestock Australia P ty Ltd v. The Owners of the Ship

“Armada Ternak” [1997] QG 152

Schorsch Meier GmbH v. Hennin [1975] 1 QB 416 (CA)

Services Europe Atlantique Sud v. Stockholms Rederaktiebolag

Svea [1979] AC 685

Societe Francaise Bunge SA v. Belcan NV [1985] 2 All E.R.

378; [1985] 2 Lloyd's Rep. 189

S.S. Celia v. S.S. Volturno [1921] 2 AC 544

The Aello [1961] AC 135

The Food Corp of India v. Carras (Hellas) Ltd. [1980] 2 Lloyd’s

Rep. 577

The Teh Hu [1970] P 106 (CA)



- 176 -

The Texaco Melbourne [1994] 1 Lloyd’s Rep. 473 (HL)

Tomkinson v. F irst Pennsylvania Banking and Trust Co. [1961]

AC 1007

Vestey v. Inland Revenue Commissioners [1980] AC 1148

Woodhouse AC Israel Cocoa Ltd. v. N igerian P roduce

Marketing Co. Ltd. [1971] 2 QB 23



- 177 -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cy

of Damag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Jeong, Sun Ah

College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may not be a recent development but as we all know,

modern technologies of transportation and the continuing shift

toward market economies and free trade are creating an

increasingly globalized world economy. The world is becoming a

smaller place, as national boundaries are becoming more

permeable and are gradually losing their economic significance.

Naturally, disputes between transnational contracting parties

have been increasing in size, number, and complexity, and for

these transnational disputes, courts and arbitral tribunals are

increasingly being called upon to choose among a varie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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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cies involved in a single case. They may also have to

convert foreign money obligations, which is a process that may

be particularly important if one of the currencies involved either

appreciates or depreciates in value within the relevant time period

between the date of the breach of the contract and the date

when judgment is to be rendered. Disputes posing the question

on which currency should provide the reference point for the

assessment of damages may not always present horrendously

fatal discrepancies that can arise depending on which currency is

chosen. However, the difference may occasionally be big enough

to be worth litigating.

So this research aims at analyzing the issue of currency of

damages in the matter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

other words, it tries to determine in which currency damages

concerning disput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should be awarded. After laying out the basic

background analysis on damage, compensation, currency, and the

relevant provisions from the leading legal instruments dealing

with international business or commercial transactions, it delves

into the past and the current approach of Korean courts on this

subject. Then this research discusses how other countries have

approached this matter, giving weight to the decisions of the

House of Lords of the United Kingdom before and after the case

of Miliangos of 1976. After lightly touching upon the issue of

currency in term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finally will follow

an introduction of the recent case of Riverina, to which CISG

was applied. In the rulings for this case Korean courts had, for

the first time, adopted the approach of choosing the currenc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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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damage had actually occurred.

Although there exist some leading decisions of Korean courts

that deal with the issue of foreign currency and damages, not

enough rulings have been accumulated to found a

well-established approach of Korean courts on this issue. Still, it

may be carefully presumed that Korean courts tend to award

damages in Korean Won, even when damage from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d occurred in a foreign currency, or when the

governing law is not Korean law.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September 15, 1995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May 9,

1997 are the often-mentioned major decisions that reveal such

tendency.

Such approach is to a certain extent similar to the view that

had prevailed in England before the case of Miliangos. For many

years it was accepted in England that an English court was not

permitted to order payment of debts or damages except in

English currency. Therefore the amount due to the plaintiff in

foreign currency had to be converted into one in sterling, and the

exchange rate at the date the cause of action arose, for example

the date of the breach of a contract or the commission of a tort,

was used. However, in the case of Miliangos it was held that in

certain circumstances English courts may, and in fact must,

award judgment in a foreign currency. So nowadays in situations

where it is apparent that the parties to the case had formed no

intention as to what the currency of damages should be, the

court chooses the currency which most truly expresses the

plaintiff’s loss. This case is a landmark case that has grea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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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d the views of the courts in not only England but also

other countries.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in consideration of the

principles of compensation,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current international trend on the matter of

damages in foreign currencies, and the accurate application of

governing law, there should be a deliberate modification on the

Korean courts’ current approach.

……………………………………

Keywords : Currency-of-Judgment Question, Compensation

for Damages, Foreign Currency Obligations,

The Case of Miliangos, The Case of Riverina,

CISG

Student Number : 2013-2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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