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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공제(控除) 는 견련관계에 있는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견련관계란 구체적으로 양 채권

이 선급관계, 대가관계 또는 원상회복관계에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공제

는 채권의 소멸원인이고 민법 제3편 제1장 제6절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는 점에서 비전형 채권소멸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 공사도급계약, 보험약관대출, 물품구매기본계약 등 일

정한 법률관계에서는 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판

례상 인정되어 왔다. 그렇지만 공제에 대한 기존 논의는 공제의 본질에

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어떠한 결론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마

다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해결하는 정도에 그친 탓에 논의가 파편화되

어 있고, 공제 = 당연 공제 라는 도식에 매몰되어 당연 공제되는 현상

을 기존 법리를 가지고 설명하려는 법리구성에 치중하고 있을 뿐 이들을

하나로 묶어 공제를 독자적인 채권소멸원인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법률관계를 토대로 추

상화 및 유형화를 통해 공제의 법률관계의 일반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귀납적 방법론에 의하여 공제의 요건과 효과를 체계화한 다음 이를 기초

로 기존 법률관계를 재검토한 후 공제의 법리의 확대적용가능성에 대하

여 논의하였다.

공제는 민법전과 상법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전세금 반환에 관한

민법 제315조와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727조 제1항, 손

해보험계약에 관한 상법 제677조, 항공기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관계에 관

한 상법 제906조가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공제의 실체를 잘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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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부동산임대차, 공사도급계약, 보험약관대출, 물품구매기본계약

에 관한 판례이다. 비교법적으로도 영미법의 공제(Recoupment)와 영국

법의 형평법상 상계(Equitable Set-off), 독일 민법의 공제(Anrechnung)

와 구 보험계약법의 공제권(Abzugsrecht) 그리고 일본의 민법 제671조

제1항과 임대차보증금 및 보험약관대출에 관한 일본 판례에서도 공제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공제의 요건은 양 채권의 현존, 견련관계, 의사표시로 파악된다. 공제

의 효과로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효과의 측면에서 공제는 상

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양 채권이 대립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무엇

보다도 도산절차에서의 상계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급효가 없고, 민법상

의 각종 상계금지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계와 차이가 있

다.

이처럼 공제를 독자적인 채권소멸원인으로 이해하면 공제가 인정되고

있는 기존 법률관계에서 공제에 의한 채권․채무의 소멸을 복잡한 법리

구성 없이도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또한, 공제의 법리는 민법전, 상법전 및 판례에서 인정되는 몇몇의 법

률관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양 채권이 서로 견련관계에 있는 다양한 법

률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공제, 견련관계, 상계, 임대차보증금, 선급금, 보험약관대출

학 번 : 2013-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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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채권이 소멸하는 사유로는 크게 법률행위의 취소, 해제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계약의 해제․해지 등과 같이 법률관계 자체의 효력이 상

실되어 그에 기초하여 발생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와, 법률관계 자체의

효력에 영향 없이 개별적 채권만 소멸하는 경우로 나뉜다. 후자에 관하

여 민법전은 제3편 제1장 제6절에서 전형 채권소멸원인으로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을 규정하고 있다.1) 그중 변제와 공탁은 채권의

내용이 실현되어 채권이 그 목적달성으로 소멸하는 채권소멸원인으로,

경개, 면제, 혼동은 채권이 그 급부목적의 실현과 관계없이 소멸하는 채

권소멸원인으로 분류된다. 상계는 채권의 급부내용 자체가 실현되는 것

은 아니지만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구태여 현실적으로 청구하고 이행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실

질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주는 간이한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는 채권소멸원

인이다.

공제(控除) 는 민법전에 전형 채권소멸원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

지만, 부동산임대차, 공사도급계약, 보험약관대출, 물품공급기본계약과 같

은 일정한 법률관계에서는 판례상 공제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

되어 왔다. 그렇지만 판례는 공제의 본질에 관한 이해에 근거하여 결론

1) 그밖에 개별채권의 소멸사유로는 소멸시효 완성, 권리 존속기간의 만료, 채무자의 책

임없는 사유로 인한 후발적 이행불능, 우연한 사유나 채권자의 행위에 의한 목적달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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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개별 법률관계마다의 구체적인 사안을 해결하기

에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에 그친 탓에 공제에 관한 근원적인 고

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고 그 결과 공제에 관한 논의는 개

별 사안별로 파편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제의

법리의 실체를 밝히려는 시도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공제에 관한 학설상의 기존 논의는 공제 = 당연 공제 라는 도식에 매

몰되어 당연 공제되는 현상을 기존의 법리를 가지고 설명하려는 법리구

성에 치중하고 있을 뿐 공제를 독자적인 채권소멸원인으로 이해하고 그

본질을 규명하려는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공제는 상계가 금지되는 도산절차, 특히 채권조사확정재

판이나 그 이의의 소에서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어 소송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공제가 허용되는 요건이나 그 효과를 비롯한

공제의 법률관계를 불분명한 상태에 두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일이 아

니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는 민법전이 공제에 관하여 일반적인 조문

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법전의 개별 조문과 판례에서 공

제라는 용어가 일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 그 개념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본 연구는 공제가 인정되고 있는 기존 법률관계에 관한 이해를 기초

로 이들 사이를 관통하는 법리를 체계화하는 방법으로 공제의 법률관계

를 정의함으로써 공제를 우리 법에 내재된 독자적인 비전형 채권소멸원

인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공제를 둘러싼 법률

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설명해내고 공제가 적용되는 법률관계의 범위를

확장시킬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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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우리 민법전은 공제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사전적 의

미를 기초로 공제가 사용된 조문의 전후 맥락을 종합하여 그 의미를 이

해할 수밖에 없다.

공제 는 사전적으로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이라

고 정의되어 있다.2) 우리 민법전에는 제1008조의2 제1항 및 제3항3), 제

1113조 제1항4)에서 공제 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위 조문에서는 구

체적인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더한다는 의미의 가산(加

算) 의 반의어로서 뺀다 는 의미로 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풀이된다. 민법 제593조5)에서의 공제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된

다. 이처럼 계약 기타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

멸하는 것과 무관하게 사칙연산 중 하나로서 단순히 일정 수치를 뺀다는

의미의 공제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아니다.6)

2) 국립국어원, “공제”,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2017. 10. 30. 확인).

3)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

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

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

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

을 넘지 못한다.

4)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

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5) 민법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

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

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6) 현행 민법처럼 이러한 의미로 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채권소멸원인으로서의

공제와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그 대안으로서 제외 가 적절해 보이고(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제1034조 제2항 단서), 차라리 순우리말로서 뺀다 라는 용어를 사

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국가배상법 제3조의2, 특허법 제128조 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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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공제와 구별하여야 할 개

념으로 이득공제(손익상계)와 중간이자 공제가 있다. 이득공제는 채무불

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손해와 이익이 동시에 생긴 경우 공평의 관념상

손해액에서 그 이익액을 뺌으로써 배상액을 산정하는 조작 내지 작업을

가리키고,7) 중간이자 공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권자

가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하거나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장래에 취득할 수 있었거나 장래 지출

할 금액에서 채무자의 행위 시부터 장래의 시점까지 이자에 상당한 금액

을 빼는 것을 말한다.8) 이득공제와 중간이자 공제는 배상액을 산출하는

연산과정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공제는, 단순히 일정 수

치를 빼는 연산방법이나 일정 수치에 조작을 가하여 결과 값을 산출하는

과정이 아닌, 둘 또는 그 이상의 채권이 현존하는 상태를 전제사실로 하

여 이들 사이의 상호 정산에 관한 법률관계의 문제로 일응 획정하고 논

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우리 법전의 개별 조문에서는 공제 대신 충당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315조 제2항9)과 상법 제906조 제2

항10)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떤 몫에서 일정 금액이 감소되는 것을 일컬

어 공제 라고 하는 것이라면 부족했던 부분이 메워지는 것을 충당 이

라고 하는 것으로서, 공제 와 충당 은 동일한 실체를 다른 각도에서

7)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IX] 채권(2), 박영사 (2002), 580(지원림 집필); 곽윤직 편

집대표, 민법주해 [XI] 채권(4), 박영사 (2001), 345(윤용섭 집필); 곽윤직, 채권총론(제

6판) [민법강의III], 박영사 (2007), 125.

8) 곽윤직 편집대표(주 7), 566(지원림 집필); 곽윤직(주 7), 127.

9) 민법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

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10) 상법 제906조(선급금의 지급) ② 지급한 선급금은 운송인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

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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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한 것에 다름 아니다.11) 결국 이러한 의미에서 충당은 본 연구의 논

의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충당 의 용례를 살펴보면 일정한 금전이 특정

된 상태로 존재하다가 그 금전이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는 관념을 상정하

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관념은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거래현실에 비추어 볼 때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12) 충당 보다는 공제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

다 적절하다고 생각된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제 라는 용어로 통

일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11) 조경임, “임대차에서의 공제에 관하여”, 법조 제63권 제11호 통권 제698호(2014. 11.),

법조협회 (2014), 51. 이와 달리 김기환, “상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

교 (2014), 163; 김기환, “채무의 견련관계가 상계에 미치는 영향”, 민사법학 제67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105는 처음부터 채권의 성립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전자에 해당하면 공제 , 후자에 해당하면 충당 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공제와

충당을 구별하여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기준과 반대로 전세금

반환채권의 경우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채권의 성립이 예상되어 있음에도 민법 제315

조 제2항은 충당 이라고 하고 있고,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로 인한 정기금반환채권

의 경우에는 그 발생이 예상되어 있지 않음에도 민법 제727조 제1항은 공제 라고 하

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별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또한,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

다41625 판결(공1997, 1860)은 거래종료 당시 정산되지 않은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 의사표시 없이도 나머지 물품대금채권에 당연히 충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하

면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선급금 95,000,000원의 상환채무는 물품대금채권

119,245,791원에서 당연히 공제 내지는 상계처리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공2017상, 22)

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차임채권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장차 임대차보증금에서

충당 공제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묵시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이라고 판시하여 충

당과 공제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12) 이에 관한 논의는 제4장에서 후술한다. 같은 이유로 법무부 민법개정안 제647조의2

에서 �임차보증금의 반환�이라는 표제 하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으로써 지체된 차임 기타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

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추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임대인은 … 보증금으로써 … 채권의 변제에 충당

한다는 부분은 마치 보증금이라는 금전이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대인의 수중에 특정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가 임대인이 그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관

념을 기초로 한 표현으로서, 이는 우선 거래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재고를 요한다.

13) 위 법무부 민법개정안 제647조의2의 신설 논의과정에서 윤진수 부위원장, 권영준 위

원이 기존안의 충당 을 공제 로 바꾸자는 제안을 한 바 있는데(법무부 민법개정자

료발간팀,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채권편 下-, 법무부 (2013), 107, 112) 이에

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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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크게 공제의 근거, 공제의 일반론, 개별 법률관계 분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세부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 민법전과 상법전 그리고 기존 판례상 나타난 공제

의 근거를 살핀 후 비교법적으로 영미법, 독일, 일본에서의 공제의 근거

를 모색하여 본다.

제3장에서는 기존 법률관계를 기초로 한 귀납적 방법론에 의하여 도

출한 공제의 일반적 요건과 효과를 정의한 다음 상계와의 비교를 통한

비전형 채권소멸원인으로서 공제의 독자적 의의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

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의 공제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공제가 이루어

지는 기존의 법률관계인 부동산임대차, 공사도급계약, 보험약관대출, 전

세권, 물품구매기본계약, 항공기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관계, 손해보험계약,

종신정기금계약을 개별 유형별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공제의 적용범위의

확대가능성에 관하여 약간의 방향제시를 한 후 본 연구를 마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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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제의 근거

제 1 절 서설

공제가 우리 법전에 일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주지

하는 바와 같다. 때문에 공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 공제

의 법리의 실증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

다.

공제는 우리 민법전과 상법전의 개별 조문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비교법적으로 공제의 법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 해외

법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공제의 근거를 모색하여 보

기로 한다.

제 2 절 우리 법상 공제의 근거

1. 민법전

우리 민법전에 채권을 소멸시키는 법률요건으로서 공제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지만 공제의 단서로 볼만한 명문의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

니다. 전세권 그리고 종신정기금계약에 관한 규정에서 공제의 근거를 발

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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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세권

민법 제315조14)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

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채권을 현실로 변제받거나 이를 자동채권으로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금반

환채무와 상계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전형적인 방법이 있지만, 본조

는 그 외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으로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채권에 충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학설은 본조를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보증금과 같이 전세금에 전세

권 존속 중 전세권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한 담보기능을 수행하는

보증금적 성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근거로 보아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

권은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금에서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목적물의 멸

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발생한다고 한

다.15)

14) 민법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

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15)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VI] 물권(3), 박영사 (2001), 192(박병대 집필); 김상용,

물권법(제3판), 화산미디어 (2016), 504; 김용한, 물권법(전정판), 박영사 (1985), 423;

장경학, 물권법, 법문사 (1988), 605; 지원림, 민법강의(제15판), 홍문사 (2017), 691; 양

창수, “전세권”, 고시계 제37권 제3호 통권 제421호(1992. 2.), 국가고시학회 (1992),

114; 오시영, “전세권의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 분리에 따른 입법론적 고찰”, 민사

법학 제48호, 한국민사법학회 (2010), 244. 이에 대하여 소재선, “전세금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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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신정기금계약

민법 제727조 제1항16)은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라는 표제 하에 정

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일반 규정인 민법 제548조에 의할 경우, 정

기금채권자가 종신정기금계약을 해제하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서 정기금채무자는 정기금채권자에게 수령한 원본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

여야 하고, 정기금채권자는 정기금채무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정기금을

매 수령일부터의 이자와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정기금

채권자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이 매우 복잡하고 오

히려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성실한 정기금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될 수 있다.17) 본조는 정기금채무자의 채무불이행

Jurist 통권 제410호, 청림인터렉티브 (2006), 384; 윤대성, “전세금의 성질”, 민법판례

해설: 물권법, 경세원 (1992), 179-183은 전세금에 관하여는 전세권이 소멸함으로써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점, 전세권자에게 경매청구권 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

는 점에서 임대차보증금과 같이 볼 수 없다면서, 전세금은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

권의 매매대금과 같은 기능을 하고, 전세권자가 목적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실질적

인 부동산질권을 담보로 전세권설정자에게 신용의 제공으로서 지급하는 금전이고 보

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세금의 담보적 효력이 있는 의미는 전세권설정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전세금반환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16) 민법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

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7) 본조와 동일한 규정인 일본 민법 제671조 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鈴木祿彌 編集, 注

釋民法(新版) (17) 債權(8), 有斐閣 (1993), 217-219(山崎賢一․田中恒郞 집필). 원본이

금전인 경우, 정기금 중에는 당연히 원본과 그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기금채권

자가 정기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게 되면 정기금채무자로 하여금 이자의 이자를

수취하게 되어 오히려 불성실한 정기금채무자에게 이익이 되고, 원본이 금전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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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종신정기금계약 해제의 효과를 간이하게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한 취지의 특칙이다.18) 즉, 정기금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

로 인하여 종신정기금계약이 해제되면, 정기금채권자는 이미 지급받은

정기금에서 원본에 대한 그 원본 지급일부터 법정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면 원상회복의무

를 완료한 것으로 된다. 이때 정기금채권자는 이미 지급받은 정기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19)

2. 상법전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전에서도 공제에 관한 실정법상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손해보험계약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관계가 그것이다.

가. 손해보험계약

상법 제677조20)는 보험자가 손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미지급된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험금액

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어 보험료의 전액지급은 보험

재산의 경우에는 정기금채무자가 단지 수취한 원본을 반환하면 되는 것과 대비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된다고 한다.

18)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XVI] 채권(9), 박영사 (2002), 207(최병조 집필);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 민법(제4판) [채권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174-175(한삼인

집필); 김증한․김학동, 채권각론(제7판), 박영사 (2006), 644.

19) 김용담 편집대표(주 18), 175(한삼인 집필); 김상용, 채권각론(제3판), 화산미디어

(2016), 458; 김증한․김학동(주 18), 644; 김형배․김규완․김명숙, 민법학강의(제15

판), 신조사 (2016), 1554.

20) 상법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

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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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지급의 전제가 되므로, 보험자는 보험료가 전액지급 되기 전까지 보

험금의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21) 그렇지만

본조는 그 예외로서 보험료의 일부 미지급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

험금을 지급하되 미지급 보험료를 보험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

한 것이다.22) 본조는 계속보험료의 미지급이 있는 때에 관한 규정으로서,

본조에 의하여 보험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처럼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

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청구권을 가진 피보험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도 보험금에서 미지급된 계속보험료를 공제하고 그 잔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피보험자는 이에 대하여 항변하지 못한다.23) 이때 보험

자의 공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이해된다.24)

나. 항공기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관계

상법 제906조25)는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항공기사

고의 경우 운송인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한 선급금은 운송인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여객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시

21) 정동윤 편집대표, 주석 상법(제2판) [보험(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448(맹수석

집필).

22) 정동윤 편집대표(주 21), 448(맹수석 집필). 본조는 주로 보험료불가분의 원칙과의 관

계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한 논의는 본 연구와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23) 정동윤 편집대표(주 21), 452(맹수석 집필).

24) 정동윤 편집대표(주 21), 453(맹수석 집필); 손주찬․정동윤 편집대표, 주석 상법(제1

판) [보험],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304(손주찬 집필).

25) 상법 제906조(선급금의 지급) ①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항공기사

고의 경우에 운송인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청구하면 지체 없이 선급금(先給金)을 지

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급금의 지급만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

니한다.

② 지급한 선급금은 운송인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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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요하는 유족들의 장례비 또는 부상자들의 치료비 등 시급한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이 일정한 금액을 선급하도록 하는

규정이다.26) 항공운송인은 항공기사고로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

한 경우에 본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일정한 금

액을 선급할 의무가 있다. 즉, 항공기사고에 있어 항공운송인의 책임이

존재하는지가 불명인 상태이더라도 항공운송인은 일단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항공운송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항공기사고로 인

한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장차 운송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항공운송

인은 기지급한 선급금을 손해배상채무에 충당할 수 있다.

3. 판례

민법전이나 상법전보다도 공제의 실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판례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공제는 부동산임대차, 공사도급계약, 보

험약관대출, 물품구매기본계약에 관한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각 법률관계의 유형별로 공제의 판례상 근거를

모색하기로 한다.

가.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는 무주택자가 많은 사회현실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대표

적인 법률행위로서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동산임

26) 송옥렬, 상법강의(제7판), 홍문사 (2017), 440; 정찬형, 상법강의(하)(제19판), 박영사

(2017),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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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에는 임대차보증금(이하 보증금 )이 수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금액이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고액인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보증금 수수 및 반환의 법률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민법전은 보증금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은 탓에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27)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기간 동안 차임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임차

인이 임대차목적물을 훼손할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서 관습상 부동산임대차에는 보증금의 수수가 수반된다.28) 부동산임대차

에 있어 보증금은 임차인의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하며, 수수된 보증

금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채권을 비롯한 부동산임대차

관계에서의 각종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대법원은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전차보증금은 임대료는 물론이고 임차건물명도에 이르기까지의

임대차로 인한 일체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 이라고 판시하였

다.29) 이때 보증금의 담보적 기능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30)하는 방법으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만족

27) 의용민법 제619조 제2항은 묵시적 갱신에 있어서 �前賃貸借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공

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 단 부금(敷金)은 此限에 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현행 민법 제639조 제2항은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

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금, 즉 보

증금을 임차인이 제공한 담보로 보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의 소멸을 규정함으로써 위

단서규정이 불필요하다고 보아 삭제한 것이라고 한다(이재후,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

금반환의무와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관계” (민사판례연구회 편), 민사판례

연구(제2판) [I], 박영사 (1992), 131). 민법개정 시안에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8)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XV] 채권(8), 박영사 (2002), 179(민일영 집필);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제3전정판), 법문사 (1988), 224; 김주수, 채권각론 [민법강의IV], 삼영

사 (1993), 296-297; 송덕수, 채권법각론(제2판), 박영사 (2016), 271.

29)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032 판결(공1976, 9329).

30)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판결(집25(3)민, 121; 공1977,

10295)은 공제 대신 청산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공제로 용어를 통일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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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음으로써 실현된다.31) 채권적 전세에서의 전세금이나 소액의 차임

약정에 고액의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은 전세금 또는 보증

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차임 지급에 갈음하는 역할도 겸한다.32)

부동산임대차관계가 종료된 때 임대인의 연체차임채권, 손해배상채권

등이 남아있는 경우 이들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증금 공제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

하고 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그(보증금―저자 주) 전액을 반환하고, 만

약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멸실․훼손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또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까지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그 보증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보

증금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

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여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33)(이하 참조판례1-1 )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목적물이 반환되어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34) 그 때까지 발생한 임대인의 연체차임채권, 손해배상채권, 부

31) 곽윤직 편집대표(주 28), 184(민일영 집필);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 민법(제4판) [채권

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774(박해식 집필); 곽윤직, 채권각론(제6판) [민법

강의 IV], 박영사 (2003), 222; 김석우, “보증금”, 중앙대 법학논문집 제7집, 중앙대학

교 법학연구소 (1982), 20; 박준서, “임대차보증금의 법률관계”,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

7권,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119.

32) 박우동, “채권적 전세권에 관하여”, 법조 제16권 제3호(1967. 3.), 법조협회 (1967),

14.

33)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공1987, 1232).

34) 인도시설을 채용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판례에서 말

하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된 때를 가리

키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목적물이 반환될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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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득반환채권 등 일체의 채권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고, 보증금반

환채권은 그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이행기에 도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임

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상태에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차인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고 하였다.35) 이와 유

사하게 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대법원은 보증금에서 임대차관계 종료 후 그 목적물이 반환되기까지 사

이에 발생한 임대인의 채권이 공제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36)

반대로 임대인의 차임채권이 양도된 후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

차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대법원은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

임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

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대차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변제되지 않은 차

임채권은 이미 양도된 것이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판단하

였다.37)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대법원은

임대차목적물 반환시까지 추심되지 않은 차임채권은 보증금에서 당연 공

제된다고 하였다.38)

해된다. 같은 취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5)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공2003, 361).

36)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집35(2)민, 135; 공1987, 1147);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공1988, 408);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공

1998, 2683).

37)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공2015상, 619).

38)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56561, 56578, 56585, 56592, 56608, 56615,

56622, 56639, 56646, 56653, 56660 판결(공2005, 187). 한편,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공2016하, 1228)은 임대차목적물인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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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차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연체차임 등 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

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

제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

니다.39)(이하 참조판례1-2 )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별도의 공제 의사표

시를 하여야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연체차임채권이 보증금에

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40)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관계 계속

중에 연체차임 등 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

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

도통지를 하였어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

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고 하여 이를 긍정하였

다.41) 반대로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참조판례1-2는

루어져 법정과실에 해당하는 차임채권 등에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도 임

대차관계가 종료되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채권이 당연 공제된다고 하였고, 일본의 最

高裁判所 2002. 3. 28. 判決(民集56卷3号689頁)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저당건물에서 생긴 차임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

환되면 연체차임채권이 보증금의 충당에 의하여 그 한도에서 당연히 소멸한다고 하였

다.

39)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판결(공2013상, 557);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공2017상, 22).

40) 同旨: 김형배․김규완․김명숙(주 19), 1433; 송덕수(주 28), 273; 지원림(주 15),

1474.

4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공2012하,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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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임채권을 가지

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

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여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임대차 존속 중에는 공제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없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공제는 부동산임대차에서 판례상 인정되고 있고 다양한

사실관계에서 일정한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이 공제의 판례상 근거

라 하겠다.

나. 공사도급계약

도급인은 수급인이 자재확보, 노임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발주와 함께 공사대금의 일

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수수되

는 금전을 가리켜 선급금 (또는 선금)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선금급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

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

금이라고 할 것 이라고 판시하였다.42) 수급인은 선급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43)

4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 256).

4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0호) 일반조건 제11조 제3

항 (�"을"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

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

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2조 제4항 (�선급금은 계약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건축공사 표준계약서(국토교통부고

시 제2016-193호) 제7조 제1항 (�"갑"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 "을"은 이를 도급목적외

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윤재윤, 건설

분쟁관계법(제6판), 박영사 (2015), 174.



- 18 -

공사도급계약이 별 문제 없이 진행되어 목적물이 완성된 경우라면 도

급인은 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대금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잔액만 지급하

면 된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든지 간에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도급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기성공사대금과 선

급금 사이의 정산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1조44)와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44조45)는 공통적으로 계약해제 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때 선급금을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에 충

당 또는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선급금 반환 및 정산에 관한 계약조

항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원고(도급인)가 A건설에게 지하보도 설치공사를 도급하여

A건설이 피고(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반환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선급금

으로 271,890,000원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A건설의 부도로 인

하여 총 기성고가 332,134,000원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당시

까지 A건설이 17,985,000원에 상당한 공사만 직접 시공하고 B건설이 토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314,149,000원에 상당한 공사를 시공하였고, A

44)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0호) 일반조건 제11조(선금)

⑤도급인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도급인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

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45)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4호)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⑤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

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

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

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

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

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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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 B건설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중 203,905,000원을 공사 외 용도로 임의 사용한 사실관계에서 선

급금과 기성공사대금 사이의 정산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

다.

선금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

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이므로,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금급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금을 반환

하게 되었다면 선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하도급을 주었

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선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 때까지의 기성

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거꾸로 선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선금급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다.] (중략)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A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5. 7. 20.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그 당시까지 A건설

이 금 17,985,000원에 상당한 공사만을 시공하고, B건설이 금 314,149,000원에

상당한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것인바, 하수급인인 B건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

하므로 원고가 A건설에게 지급한 선금 271,890,000원은 A건설이 시공한 공사

대금뿐만 아니라 B건설이 시공한 공사대금에도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충당되어 잔액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A건설의 선금급 반환채

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A건설의 선금급 반환채무를 보증한

피고로서도 아무런 보증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46)(이하 참조판례2 )

즉, 공사도급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선급금지급조건 위반 등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

46)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 256).



- 20 -

에 당연히 충당되고, 그 결과 공사대금이 남으면 도급인의 선급금반환채

권은 소멸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면 되며,

반대로 선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선급금의 성질상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

하여 그 잔존 선급금에 관한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참조판례2는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는 데에 별도의 상계 의

사표시가 필요 없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가 아니라 이와

구별되는 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사안을 해결한 것으로 이해된다.47) 이

역시 공제에 관한 판례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다. 보험약관대출

생명보험과 일부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가 해약환

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

우가 있다. 보험자는 위 약관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

약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대출하여 주는

데 이를 보험약관대출 이라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48)(이하 참조판례3 )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

험자(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대출을 받은 후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보험자가 정리채권 신고기간

47) 결국 참조판례는 민법상의 상계에 의하여 기성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고 보고 있음에도, 그 이유 중에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라고 판시하여 상

계 라는 용어를 언급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므로 이 표현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비판

이 있다(지원림, “보증보험 및 선급금의 법률관계”,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통권 제31

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160-162; 김동원, “선급금보증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정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 편집), 건설소송실

무, 유로 (2014), 207). 다만, 판례가 굳이 상계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44조 제6항(주 45)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급금 잔액과 기성공사대금 잔액

을 상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48)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집55(2)민, 50; 공20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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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이후에 보험계약자의 원리금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약관대출원리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한 사안에

서,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적상이 생긴 경우에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고(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49),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의 법인회

생절차에 관한 동일한 조문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50)) 위 기간

만료 후에는 상계가 금지되므로 보험자가 해약환급금에서 보험약관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법률관계의 법적 성격이 쟁점이 되었다.

참조판례3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

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위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

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약관상의 의무의 이행으로 행

하여지는 것으로서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

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

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

49)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상계권) ①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개시당

시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정리채권과 정리담

보권의 신고기간만료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

자는 그 기간내에 한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

부인 때에도 같다.

50) 채무자회생법 제144조(상계권) 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

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

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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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

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

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결국,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

서는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계약 해지

당시의 보험약관대출 원리금 상당의 선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해

약환급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되

기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62조 제1

항의 상계제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요컨대, 다수의견은 보험계약과 보험약관대출계약은 하나의 계약으로

서, 보험약관대출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일 뿐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지 않으므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

서 보험약관대출원리금을 공제하는 것은 민법상 상계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제에 있어서는 구 회사정리법상의 상계제한 규정이 적용되

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조판례3의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안대희의 별개의견

은 다수의견과 달리 판단하였다. 그 판결요지만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

다.

보험약관대출의 계약당사자가 ‘보험계약서’ 이외에 별도로 ‘약관대출차용

증서’를 작성하면서 ‘대출’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금전의 소유권을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계약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계약자는 이를 ‘상환기일’에 금전으로 반

환하되 약정 상환기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이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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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명시하여 약정하고 있고, 보

험업 관계 법령도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을 신용공여거래의 한 유형

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상으로도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에

관한 회계처리는 자산계정 중 ‘선급금 항목’이 아니라 ‘대출채권 항목’에 기

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보험약관대출을 ‘대출채권’으로 취급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보험업계에 보편화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보험약관대출은 명백히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

차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고, 계약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 보험업

관계 법령의 규정 및 보험업계의 보편적인 인식을 외면한 채 이를 보험계약

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률행위(계약)로서의 성질조차 부정하면서 ‘해약환급금

등의 선급에 관한 행위’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수의견이 보험약관대출계약이 보험계약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금전소비

대차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음을 부정하면서 이를 ‘해약환급금 등의 선

급에 관한 행위’로 보고, 보험약관대출금이 대여금이 아니라 선급금이라고

해석한 것은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및 보험업 관계 법령의 각 규정과 의사

표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및 보험법의 일반원칙에 모두 위

반된 의사해석이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 반환채권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출 원리금

채권 사이의 상계에 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2조 제1항의 상계시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다수의견의 결론은 타당하므로 그 결론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그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이 계약당사자와 보험업계의 일반

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먼 ‘선급금’이라는 의제적인 개념을 설정하여 이끌어

낼 것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로서의 성질을 갖는 보험약관대출이 갖는 특수

한 법적 성질 및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계시한 규정의 입법 취

지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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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별개의견은 보험약관대출계약은 보험계약과 별개의 소비

대차계약이지 보험약관대출을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반

환채권과 보험약관대출채권이 대립하게 되고 이들 사이의 상계가 문제되

는데, 이들 양 채권은 성립, 존속, 양도, 변제, 소멸 등 모든 측면에서 강

력한 견련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도산법상의 상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보았다. 결국 결론에 있어서는 다수의견과 같이하였다.

이처럼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차이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과 보험

약관대출금 사이의 정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에 있다. 다수

의견은 이를 상계와 구분되는 공제의 법률관계로 본 반면 별개의견은 강

한 견련관계 있는 채권 사이의 특수한 형태의 상계로 본 것이다. 다수의

견과 별개의견 중 어떤 의견에 의하든 이를 공제의 판례상 근거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라. 물품구매기본계약

판례는 물품구매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을 수수한 경우에 공제

의 법리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A기계에게 지급한 선급

금 100,000,000원은 A기계가 채무자와의 물품구매기본계약에 따라 향후

납품하게 될 건설중장비 및 철도차량 부품의 대금조로 미리 지급한 것이

고, 또한 선급금상환채무와 물품대금채무는 동일한 물품구매기본계약에

서 발생한 것으로서 상호 그 이행에 있어서 고도의 견련성이 있으므로

위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A기계가 채무자와의 물품구매기본계약에 따라

납품한 물품대금에 당연히 충당되는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라면서, �채

무자가 A기계에게 지급한 선급금으로서 거래종료 당시 정산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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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은 물품대금조로 미리 지급되는 선급금의 성격과 그 물품대금과의

견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

시 없이도 A기계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물품대금채권에

당연히 충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나아가 �원

심이, A기계와 채무자 간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1995. 4. 17. 당시 A기계

의 채무자에 대한 선급금 95,000,000원의 상환채무는 A기계가 채무자에

게 납품한 물품대금채권 119,245,791원에서 당연히 공제 내지는 상계처리

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51)(이

하 참조판례4 )

선급금의 수수가 물품구매기본계약에 기하여 장차 발생할 물품대금조

로 미리 지급된 것이라는 성격에 따른 선급금상환채권과 물품대금채무

사이의 견련성에 비추어, 거래관계가 종료되면 선급금상환채무는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물품대금채권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소멸한다

고 한 것이다. 따라서 참조판례4는 공제의 판례상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제 3 절 비교법적 근거

외국의 법체계에서도 공제에 관한 비교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하에서는 영미법, 독일, 일본에서의 공제의 법률관계에 관한 논의를 살펴

보기로 한다.

51)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41625 판결(공1997, 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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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미법

가. 공제(Recoupment)

영미법에서는 부동산임대차에 있어 오래 전부터 보통법상 공제

(Recoupment)가 인정되어 왔다.52) 보통법에서 공제의 법리는 Taylor v

Beal53)이 �법은 가옥이 보수되기 전까지 임차인이 그의 머리 위로 가옥

이 붕괴될 수도 있는 중대한 위해에 처하게 되는 데에 따른 배상금으로

써 차임을 지불할 자유를 임차인에게 부여한다. 따라서 법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가옥을 보수하고 차임을 공제(recoupe)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한 판시에 근거하고 있다.

1) 영국

영국에서 공제권(the right of Recoupment)은 고전 보통법상 권리로

서,54) 임대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의 유지․보수의무

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임

대차목적물을 보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출한 보수비용 상당을 장래차

임 또는 연체차임에서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55) 영국법상 공

제의 법리는 상계와 구분되는 것으로서56) 영국법상 상계제도의 범주로

52) Rory Derham, Derham on the Law of Set-off(4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210.

53) (1591) Cro Eliz 222, 78 ER 478.

54) Lee-Parker v Izzet [1971] 3 All ER 1099; British Anzani (Felixstowe) Ltd v

International Marine Management (UK) Ltd [1979] 2 All ER 1063.

55) Rory Derham(주 52), 210.

56) British Anzani (Felixstowe) Ltd v International Marine Management (UK) Ltd

[1979] 2 All ER 1063은, 상계는 법률의 소산이자 조지 2세 통치보다 앞선 시대에 나

타난 원칙이므로, 공제권은 엄밀하게는 상계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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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되지 않는다.57)

공제권 행사의 효과로서 임차인이 지출한 보수비용은 장래차임 또는

연체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된다.58) 또한, 공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지

출비용의 범위 내에서 임대인의 차임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

지게 된다.59)

2) 미국60)

미국에서 공제는 청구금액의 감소를 구하는 권리의 성질을 가진다고

설명된다.61) 미국에서 공제의 법리는 소송상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정당한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형평법상 원칙(equitable principle)에 기인한 것으

로서, 다수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다.62) 영국법에서 공제의 법리의

57) Lee-Parker v Izzet [1971] 3 All ER 1099; British Anzani (Felixstowe) Ltd v

International Marine Management (UK) Ltd [1979] 2 All ER 1063. 이에 대하여

Melville v Grapelodge Development Ltd (1978) 39 P & CR 179는 오늘날에 있어서

는 차임채무를 다른 계약상 채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면서 임대인의 차임청구

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형평법상 상계의 문제로 다루면 족하다고 하

였다.

58) British Anzani (Felixstowe) Ltd v International Marine Management (UK) Ltd

[1979] 2 All ER 1063. 단, 위 판결은 임차인이 지출한 보수비용 금액이 명확하고 이

에 대하여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제권을 다소 제한하였다. 한편,

공제권과 형평법상 상계권의 병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만일 임차인이 공제권

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미 완벽하게 훌륭한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형평법의 조력을 받지 못할 것이나, 반대로 임차인의 반대채권이

불확정 손해배상채권인 탓에 임차인이 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형평법상

상계가 고려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

59) British Anzani (Felixstowe) Ltd v International Marine Management (UK) Ltd

[1979] 2 All ER 1063.

60) 이에 관하여는 5 Collier on Bankruptcy ¶ 553.10 (Alan N. Resnick & Henry J.

Sommer eds., 16th ed.), LexisNexis (2016); Joan N, Feeney․Michael G.

Williamson․Michael J. Stepan, Bankruptcy Law Manual(5th ed.) vol. 1, Thomson

Reuters (2017), § 6:67을 주로 참조하였다.

61) 5 Collier on Bankruptcy ¶ 553.10(주 60).

62) 연방대법원 판례로 Bull v. United States, 295 U.S. 247, 262, 55 S. Ct. 695, 700-1,

79 L.Ed. 1421 (1935); United States v. Dalm, 494 U.S. 596, 605, 110 S.Ct. 1361,

1366-7, 108 L.Ed.2d 548 (1990); Reiter v. Cooper, 507 U.S. 258, 264, 113 S.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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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가 Taylor 판례 이래로 부동산임대차관계에 한정되어 있다면,

미국법에서는 부동산임대차를 넘어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적용되면서 발

전하여 왔다.

공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명문의 계약상 권한이 있을 필요가 없

고,63) 상대방의 소송상 청구에 대하여 공제 주장이 차단되는 시효의 제

한(statute of limitations)이 적용되지 않는다.64)

무엇보다도 공제는 상계와 달리 양 채권의 상호성(Mutuality)65), 그중

에서도 독립된 채권이 대립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66) 그 대신 피

고의 반대채권이 원고의 청구채권과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

하여 공제가 허용된다.67) 다시 말해서 공제는 양 채권이 동일한 거래

1213, 1218, 122 L.Ed.2d 604 (1993), 연방항소법원 판례로 In re Monongahela Rye

Liquors, 141 F.2d 864, 869 (3d Cir. 1944); Lee v. Schweiker, 739 F.2d 870, 875 (3d

Cir. 1984); In re B & L Oil Co., 782 F.2d 155, 158 (10th Cir. 1986); In re

Holford, 896 F.2d 176, 178 (5th Cir. 1990); In re University Medical Center, 973

F.2d 1065, 1079 (3d Cir. 1992); United Structures of Amer. v. G.R.G. Eng'g, 9

F.3d 996, 999 (1st Cir. 1993); U.S. on Behalf of U.S. Postal Service v. Dewey

Freight System Inc., 31 F.3d 620, 622-23 (8th Cir. 1994); In re Flagstaff Realty

Associates, 60 F.3d 1031, 1035 (3d Cir. 1995); In re Anes, 195 F3d 177, 182 (3d

Cir. 1999); In re Terry, 687 F.3d 961, 963 (8th Cir. 2012) 등 다수의 판례가 존재한

다.

63) In re University Medical Center, 973 F.2d 1065, 1080 (3d Cir. 1992); Matter of

Holford, 896 F.2d 176, 178 (5th Cir. 1990).

64) United States v. Dalm, 494 U.S. 596, 605, 110 S.Ct. 1361, 1366-7, 108 L.Ed.2d 548

(1990); Bull v. United States, 295 U.S. 247, 262, 55 S. Ct. 695, 700-1, 79 L.Ed.

1421 (1935); Matter of Coxson, 43 F.3d 189, 193 (5th Cir. 1995).

65) Mutuality를 상계적상으로 옮기기도 한다(오영준, “가. 신탁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신탁재산 독립의 원칙의 의미, 나. 수탁자 개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갖는 고유의 채

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익자가 신탁종료시 수탁자에 대하여 갖는 원본반환채권 내

지 수익채권 등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72호, 법원도서

관 (2008), 45-46). 상호성은 상계적상의 요건 중 채권이 대립할 것 과 같은 목적의

채권일 것 만을 의미하고, 상계적상 중 양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은 상호성과 별

개의 due and payable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66) 5 Collier on Bankruptcy ¶ 553.10(주 60); Waldschmidt v. CBS, Inc., 14 B.R. 309,

314 (D.C. M.D. Tenn. 1981); In re Yonkers Hamilton Sanitarium Inc., 22 B.R. 427,

432 (Bankr. S.D. N.Y. 1982).

67) 5 Collier on Bankruptcy ¶ 553.10(주 60); In re University Medical Center, 973

F.2d 1065, 1079 (3d Cir. 1992); In re Flagstaff Realty Associates, 60 F.3d 1031,

1035 (3d Cir. 1995); Newbery Corp. v. Fireman's Fund Ins. Co., 95 F.3d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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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e transaction)에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는

데,68) 이때 양 채권이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에 따라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논리적 관계(logical relationship) 기준 은 양 채권 사이에 합

리적인 견련성이 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다소 유연한 기준이다.69)

Moore v. New York Cotton Exchange70)의 거래(transaction)는 유연한

의미의 용어로서 이는 논리적인 관계(logical relationship)에 의하여 많은

사례들을 포괄할 수 있다 고 한 연방대법원 판시를 기초로 한 기준이다.

이보다 엄격한 기준인 일체적 거래(single integrated transaction) 기

준 은 공제의 요건으로 양 채권이 단일한 결합된 거래에서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71) 이는 공제의 법리가 법령에 명문의 근거 없이 자동정지

(automatic stay)72)에 대한 형평법상의 예외로 기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좁게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지 동일한 양 당사자가 관여되어 있고 양 채

권이 유사한 목적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양 채권이 동

일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양 채권이 일체적 거래에서

1399 (9th Cir. 1996); In re Anes, 195 F.3d 177, 182 (3d Cir. 1999).

68) 이 점에서 양 채권이 서로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어도 무방한 상계와 본질적

으로 구분된다. 다만, 견련된 채무들이 단일한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으로 무조건 공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5 Collier on Bankruptcy ¶

553.10[1](주 60)).

69) In re Holyoke Nursing Home, Inc., 372 F.3d 1, 3-4 (1st Cir. 2004); In re TLC

Hospital, Inc., 224 F.3d 1008, 1012 (9th Cir. 2000); U.S. v. Consumer Health

Services of America, Inc., 108 F.3d 390, 395, 323 U.S.App.D.C. 336, 341 (D.C. Cir.

1997).

70) 270 U.S. 593, 610, 46 S. Ct. 367, 371, 70 L.Ed. 750 (1926).

71) In re Malinowski, 156 F.3d 131, 133 (2d Cir. 1998); In re Peterson Distributing,

Inc., 92 F.3d 956, 960-1 (10th Cir. 1996); In re Flagstaff Realty Associates, 60

F.3d 1031, 1035 (3d Cir. 1995); In re University Medical Center, 973 F.2d 1065,

1081 (3d Cir. 1992); In re B & L Oil Co., 782 F.2d 155, 158 (10th Cir. 1986).

72) 자동정지는 도산절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산절차의 신청만으로 채권자의

채권추심행위 등 일체의 절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로서 미국 파산법 제362

조, 즉 11 U.S.C. § 362에 규정되어 있다(이제정, “미국 연방도산법의 자동정지 제도

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통권 제122호(2011. 2.), 한국법학원 (201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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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채권의 만족을 얻

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73)

실무상 다수의 법원은 앞의 논리적 관계 기준을 채용하고 있고74) 타

당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75)

공제권 행사의 효과로서 동일한 거래에서 생긴 양 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한다.76)

공제와 상계는 모두 형평법상 원칙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

통되지만,77) 양자는 서로 구분되고 특히 파산법 영역에서 달리 취급된다.

미국 파산법이 § 362(a)(7)78) 및 § 55379)에서 상계(Setoff)에 관하여 직

73) In re University Medical Center, 973 F.2d 1065, 1081 (3d Cir. 1992).

74) In re Holyoke Nursing Home, Inc., 372 F.3d 1, 4 (1st Cir. 2004).

75) 5 Collier on Bankruptcy ¶ 553.10[2](주 60).

76) In re University Medical Center, 973 F.2d 1065, 1079-80 (3d Cir. 1992); In re

McConnell, 934 F.2d 662, 667 (5th Cir. 1991); In re Anes, 195 F.3d 177, 182 (3d

Cir. 1999).

77) Lee v. Schweiker, 739 F.2d 870, 875 (3d Cir. 1984)

78) 11 U.S.C. § 362. Automatic stay

(a)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a petition filed under sec-

tion 301, 302, or 303 of this title, or an application filed under section 5(a)(3) of

the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operates as a stay, applicable to all

entities, of--

(7) the setoff of any debt owing to the debtor that arose before the commence-

ment of the case under this title against any claim against the debtor; and

79) 11 U.S.C. § 553. Setoff

(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ection and in sections 362 and 363 of

this title, this title does not affect any right of a creditor to offset a mutual debt

owing by such creditor to the debtor that aros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under this title against a claim of such creditor against the debtor that aros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except to the extent that--

(1) the claim of such creditor against the debtor is disallowed;

(2) such claim was transferred, by an entity other than the debtor, to such cred-

itor--

(A)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or

(B)(i) after 90 days before the date of the filing of the petition; and

(ii) while the debtor was insolvent (except for a setoff of a kind described in

section 362(b)(6), 362(b)(7), 362(b)(17), 362(b)(27), 555, 556, 559, 560, or 561); or

(3) the debt owed to the debtor by such creditor was incurred by such c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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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제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공

제에 있어서는 파산법상 상계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80) 따

라서 공제권의 행사에는 상계에서의 각종 제한, 즉 자동정지, 면책명령

(discharge injunction)81)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82) 예컨대 In re

Holyoke Nursing Home, Inc.83)는, 1990년경 건강보험회사인 Holyoke

Nursing Home, Inc(이하 Holyoke )는 건강보험회사가 의료보험 수급권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연방 보건관리국(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이하 HCFA )이 건강보험회사에게 그 금액을 보전하여

주는 의료보험 변제제도에 참가하여 HCFA로부터 보전금을 지급받아 오

던 중, 2000년경 HCFA는 Holyoke에 지급한 1997∼1998년분 보전금이

373,639달러 초과지급되었다고 결론내리고 Holyoke의 2000년도 보전금

청구금액에서 초과 지급액 중 177,656.25달러를 차감하였는데, 2000년 말

경 Holyoke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HCFA가 개시신청 이후 보

(A) after 90 days before the date of the filing of the petition;

(B) while the debtor was insolvent; and

(C)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a right of setoff against the debtor (except for a

setoff of a kind described in section 362(b)(6), 362(b)(7), 362(b)(17), 362(b)(27),

555, 556, 559, 560, or 561).

(이하 생략).

80) In re Anes, 195 F.3d 177, 182 (3d Cir. 1999); 임치용, “판례를 통하여 본 국제도산

법의 쟁점”, BFL 제38호(2009. 11.),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9), 106.

81) 채권자가 면책된 채무를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으로서 면책결정이 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강선명, “미국 파산절차 실무”, 법조 제53권 제5호 통권 제572호

(2004. 5.), 법조협회 (2004), 233).

82) 5 Collier on Bankruptcy ¶ 553.10(주 60); 자동정지에 관한 판례로 Matter of

Kosadnar, 157 F.3d 1011, 1016 (5th Cir. 1998); In re Malinowski, 156 F.3d 131,

133 (2d Cir. 1998); U.S. v. Consumer Health Services of America, Inc., 108 F.3d

390, 395, 323 U.S.App.D.C. 336, 341 (D.C. Cir. 1997); Newbery Corp. v. Fireman's

Fund Ins. Co., 95 F.3d 1392, 1399 (9th Cir. 1996); In re University Medical

Center, 973 F.2d 1065, 1080 (3d Cir. 1992); Matter of Holford, 896 F.2d 176, 179

(5th Cir. 1990). 면책명령에 관한 판례로 In re Harmon, 188 B.R. 421, 425 (B.A.P.

9th Cir. 1995); In re Powell, 284 B.R. 573, 575-6 (Bankr. D. Md. 2002); In re

Sigman, 270 B.R. 858, 861 (Bankr. S.D. Ohio 2001).

83) 372 F.3d 1 (1st Ci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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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을 차감한 것은 자동정지의 효력에 반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의료

보험법이나 의료보험 변제제도 약관에 의할 때 HCFA와 Holyoke 사이

의 계약관계는 하나의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HCFA

의 초과 지급금 환수는 상계가 아닌 공제의 법리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자동정지의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공제는 파산법상 상계의 시기적 제한(time limit)도 적용되지 않

아 개시 전 채권 간, 개시 후 채권 간 또는 개시 전 채권과 개시 후 채

권 간에도 공제가 가능하다.84) 결과적으로 공제의 법리는 무담보채권자

로 하여금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된다.85)

이와 같이 명문의 규정도 없이 형평법상 원칙만으로 강력한 효력을

가진 공제의 법리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 근거로 Lee v.

Schweiker86)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의 채권과 동일

한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은 본

질적으로 상호의 채무라기보다는 항변권(defense)이므로, 여기에 파산절

차에서의 상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데에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즉, 동일한 거래에서 각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

지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양 당사자가 가진 각자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대립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상대

방의 청구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항변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거래에서 서로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까지 단순히

84) 5 Collier on Bankruptcy ¶ 553.10[3](주 60); In re Flagstaff Realty Associates, 60

F.3d 1031, 1035 (3d Cir. 1995); In re Yonkers Hamilton Sanitarium Inc., 22 B.R.

427, 434-5 (Bankr. S.D. N.Y. 1982). 이에 반대하는 판례로 In re California Canners

& Growers, 62 B.R. 18, 21 (B.A.P. 9th Cir. 1986)이 있으나 대다수의 견해는 시기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5 Collier on Bankruptcy ¶ 553.10[3](주 60)).

85) Newbery Corp. v. Fireman's Fund Ins. Co., 95 F.3d 1392, 1400 (9th Cir. 1996);

Lee v. Schweiker, 739 F.2d 870, 875 (3d Cir. 1984).

86) 739 F.2d 870, 875 (3d Ci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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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의 대립으로 취급하여 파산법상 상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부

당하다는 점에서 공제의 법리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87)

나. 영국법의 형평법상 상계(Equitable Set-off)88)

미국법상 공제와 유사한 것으로 영국법에는 형평법상 상계가 있다.

영국법상 상계제도는 크게 보통법상 상계(Legal Set-off)89)와 형평법상

상계(Equitable Set-off), 도산법상 상계(Insolvency Set-off)로 구분된다.

그중 형평법상 상계는 상계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양 채권 사

이의 상호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손해배상채권처럼 권면액이

확정되지 않은(unliquidated) 채권에 의하여서도 허용된다는 점, 시효의

제한(statute of limitation)을 받지 않는 점,90) 실정법적 근거 없이 판례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에서 보통법상 상계와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도

형평법상 상계는 양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제

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통법상 상계와 다르고 이때 상호성이 필요하

지 않다는 점에서 도산법상 상계와도 구별되어91) 보통법상 상계나 도산

법상 상계와 큰 차이가 있으며,92) 여러 측면에서 공제와 유사한 점이 있

87) 주류의 판례는 이러한 설명에 따르고 있다. Folger Adam Security, Inc. v.

DeMatteis/MacGregor JV, 209 F.3d 252, 260 (3d Cir. 2000); Newbery Corp. v.

Fireman's Fund Ins. Co., 95 F.3d 1392, 1400 (9th Cir. 1996); In re Univercity

Medical Center, 973 F.2d 1065, 1079 (3d Cir. 1992); In re B & L Oil Co., 782

F.2d 155, 157 (10th Cir. 1986) 등. 이와 달리 In re Yonkers Hamilton Sanitarium

Inc, 22 B.R. 427, 435 (Bankr. S.D. N.Y. 1982); In re Midwest Service and Supply

Co., Inc., 44 B.R. 262, 265 (D. Utah 1983)는 미이행 쌍무계약의 취급을 유추하여 채

무자가 개시 전 계약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다면 그 계약에 의하여 개시 후 발생한 채

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제의 법리를 정당화하고 있고, In re California

Canners and Growers, 62 B.R. 18, 24 (Bankr. 9th Cir. 1986)는 의제신탁

(Constructive Trust)의 법리에 의하여 정당화하기도 한다.

88) 이에 관하여는 Rory Derham(주 52), 79-162, 259-354을 참조하였다.

89) 법률상 상계라고도 한다.

90) Rory Derham(주 52), 28-29, 111-112.

91) Rory Derham(주 52), 27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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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93) 특히 전술한 미국에서의 공제와 매우 흡사하므로 공제의 비교법적

근거로 삼고자 한다.

형평법상 상계는 양 채권의 상호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대신 양 채

권이 동일한 거래(the same transaction) 또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closely connected) 거래 내지는 불가분적 연관성(inseparable

connection)이 있는 거래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특유한 요

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허용된다.

형평법상 상계에 관한 선도적인 판례인 Federal Commerce and

Navigation Ltd v Molena Alpha Inc94)를 살펴보면, 선박소유자와 정기

용선자 사이에 매월 용선료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기용선자가 선박 고장 시 해당 선박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용선료 지급의무가 없고, 선박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항해속도

하락 시 그로 인한 시간손실과 추가연료비 등의 추가비용은 용선료에서

공제된다(deducted) 는 정기용선계약조항을 근거로 선박소유자에게 차기

용선료를 선급하면서 당기에 선박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용선료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한 사안에서, Denning 판사는, 과거

형평법원은 관행상 채권자의 청구채권을 직접적으로 탄핵할 만한 형평법

상 이유가 있는 때에는 형평법상 상계라는 방법으로 보통법상 상계의 세

부요건을 완화하여 공제(deductions)를 허용하였다면서 Rawson v

Samuel95)을 인용하여, 반대채권이 원고의 청구채권과 동일한 거래거나

92) Rory Derham(주 52), 77, 111, 121.

93) Rory Derham(주 52), 210. 공제와 형평법상 상계의 유사성에 관한 예로, 부동산임대

차에서 임차인이 지출한 보수비용과 차임채무를 고전 보통법상 공제가 아닌 임대인의

보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차임채무 사이의 형평법상 상계에 의하여 동

일한 결론으로 해결한 판례로 Batiste v Lenin (2002) 11 BPR 20, 403; Melville v

Grapelodge Development Ltd (1978) 39 P & CR 179가 있고, 공제를 상계라는 용어

로 설시한 판례로 Waters v Weigall (1795) 2 Anst 575; Knockholt Pty Ltd v Graff

[1975] Qd R 88, 91, 92가 있다고 한다.

94) [1978] 3 All ER 1066.



- 35 -

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래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고, 또한 반

대채권96)이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청구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게 부당할 정도로 원고의 청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원고의 청구를 직접적으로 탄핵(impeach)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는 형평법상 상계가 가능하다고 설시한 다음, 선박소유자가 당기

분 용선료를 선급 받고도 용선자의 선박사용을 부당하게 박탈․거절․제

한한 경우 용선자는 선박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용선료 상당

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차기 용선료에서 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Bank of Boston Connecticut v European Grain and Shipping

Ltd97)에서 Brandon 판사는, Rawson v Samuel에서의 탄핵 요건

(impeachment test)이 오늘날에는 익숙하지 않다면서 이를 형평법상 상

계의 요건에서 제외하고, Newfoundland Government v Newfoundland

Railway Co98)를 인용하여 형평법상 상계의 반대채권은 청구채권과 불가

분적 연관성이 있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Bim Kemi AB v Blackburn Chemicals Ltd99)도 Brandon 판사

가 제시한 요건에 따랐다. 1984년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

게 거품억제제 제조권한 및 노하우, 상표사용권을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

의 상표로 거품억제제를 생산․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후 피고가 원고에서 신제품을 공급하여 거래관계가 확대되었는데, 1998

년경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아닌 원고 자회사가 생산한 거품억제

제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제품의 유통회사를 새로 선정하자, 원고

95) (1841) Cr & Ph 161 at 178-179, 41 ER 451, 458-459.

96) 즉, 상계를 주장하는 피고의 자동채권을 가리킨다.

97) [1989] 1 All ER 545, 552-553.

98) [1888] UKPC 7, 21, 13 AC 199, 213.

99) [2001] All ER (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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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고를 상대로 1994년 체결된 독점공급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으로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4년 계약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

면서 원고의 1984년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반대채권으로 상계항

변을 하였으며, 다시 원고는 1984년 계약에 기한 피고의 반대채권으로는

1994년 계약에 기한 자신의 청구채권을 탄핵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

계항변은 이유 없다고 재항변한 사안에서, Potter 판사는, 탄핵요건을 부

정한 Brandon 판사가 제시한 요건을 선호한다면서, 그 이유로는 양 채

권 사이의 긴밀함 정도와 관련하여 불가분적 연관성을 강조하는 한편 반

대채권이 반드시 단일한 계약에서 발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

였기 때문이라고 설시한 다음, 위 사안의 경우 피고의 반대채권은 원고

가 주장하는 1994년 계약과 불가분적 연관성이 있다며 피고의 형평법상

상계항변을 인용하였다. 이에 덧붙여 원고 주장의 1994년 계약은 신제품

판매에 관한 것으로 1984년 계약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덜 긴밀

하지만 1994년 계약이 1984년 계약을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두 계약

이 피고의 거품억제제 판매를 위한 거래관계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불가

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긴밀하고 불가분적 연관성 요건을 충족한다

고 판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비교적 최근의 Geldof Metaalconstrutie NV v Simon

Carves Ltd100)에서 Rix 판사는, 별개의 계약이나 거래가 문제되는 사안

에서는 불가분성이라는 수사가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며 Brandon 판사

가 제시한 요건을 비판하고, 형평법상 상계의 요건은 형식적 요소와 기

능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형식적 요소의 중요성은 형평법상 상계가 법원

의 재량이 아닌 일정한 원칙을 기초로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

이고 기능적 요소의 중요성은 소송당사자와 법원으로 하여금 이 제도의

100) [2010] EWCA Civ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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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합리성은 형평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

시한 다음, Denning 판사가 제시한 요건을 지지하면서 다만 그중 탄핵

이라는 용어만을 제외하여 반대채권이 원고의 청구채권과 매우 긴밀하

게 연관되어 있어 원고로 하여금 반대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자신의

채권에 기한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명백하게 부당한 경우 에 형평법상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영국에서 형평법상 상계의 요건과 관련하여

판시가 세부까지 일치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양 채권이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반대채권이

원고의 청구채권과 단일한 계약(the same contract)에서 발생할 것을 요

하지는 않는다.101)

2. 독일

가. 민법상 공제(Anrechnung)102)

독일에서의 논의는 공제(Anrechnung)103)를 상계(Aufrechnung)와 구

분하고 있다. 독일 민법(BGB) 제326조 제2항 2문, 제337조 표제, 제366

조 표제, 제537조 제1항 2문, 제615조 2문, 제616조 2문, 제649조 2문 및

101) British Anzani (Felixstowe) Ltd v International Marine Management (UK) Ltd

[1979] 2 All ER 1063; Bim Kemi AB v Blackburn Chemicals Ltd [2001] All ER

(D) 13.

102) 이에 관하여는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7.

Aufl.)/Schlüter Bd. 2: Schuldrecht·Allgemeiner Teil, C.H.Beck (2016)(이하

‘MüKoBGB/Schlüter’), § 387 Rn. 50을 주로 참조하였다.

103) 문맥에 따라 충당으로 번역하기도 한다(양창수 역, 독일민법전(2015년판), 박영사

(2015), 197의 제337조 표제 및 227의 제366조 표제). 청산(Verrechnung)도 같은 의미

로 통용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Beck’scher Online-Kommentar Bürgerlichen

Gesetzbuch(43. Ed.)/Dennhardt, (15. 6. 2017), § 387 Rn.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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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HGB) 제74c조 등은 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공제는 독립적인 두 개

의 채권이 서로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상계와 다르고, 고의의 불

법행위로 인한 채권과의 상계금지(§ 393)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상계금

지(§ 394)가 공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계와 차이가 있다.104)

공제는, 예컨대 계약해제나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청구를 산정함에 있어 비독립적

인 계산항목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105) 독일연방대법원은 과거 수급인

의 잔여공사대금청구권과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대립하는 경우에

공제(Verrechnung)를 인정하였으나,106) 현재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수급인의 보수청구권과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대립하는 때에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07) 그러나 하급심 판례

에 의하면, 도급인의 (선급)비용상환청구권과 수급인의 잔여공사대금청구

권 사이에 한하여는 공제가 허용되고 있다.108)

또한, 공제는 선급임금(Gehaltsvorschusses)을 차기 임금에서 차감할

때에도 이루어진다.109) 연방노동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는 선급한 임

금을 고용계약 종료에 따른 보수청구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본다.110)

나. 구 보험계약법상 보험자의 공제권(Abzugsrecht)

독일의 구 보험계약법111) § 35b112)는 �제3자에 대한 상계�라는 표제

104) MüKoBGB/Schlüter(주 102), § 387 Rn. 56, 57.

105) MüKoBGB/Schlüter(주 102), § 387 Rn. 50.

106) BGHZ 70, 240 (245) = NJW 1978, 814.

107) BGHZ 163, 274 = NJW 2005, 2771 (2772); BGH NJW-RR 2008, 31.

108) OLG Düsseldorf BauR 2001, 262; OLG München MDR 1987, 670; OLG Köln

BauR 2003, 741 (742).

109) MüKoBGB/Schlüter(주 102), § 387 Rn. 50.

110) MüKoBGB/Schlüter(주 102), § 387 Rn. 50. 이와 달리 초과지급한 임금은 공제가

아니라 상계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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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기타 계약상 채권을 그 계약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Abzug)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구 보험계

약법 § 35b가 현행 보험계약법 § 35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공제라는 용

어가 상계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공제라는 종전의 용어를 독일 민법 §

387의 상계로 통일시킨 것일 뿐 이에 관한 종래 입법자의 의사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113)

위 조문은 보험자가 체납보험료채권 기타 계약상 채권을 제3자에게

속한 보험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채권의 대립 요건을 배제한 것이

다.114) 이때 체납보험료채권 기타 계약상의 채권과 보험금청구권은 동일

한 계약(demselben Vertrag)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115)

위 조문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체납보

험료채권 기타 계약상의 채권과 보험금청구권을 대등액에서 공제 내지

상계할 수 있고, 이로써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도산위험에서 절연되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116) 이때 보험자의 공제권(Abzugsrecht) 내지

상계권은 형성권으로서 제3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한다.117)

111) 2008. 1. 1. 시행된 개정 보험계약법 이전의 구 보험계약법을 가리킨다.

112) 원문은 다음과 같다. VVG § 35b [Aufrechnung gegenüber Dritten]

Der Versicherer kann den Betrag einer fälligen Prämienforderung oder einer an-

deren ihm aus dem Vertrag zustehenden Forderung von der ihm nach diesem

Vertrag obliegenden Leistung in Abzug bringen, auch wenn er die Leistung nicht

dem Versicherungsnehmer, sondern einem Dritten schuldet.

113) Langheid/Wandt, Münchener Kommentar zum Versicherungsvertragsgesetz(2.

Aufl.)/Staudinger Bd. 1, C.H.Beck (2016), § 35 Rn. 3.

114) Langheid/Rixecker, Versicherungsvertragsgesetz(5. Aufl.)/Rixecker, C.H.Beck

(2016), § 35 Rn. 1.

115) Prö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29. Aufl.)/Knappmann, C.H.Beck

(2015), § 35 Rn. 1; Langheid/Rixecker(주 114), § 35 Rn. 2; Langheid/Wandt(주

112), § 35 Rn. 5; Rüffer/Halbach/Schimikowski, Versicherungsvertragsgesetz(3.

Aufl.)/Christoph Karczewski, Nomos (2015), § 35 Rn. 1.

116) Rüffer/Halbach/Schimikowski(주 115), § 35 Rn. 1.

117) Langheid/Wandt(주 113), § 35 Rn. 11; 손주찬․정동윤 편집대표(주 24), 304(손주

찬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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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일본에서의 공제의 근거는 우리나라에서와 대체로 비슷하다. 우선, 우

리 민법 제7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일본 민법 제671조 제1항118)이 있다.

정기금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종신정기금 계약이 해제된 경우,

상대방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오히려 불성

실한 정기금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되는 폐해를 막고

자 한 취지의 특칙으로서, 상대방은 이미 지급받은 정기금에서 원본의

이자를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면 된다.119) 만일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정기금

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120)

그리고 판례상으로 부동산임대차의 보증금과 보험약관대출 등의 법률

관계에서는 공제가 인정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설이 전개되

어 있다.

우선, 부동산임대차에서 우리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금(敷金)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일본 대심원이 부금은 임차인이 그 채무를 담보할 목적

으로 금전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고 임대차종료 시 임차인의 채

무불이행이 없는 때에는 임대인은 그 금액을 반환하고 만일 불이행이 있

는 때에는 그 금액 중에서 당연 변제에 충당하기로 정하여 수수하는 금

전으로 봄이 상당하다 면서 임대차 종료 시 차임의 연체가 있는 때에는

118) 원문은 다음과 같다. 民法 第六百九十一条 (終身定期金契約の解除) 終身定期金債務

者が終身定期金の元本を受領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終身定期金の給付を怠り、又はそ

の他の義務を履行しないときは、相手方は、元本の返還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

場合において、相手方は、既に受け取った終身定期金の中からその元本の利息を控除し

た残額を終身定期金債務者に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119) 鈴木祿彌 編集(주 17), 217-219(山崎賢一․田中恒郞 집필)

120) 鈴木祿彌 編集(주 17), 219(山崎賢一․田中恒郞 집필); 宗宮信次, 債權各論(新版), 有

斐閣 (1979),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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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임은 당연히 부금에 의하여 변제에 충당되고 임차인은 불이행이 없

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 고 판시한 이래로,121)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부금에서 연체차임 등이 당연 공제된다고 본다.

이때 부금에 의한 연체차임 등의 당연 공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통설․판

례는 부금의 법률적 구성을 정지조건부 반환채무를 수반하는 신탁적 금

전소유권 이전이라고 하고 있다.122)

다만, 공제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통설․판례와 다르게 주장하는

일부 견해를 참조할 만하다. 즉, 물권적 효력이 있는 특수한 상계를 인정

하는 견해와 상계와 유사한 당연공제의 법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앞의 견해는 임대인이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또는 임대차목적물 반환시를 기한으로 하는 보

증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 등 채권으로 보증금반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면서 이때 상계권은 물권적 효력을 가지므로 보증

금반환채권이 양도되거나 압류된 경우라도 상계가 허용된다고 한다.123)

뒤의 견해에서는 대립하는 채권관계의 결제라는 측면에서 상계의 법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반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에도 상계할 수 있지

만 임차인은 인도 시에만 할 수 있는, 즉 상계가능시기가 임대인과 임차

인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에서 상계유사의 법리를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한다.124)

121) 大審院 1926. 7. 12. 判決(民集5巻616頁).

122) 幾代 通․広中俊雄 編集, 注釋民法(新版) (15) 債權(6), 有斐閣 (1989), 319(石外克喜

집필).

123) 乾 政彦, “敷金の性質”, 法学協会雑誌 第45巻 第12号, 東京大學法學協會 (1927),

2253.

124) 水本 浩, “敷金返還請求權の發生時期”, ジュリスト 別冊 第47号, 有斐閣 (1975), 141;

水本 浩․浦川道太郞, “一、敷金の被擔保債權の範圍および敷金返還請求權の發生時期

二、家屋の賃貸借終了後におけるその所有權の移轉と敷金の承繼の成否 三、賃貸借終

了後家屋明渡前における敷金返還請求權と轉付命令”, 判例タイムズ 第299号, 判例タイ

ムズ社 (1973),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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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계

약자대부는 약관상 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대부금액이 해

약반환금의 범위 내로 한정되며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에 원리금이 차감

정산(差引計算)되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보험

금 또는 해약반환금의 선급과 같이 볼 수 있다 고 판시하였다.125)

위와 같은 판례와 달리 일본의 다수설은 보험약관대출계약을 장래 보

험금청구권 또는 해약환급금반환채권이 발생하여 구체화되는 경우에 별

도의 의사표시 없이 대출원리금과 차감정산 내지 상계되는 상계예약이

포함된 특수한 소비대차계약이라고 이해하고 있다.126) 그 외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약관의 의미를 상계

예약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의 잔고를 확정하여 그 확정된 잔액을 보험

자가 지급한다는 취지의 잔액지급특약이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는

데,127) 이 견해는 공제특약이야말로 보험약관대출금과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의 밀접불가분성을 본질로 하는 보험약관대출제도의 중핵을 형성

하는 약정이라고 한다.128)

제 4 절 여론―공제의 로마법상 흔적

상계가 독자적 채권소멸원인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역사적 전개과

125) 最高裁判所 1997. 4. 24. 判決(民集51巻4号1991頁).

126) 孝橋 宏, “生命保険会社がいわゆる契約者貸付制度に基づいて保険契約者の代理人と

称する者の申込みにより行った貸付けと民法四七八条の類推適用”, 最高裁判所判例解説

民事篇(中) (2000), 613.

127) 西嶋梅治, “約款貸付金と解約返戾金との相殺”, 保險法の現代的課題 : 三宅一夫先生

追悼論文集, 法律文化社 (1996), 338, 346.

128) 西嶋梅治(주 127),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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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살펴보면 상계의 태동 단계인 고전시대 로마법에서 공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고전시대 로마법은 당초 엄격한 요식주의가 지배하여 상계를 인정하

지 않았다.129) 그런데 당사자 일방이 지급불능인 경우까지 상계가 금지

된 탓에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공화정 말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의 초기 형태로서 공제가 허용되기에 이르렀다.130)

일례로, 성의소송(iudicia bonae fidei)에서 심판인은 피고의 반대채권

을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유책판결을 할 재량을 가지고 있었는

데,131) 이때 피고의 반대채권은 원고의 청구채권과 동일한 법률상의 원

인에서(ex eadem causa) 발생한 것에 한정되었다.132) 이는 심판인의 직

무상 재량에 의한 것이었으며, 상계라기보다는 공제에 해당하였다.133)

다른 예로, 파산재단매득자(bonorum emptor)134)가 파산재단에 속한

채권을 소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대채권, 즉 파산채무자가 상

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파산채무를 공제하여 그 잔액에 한하여만 유책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135) 이때 상계와 달리 양 채권이 동일한 종류가

129)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법문사 (1996), 912; 최병조, “로마법상의 상계”, 법학 제43

권 제1호(통권 제12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219.

130) 최병조(주 129), 219.

131) 현승종․조규창(주 129), 913; 최병조(주 129), 220.

132) 현승종․조규창(주 129), 913. 최병조(주 129), 220은 심판인이 소송계속 중인 법률

관계에 한하여 심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개의 원인에 기한 반대채권 주장은 고려할

수 없었다고 한다.

133) Max Kaser, Das Römische Privatrecht Erster Abschnitt(2. Aufl.), C.H.Beck

(1971), 645 fn. 7.(�Zu dieser Abrechnung (nicht eigentlich Aufrechnung)�

134) 로마에서 강제집행은 통상 파산절차였으므로 파산채무자(decoctor)의 전 재산이 강

제매각의 목적이 되었다고 한다. 법무관은 채권자들 중에서 파산관리인(magister

bonorum)을 지명하여 파산채무자의 전 재산을 경매에 부치는데, 위 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을 가리켜 파산재단매득자(bonorum emptor)라고 한다. 파산재단매득자는 법무

관법상 파산채무자의 생전상속인으로 취급되었으므로 파산채권의 포괄승계인으로서

파산채권자들의 채권비율에 따른 청구에 응하여야 하였다. 이상 현승종․조규창(주

129), 299-300; 최병조(주 129), 230. 파산재단매득자를 재산매수인(현승종․조규창(주

129), 300, 512, 914), 파산재단매수자(김기환(주 11), “상계에 관한 연구”, 9)라고 번역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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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거나136)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공제에 해당하였다.137)

그러던 것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대에 이르러는 대립하는 양 채권

이 확실성, 이행기도래, 동종성 요건을 갖추어 상계적상에 이르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상계된다고 하여 상계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138)

이때 양 채권이 동일한 원인에서(ex eadem causa) 발생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게 되었다.139)

이상과 같은 상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

으로 상계가 금지되던 시대에 청구채권과 동일한 원인에 기한 반대채권

이 존재하는 경우에까지 피고로 하여금 채무 전부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

은 공평에 반한다는 법의식이 생겨났고, 이러한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하

여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법리가 형

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제의 형태로 태동하였으며, 이후 양 채권의 확

실성, 이행기도래, 동종성 등 요건이 강화되는 한편 견련관계 등 요건 일

부가 완화되는 경향성에 의하여 공제로부터 상계가 분화․전개되어 오늘

날에 이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140) 즉, 상계가 분화

되어 나가기 전 고전시대 로마법상 상계의 초기 형태에서 공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다.141)

135) 현승종․조규창(주 129), 914; 최병조(주 129), 230.

136) 파산채권매수인이 금전채권에 기하여 청구하는데 그가 곡물이나 포도주 채무를 부

담하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액에서 곡물 등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였어야 한다고 한다

(최병조(주 129), 230-231).

137) 현승종․조규창(주 129), 914; 최병조(주 129), 231; Max Kaser(주 133), 645.

138) 현승종․조규창(주 129), 915; 최병조(주 129), 235-245.

139) 최병조(주 129), 234.

140) 이와 같이 본다면 상계는 공제에 기원을 두고 있으므로 공제를 상계의 특수한 형태

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설명이 아닌가 한다.

141) 생물 진화에 비유하자면 기존 종(種)에서 새로운 종이 진화․분화된 후 기존 종과

새로운 종이 병존하는 것처럼, 상계의 분화 후에도 공제의 원형이 개별 법 조문과 판

례에 남아 고전시대 로마법에서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왔다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

까. 그러나 아쉽게도 본 저자는 그 구체적인 경로를 밝힐 능력이 전무하다.



- 45 -

제 3 장 공제―비전형 채권소멸원인

제 1 절 서설

민법전은 제3편 제1장 제6절 제1관부터 제6관에서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등 6종류의 전형 채권소멸원인을 규정하고 있다. 공제

는 전형 채권소멸원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법전과 상법전의

개별 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고, 특히 판례나 비교법적 근거에 기초한 채

권을 소멸시키는 법률요건으로서 채권소멸원인의 하나로 이해하기에 충

분하다. 그럼에도 공제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법률관계의 유형별로 서로

유리된 상태에서 해당 유형의 개별 사안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정도에 그쳤을 뿐, 공제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독

자적인 채권소멸원인으로 인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바는 아직까지 없

는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법률관계 사이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기초로 추상화 및 유형화를 통해 공제의 법률관계의 일반적

정의를 시도한다. 귀납적 방법론에 의하여 공제의 요건과 효과를 체계화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공제와 유사성이 있는 상계와의 이동(異同)을 분석

하는 방법으로 공제에 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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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요건

공제가 인정된 기존의 법률관계에서는 양 채권의 현존 , 견련관계 ,

의사표시 의 요소가 공통적으로 파악된다. 이들을 공제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42) 이하에서는 공제의 요건을 하나씩 분설하기로 한

다.

1. 양 채권의 현존

공제가 이루어지는 국면에서는 양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초하

여 당사자 각자가 가지는 채권143)이 발생하여 현존하는 상태여야 한다.

공제가 이루어질 국면에 이르기까지 아직 발생하지 않거나 그전에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되어 현존하지 않는 채권이 공제에 의하여 소멸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예컨대, 부동산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연체차임채권과 임

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각 현존한 상태여야 양 채권 사이에 공제가 가

능한 것이지, 보증금이 수수되지 않았거나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지 않

은 등으로 양 채권 중 어느 한쪽이라도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이 수수되지 않

거나 해제 당시까지 기성부분이 전혀 없어 도급인의 선급금반환채권 또

는 수급인의 기성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하나가 부존재하는 경우, 보험약

142) 원칙적으로 이들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법령이나 공제예약에 기한 당연 공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143) 이때의 양 채권은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금전채권인 경우가

통례이다. 금전이 아닌 양곡과 같은 다른 종류물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들 사이의 경

우에도 공제의 법리가 적용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여기에서는 금전채권에 한정하여 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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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출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보험자의 보

험약관대출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등에는 애초에 공제가 문제가 될 여

지가 없다.

2. 견련관계

양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제는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가 허용되는 채권․채무의 범위는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

다. 대법원은 임대차관계와 사실상 관련되어 있는 채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아니라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진 약정 등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라고 판시하

여144) 공제의 대상이 되는 임대인의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

서 양 채권이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고민

이 필요하다.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 법률관계의 면면을 살펴보면 양 채권

사이에 특별한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특별한 관계를 가리켜 견련관계 라고 하기

로 한다. 대표적인 예로 참조판례4는 선급금상환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은

동일한 물품구매기본계약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상호 그 이행에 있어서

고도의 견련성이 있다 면서 거래종료 당시 정산되지 않은 선급금은 물

품대금과의 견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

144)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65881 판결(미간행);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

다32585 판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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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나머지 물품대금채권에 당연히 충당 된다고 판시

하여 공제가 이루어지는 양 채권 사이의 견련성 내지 견련관계를 명시적

으로 언급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미국에서는 다수의 판례에서 공제

의 요건으로 양 채권이 논리적인 관계(logical relationship)에 있어 합리

적인 견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형평법상 상계의

요건으로 양 채권이 긴밀한 연관성(close connection) 또는 불가분적 연

관성(inseparable connection)이 있는 거래에서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

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처럼 양 채권이 견련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

여 공제 가능한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후술할 공제의 담보적

효력이 상계의 그것보다 훨씬 고양되어 있어 공제 가능한 채권의 범위를

함부로 넓히게 되면 거래당사자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쳐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고, 사후적으로 그 범위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나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 채권이 견련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들 채권이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서로 다른 법률관계에서 발생

한 채권들 사이에는 공제가 허용될 정도의 견련성이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 채권이 반드시 동일한

하나의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여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

다고 이해된다. 가령,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은, 보증금의 수수가 임대차계약과 독립된 임대차계약의 종된

계약인 보증금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145) 보증금 계약에 기초하여

145) 곽윤직 편집대표(주 28), 182(민일영 집필); 김용담 편집대표(주 31), 764(박해식 집

필); 곽윤직(주 31), 221; 김기선(주 28), 225; 김주수(주 28), 297; 김상용(주 19),

316-317; 김증한․김학동(주 18), 434; 김형배․김규완․김명숙(주 19), 1432; 송덕수

(주 28), 272; 이은영, 채권각론(제5판), 박영사 (2005), 461; 이태재, 채권각론신강, 진

명문화사 (1977), 264; 지원림(주 15),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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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것임에 반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은 임대

차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임대차 종료 후 계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며, 임대차목적물 멸실․훼손

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들 채

권은 모두 동일한 법률관계 내의 각기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지만, 판례상 이들 사이에 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도

공제에 있어 영미법에서는 양 채권이 단일한 계약(the same contract)에

기초하여 발생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전술하였다.

그렇다면 양 채권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여야 이들이 견련관계에 있다

고 할 것인지는 결국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당사자 간의 의사 등을 기초

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어떤 경우에 공제가 허

용되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일반적인 공제의 요건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기존에 법령과 판례에 의하여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률관계 내에서의 양 채권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들의

공통되는 관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공제

에 관한 기존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양 채권이 선급관계, 대가관계 또

는 원상회복관계에 있는 경우에 견련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이하에서는 이들 관계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가. 선급관계

공제가 인정된 법률관계에서는 법률관계의 양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장래채무에 대한 선급으로서 그 금전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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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선급에 의하여 그 수수된 금전 상당액의 반환채권과 위 장래채무

가 현실화된 채권이 서로 선급관계에 놓이게 된다. 부동산임대차에서 보

증금 수수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과 연체차임 등 채권 사이, 공사도급계

약에서 선급금 수수에 따른 선급금반환채권과 기성공사대금채권 사이,

보험약관대출에서 보험약관대출 실행에 따른 보험약관대출채권과 보험금

청구권 또는 해약환급금반환채권 사이, 전세권에서 전세금 수수에 따른

전세금반환채권과 목적물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사이, 물품구매기본

계약에서 선급금 수수에 따른 선급금반환채권과 물품대금채권 사이, 항

공기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관계에서 선급금 수수에 따른 선급금반환채권

과 손해배상채권 사이가 이에 해당한다.146)

이상과 같은 법률관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면 선급관계는 금전의

수수 와 선급성 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하에서

분설하기로 한다.

1) 금전의 수수(授受)

양 당사자는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해당 법률관계가 성립하

는 단계 또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후 종료되기 전 단계에 그들 사이에 일

정한 금전을 수수한다. 이때 금전을 주는 측 당사자를 교부자 , 받는 측

당사자를 수령자 이라고 칭하기로 한다.147) 수수되는 금전의 범위는 교

부자와 수령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해지고 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148) 금전의 수수에 의하여 금전의 소유권은 교부자에게서 수령자에

146) 각 법률관계의 유형별 선급관계에 관한 검토는 제4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147) 위 용어는 민법 제565조를 참조하였다.

148) 부동산임대차에서 보증금 금액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설명으로 곽윤직 편집대표

(주 28), 183(민일영 집필); 곽윤직(주 31), 222; 김기선(주 28), 226. 전세권에서 전세

금액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설명으로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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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이전된다.

2) 선급성(先給性)

교부자와 수령자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서 서로 간에 금전을 수

수하는 동기나 목적은 다양할 수 있다. 가령 부동산임대차에서는 임대인

의 연체차임채권이나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

금을 수수하고,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의 수수는 공사 초기 수급인의

자금사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보험계약에서의 보험약관대출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고자 실

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금전의 수수는 그 동기나 목적이 각기 다를지라도 궁극적으로

는 교부자와 수령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장차 발생할(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교부자의 수령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즉, 금전의 수수는 교부자가 수령자에

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교부자의 수령자에 대한

금전지급채무의 변제임과 동시에, 교부자와 수령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장래에 교부자가 수령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149)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

로 그 채무가 현실로 발생하기 전 시점에 교부자가 수령자에게 금전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금전의 수수가 선급적 성질, 즉 선급

윤직 편집대표(주 15), 191(박병대 집필);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 민법(제4판) [물권

(3)], 한국사법행정학회(2011), 277(박순성 집필);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476;

곽윤직․김재형, 물권법(제8판(전면개정)보정) [민법강의II], 박영사 (2015), 343; 김상

용(주 15), 503; 김용한(주 15), 422; 지원림(주 15), 671.

149) 장래채권․채무에 관하여는 양창수, “장래채권의 양도”, 민법연구 제7권, 박영사

(2003), 244-2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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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先給性)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선급성은 판례가 선급관

계에 있는 양 채권 사이의 공제를 인정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금전의 수수가 선급성을 가진다는 것이 곧바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채무변제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교부자가 수령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당시에는 교부자와 수령자 사이에 장차 채무 발생의 기초

가 되는 법률관계만이 존재할 뿐이므로, 교부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어떠한 기한부 채무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금전 수

수에 선급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부자가 수령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

채무의 일부 변제조로 수수되는 계약금과 구별된다.150)

나. 대가관계

공제가 이루어지는 일부 법률관계 내에서는 양 채권이 서로 대가관계

에 있어 어느 한 채무 전부의 이행이 다른 채무의 이행의 전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양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전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채무를 이행하게 될 때 양 채권 사이

에 공제가 허용된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체납보험료채권과 피보

험자의 보험금청구권 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어 보험료의 전액지급은 보험금 지급의 전제가 되므

150)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XIV] 채권(7), 박영사 (2002), 138(심재돈 집필); 송호

영, “해약계약금의 약정에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법률관계” (민사판례연

구회 편), 민사판례연구 [XXXVIII], 박영사 (2016), 460은 선급금과 계약금을 구별하

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면서 당사자의 의사․계약의 취지․거래의 성질․거래관행․수

수된 금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막

연한 기준보다는 기존 채무의 일부 변제조로 지급한 것이면 계약금으로, 장래 부담할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미리 지급한, 즉 선급성이 있는 경우라면 선

급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명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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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151) 상법 제677조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금지급채무와 보험계약자에 대한 체납보험료채권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규정이다.

대가관계에 관한 특별법상의 예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

연금법 ) 제39조의2 제1항152)이 있다. 위 조문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

었던 사람(이하 교직원 등 )이 퇴직 또는 사망 시까지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제4호)의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유족급여 또는 퇴직수

당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부담금과 퇴직급여

등은 서로 대가관계에 있어 개인부담금의 전액지급이 급여지급에 전제가

되므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 )이 교직원 등의 퇴

직 또는 사망의 급여지급사유 발생 시 급여를 지급하되 사학연금공단이

개인부담금채권과 교직원 등에 대한 급여채무를 공제하도록 한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된다.153) 이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1

151) 정동윤 편집대표(주 21), 448(맹수석 집필).

152) 사학연금법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

직 또는 사망 시까지 다음 각 호의 미납금이나 그 밖에 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

에는 퇴직급여ㆍ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교기

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미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

산과 관련된 차액

4. 제45조 및 제51조에 따른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

5.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대여하는 자금의 원리금과 제60조의3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여 행하는 사업의 원리금

6. 공단에 대한 그 밖의 채무

153) 제1호와 제2호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달리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생활자금대출

(사학연금법 제53조의3 제2항 제3호)이나 학자금대출 (사학연금법 제60조의3, 동 시

행령 제96조 제1항 제1호)은 신청인의 예상퇴직급여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한다는 점과 상환기간을 재직교직원의 경우 최장 13년의 범위 내에서, 연

금수급자의 경우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대출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점, 급여지급

시까지 상환하지 않은 대출원리금은 급여에서 공제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참조판례3의 다수의견의 판지에 비추어 퇴직급여 등의 선급적 성격을 가진다고 이해

되므로, 생활자금대출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과 급여채권 사이는 선급관계의 예에 해

당된다. 한편, 제1항 본문의 그 밖에 공단에 대한 채무 나 제6호의 공단에 대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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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2, 국민연금법 제59조, 군인연금법 제15조의2가 있다.154)

다. 원상회복관계

양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각자 일정한 금전을 수수한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관계에 있게 된

경우에,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일반 규정인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원

상회복의 범위를 산출하려면 그 계산이 매우 복잡하고 오히려 불성실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는 때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양 채권 사이에 공제가 허용되기도 한다. 정기금채무자의 채무불

이행으로 인한 종신정기금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관계에서 정기금채권

자의 원본에 대한 이자채권과 정기금채무자의 정기금반환채권 사이의 관

계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민법 제548조에 의할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를

산정하기가 복잡하고 오히려 정기금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폐해를 막기

밖의 채무 는 급여채무와 견련관계가 없는 어떠한 채권이라도 사학연금공단이 급여채

무에서 공제하도록 한 취지로 해석한다면 수급권자의 급여수급권을 상계가 금지되는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한 같은 법 제40조의 취지에 반하고, 급여가 기본적으로 퇴직교

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질을 가지

는 점에 비추어 위헌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밖에 제3호는 사학연금

공단의 수급권자에 대한 채권의 현존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칙연산 중 하나

로서 급여액에서 지급정지금액만큼을 단순히 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54) 다만, �공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학연금법 제39조의2와 달리 위 각

조문은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공단에게 공제권 행사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 조문들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공제

에 관한 규정이라는 차이점도 있다. 참고적으로, 미국 판례상으로는 정부와 채무자 사

이의 사회보장연금 등처럼 계약관계가 아닌 법령상의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정부에

의한 공제권 행사가 종종 불허된다고 한다(Offices of the United States Attorneys,

“Civil Resource Manual”, U.S. Attorneys’ Manual, 67. Setoff and Recoupment in

Bankruptcy — Recoupment, https://www.justice.gov/usam/civil-re-

source-manual-67-setoff-and-recoupment-bankruptcy (2017. 10. 30. 확인)). 사회보

장국(SSA)의 공제권 행사를 불허한 판례로 Lee v. Schweiker, 739 F.2d 870, 876 (3d

Cir. 1984)이 있는 반면, 재향군인국(VA)의 공제권 행사를 허용한 판례로 In re

Keisler, 176 B.R. 605, 607 (Bankr. M.D. Fla. 1994)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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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원상회복관계를 간이하게 할 필요에 따라 이들 양 채권은 그 사

이에 견련관계를 획득하게 된다. 원상회복관계에서의 공제에 관한 논의

역시 사례 누적에 의하여 장차 보다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155)

3. 의사표시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필요한가. 이 문제는 공제의

법적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법원은 보통 별도의 의사표시 없

이 당연 공제된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

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 156)라면서 공제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

요하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일견 상반된 판례를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생각건대, 공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고 이해하여야 한다.157) 이 점에서 공제는 단독행위이고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으로서 공제권(控除權)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제의 의사표시는 재판상․재판 외에서 모두 가능

하다. 양 당사자 중 누가 공제권을 가질 것인지는 법령이나 법률관계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해질 것이다. 가령 손해보험계약에서는

155) 다만, 현대에 있어서는 고성능 정보처리기기와 수치연산 소프트웨어의 보급으로 인

해 원상회복 범위의 계산이 복잡하여 이를 간이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거는 그다지 설

득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불성실한 채무자에게 이익을 주게 된다는 점은 법령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익 상당의 채무를 면하도록 규정하면 충분하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관계에서 특별히 공제에 의한 채권․채무 소멸의 개별․구체적 요청이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굳이 원상회복관계에 있는 양 채권 사이의 공제를 인정할 실익

은 적으리라고 생각된다.

156) 참조판례1-2 참조.

157) 이와 달리 김기선(주 28), 226; 조경임(주 11), 84는 공제에 의사표시가 불필요하다

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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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77조에 따라 보험자가 공제권을 가진다. 또한 부동산임대차에서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는 통상 임대인만이 공제권을 가지고

임차인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연체차임채권을 보증금반환채권과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지만,158)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임차인에게도 공제

권을 부여하는 식으로 달리 정하는 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가능할 것이

다. 그러나 공제권자가 공제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을 가지

고 있지 않게 된 때에는 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159)

한편, 양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의 종료 등과 같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별도의 공제 의사표시 없이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당

연히 공제시키기로 하는 공제예약도 허용된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수수하는 의사에는 임

대차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임대차목적물 반환 시 연체차임 등

채무가 존재할 경우 이를 보증금반환채권과 공제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

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체차임 또는 손해배상금액

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는 명문의 조항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160)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공제예약을 한 것

으로 해석할 것이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대법원은 민간건설공사 표준

158) 곽윤직 편집대표(주 28), 186(민일영 집필); 곽윤직(주 31), 222; 김주수(주 28), 298;

김증한․김학동(주 18), 436; 김형배․김규완․김명숙(주 19), 1433; 송덕수(주 28),

274; 이은영(주 145), 463; 지원림(주 15), 1472; 김석우(주 31), 22-23; 박준서(주 31),

12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공1994, 2609);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공1999, 1783);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공2017

상, 22). 한편, 임대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2

항에 의하여 임차인도 공제권을 가지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관하여

는 제4장 제2절 이하에서 후술한다.

159) 참조판례1-2 참조.

160)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2. 6. 27.)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

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

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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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11조 제6항161)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

항162)을 당연 공제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보험약관대출에서는 보험

약관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지급사유 발

생 시 제지급금에서 공제한다 는 약관조항을 미리 두고 있는 것이 보통

이다.163) 대법원은 상계 의사표시 없이 당연 상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상계예약의 효력을 긍정한 바 있으므로164) 공제예약에 있어서도 마찬가

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제예약에 기하여 법률관계의 종료 등 미리

계약이나 거래의 성질에서 정해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공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당연 공제 라고 함은, 공제 자체가 가진 효과라기보다는 법령

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한 공제예약에 의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

이 공제의 효과가 발생함에 따른 결과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

다.

제 3 절 효과

공제에 의하여 현존하는 양 채권은 그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이 점에

16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0호) 일반조건 제11조(선

금) ⑥도급인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62)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4호)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

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⑥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

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63) 김형두, “생명보험약관에 기한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 사법 제2호, 사법연구지

원재단 (2007), 240.

164)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52 판결(공1974, 7730). 同旨: 곽윤직 편집대표(주

7), 358(윤용섭 집필); 지원림(주 15), 988. 이에 관한 학설의 대립은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 민법(제4판) [채권총칙(4)],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553-554(조용구 집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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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제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법률요건으로서 채권소멸원인이다. 양 채

권의 액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의 공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액수가 큰 측은 그 차액이 잔존하게 된다.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

대방에 대하여 수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의 반대채권이 그 전부

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충당165)이 이루어질 것이다.166)

위와 같은 효과로 공제는 당사자 간에 동종의 채권․채무를 현실로

이행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대신 간이하고 신속하게 양 채무를 소

멸시킬 수 있는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기능하고(간이결제기능), 또한 당사

자 일방의 자력이 악화된 경우에도 공제에 의하여 채권․채무가 청산됨

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채권을 전액 변제받지 못함에도 자신의 채무를

전액 변제하여야 하는 불공평을 제거하고 당사자의 신뢰와 공평을 보호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공평유지기능). 나아가, 공제는 위와 같은 간

이결제기능과 공평유지기능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방의 채권, 즉 자신의 채무를 활용하여 다

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기능도

하게 된다. 특히 공제는 제4절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양 채권이 대립

하지 않거나 당사자 일방이 도산한 경우, 일방의 채권이 지급금지채권,

압류금지채권인 경우에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한층 더 고양된 담보적 기

능을 수행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양된 채권담보기능).

한편, 공제의 효과로 현존하는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이

165) 김석우(주 31), 23에서 控除充當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66) 부동산임대차의 보증금에 의한 공제충당에 관한 설명으로 곽윤직 편집대표(주 28),

186(민일영 집필); 곽윤직(주 31), 222; 김기선(주 28), 226; 김증한․김학동(주 18),

436-437; 이은영(주 145), 462; 이태재(주 145), 264; 지원림(주 15), 1472; 김석우(주

31), 23; 박준서(주 31), 120;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공

20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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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채권 자체가 처음부터 바로 감액되는 것167)이라거나 양 채권 중

어느 한 채권이 상대방의 반대채권액만큼 덜 발생하는 것168)이라고 이해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 견해는 일단 공제의 효과를 양 채권의 소멸로 본 대법원

판시와 맞지 않는다. 참조판례4는 원심이 선급금 95,000,000원의 상환채

무는 A기계가 채무자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채권 119,245,791원에서 당연

히 공제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고 판시하였고,

참조판례2는 원고가 A건설에게 지급한 선금 271,890,000원은 A건설이

시공한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B건설이 시공한 공사대금에도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충당되어 잔액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A

건설의 선금급 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 이라고 하여 공제에 의하

여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설시한 바 있다. 그리고 가령 부동산임대차

에 있어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 채권이나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

험료채권이 임대인 또는 보험자의 공제권 행사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점

을 부인할 수 없다. 비교법적으로 미국에서는 공제를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 양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 역시 참조할 필

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공제의 효과를 굳이 위 견해처럼 보아야 할 실익이 그다

지 크지 않다. 위 견해처럼 양 채권 중 한쪽 채권이 반대채권액만큼 처

음부터 감액되거나 덜 발생하는 것과 양 채권의 발생과 동시에 대등액에

서 소멸하는 것 사이에 실질적인 결론의 차이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위 견해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어느 한쪽 채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가

167) 김기환(주 11), “상계에 관한 연구”, 161; 김기환(주 11), “채무의 견련관계가 상계에

미치는 영향”, 103.

168) 조경임,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성격과 이론적 근거”, 법조 제64권 제12호 통권 제

711호(2015. 12.), 법조협회 (2015),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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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전부받는 등으로 양 채권이 대립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공제가 이

루어지는 현상을 유연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구성하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양 채권 사이의 공제

가 인정된다고 보므로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게 된다.169)

제 4 절 공제의 독자적 의의―상계와의 비교

상계는 쌍방이 서로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가지

고 있는 경우에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 없이 대등액에서 양 채권

을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이다. 공제 역시 양 채권을 현실적 이행 없이 대

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상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상계와 공제의 요건과 효과에 있어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한쪽 또는 양 채권이 양도되거나 전

부되는 등으로 양 채권이 대립하지 않게 된 때나 제3자에 의하여 (가)압

류된 때 또는 도산절차가 개시된 때처럼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양 채권 사이의 견련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소멸시키는 것이 결론적

으로 타당한 경우가 있다. 판례는 위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공제의 법리

를 이용하여 왔다.

이하에서는 공제를 상계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공제의 독자적인 의의

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169) 결국 이렇게 본다면 그저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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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채권의 대립 불요

공제는 양 채권이 현존하기만 하면 서로 대립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

하다. 예컨대, 제3자를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체납보험료채권

으로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과 공제할 수 있는 것이 대

표적이다. 부동산임대차에서 제3자가 보증금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은 제

3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에서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 등 채권을 공제

할 수 있고,170) 임대차관계 존속 중에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

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 등 채권을 채권양수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공제할 수 있다는 점171)과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보

증금반환채권이나 차임채권이 양도된 때에도 양 채권이 당연 공제된다는

점172)은 전술하였다. 비교법적으로도 공제에 있어서는 양 채권의 상호성

(mutuality) 내지 양 채권이 대립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양

채권의 대립을 요하는 상계와 요건상 차이가 있다.173)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지

170) 김증한․김학동(주 18), 435.

17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공2012하, 1744).

172) 김증한․김학동(주 18), 436; 양창수․김형석, 권리의 보전과 담보(제2판), 박영사

(2015), 643; 이은영(주 145), 468;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공

2003, 361);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공2015상, 619).

173) 양 채권이 대립하지 않은 때에도 상계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다. 상

계적상에 놓인 이후 상계를 하고 있지 않은 동안에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한 경우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양수인에

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거나 승낙한 후에 취

득하거나 그 전에 취득한 채권이라도 변제기가 늦게 도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에 대

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대항할 수 없지만(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

카2288 판결(공1984, 164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공1999, 1878)),

공제는 이 경우에도 허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밖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한 상계(민법 제495조)의 경우는, 소멸시효완성 효과에 관한 절대적 소멸설

에서는 자동채권이 시효소멸한다고 보므로 이에 의할 때는 채권의 대립 없이도 상계

가 허용되는 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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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이유는, 만약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

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상계의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상대방이 제3자에게서 채무의 본지에 따

른 현실급부를 받을 이익을 침해하게 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계자만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

게 되므로, 상계의 담보적 기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이러한 경우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

이라고 설명된다.174)

공제의 경우에는 견련관계에 있는 한정된 범위 내의 채권 사이에서만

공제가 허용되므로 상대방이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일방 당사자

가 독점적인 만족을 얻는 불합리의 여지가 현저히 적으며, 만일 우연한

사정으로 양 채권이 대립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여 공제를 허용하지 않으

면 양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에 비추어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의사나 기대

에 반하여 오히려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양 채권의 대립을 요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도산절차에서 상계제한의 배제

법률관계의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회

생․파산채권이 되고 이에 기한 상계권 행사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허용되고(채무자

회생법 제416조175)), 파산선고 이후에 부담하게 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17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공2011상,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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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계는 금지되는 등으로 상계권의 범위가 제한된다(채무자회생법

제422조176)). 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보다 상계가 더욱 제한되어 회생

채권자가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하려면, 회생채권

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신고

기간만료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어야 하며, 또한 신고기간 내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1항177)). 이와

같이 도산절차에서 회생․파산채권자의 상계권행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회생․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에 새로 채권을 취득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하면

채권자들 상호 간의 공평을 해칠 수 있고,178) 또한 상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면 채무자의 자산 감소로 회생이 곤란해지며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채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회생계획 작성 등 이후의

절차진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다.179)

175) 채무자회생법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176) 채무자회생법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

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

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177) 채무자회생법 제144조(상계권) 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

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

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178)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공2017상, 750).

179) 임채홍․백창훈 집필대표, 회사정리법(상)(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540(이

연갑 집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제4판), 박영사

(2014), 37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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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산절차에서의 상계제한은 공제에는 적용이 없다.180) 참조판

례3의 다수의견은 공제에 관하여는 구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의 상

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라고 판시하였다. 비교법적 검토

결과에 의할 때도 다수의 법제에서 도산절차에서의 공제권 행사는 상계

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 결과 공제에 의하여 소멸

되는 회생․파산채권의 채권자는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

족을 얻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를 가리켜 공제의 고양된 담보적 효력

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공제에 의한 채권․채무의 소멸이 도산절차에서 제한 없이 이

루어지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먼저 선급

관계에 있어서는, 금전의 수수가 교부자의 수령자에 대한 장래채무의 변

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의한 견련성을

감안할 때 수수된 금전이 도산채권자 전체의 만족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되기보다는 수수된 금전의 범위 내에서는 도산절차에도 불구하고 양 채

권이 소멸한다고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내지 기대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수령자 도산의 경우라면 교부자와

수령자 사이에서 금전이 수수됨으로써 증가된 수령자의 책임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공제 후에도 채무

자인 수령자의 책임재산의 실제 가치의 감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

들을 해한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교부자 도산의 경우라면 교부자가 수

령자에 대한 장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금전을 지급하

여 놓고도 이후 자신의 도산을 이유로 수령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불

이행한 채 당초의 취지를 번복하여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180)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주 179), 376. 이에 반대하는 견해로 김일연,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과 회생절차의 상계권 제한규정”, 재판과 판례 제17집, 대

구판례연구회 (2008), 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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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

다.

다음으로 대가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채권과

상대방의 채권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어 상대방의 채무의 전부 이행이 일

방의 채무 이행에 전제가 되는 경우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권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므

로 여기에까지 도산절차에서의 상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다.181) 바꿔 말하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채권 전부를 변제받기

전에는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 이행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아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변권의 실질을 가지는

자신의 채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채무 이행으로서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

급하는 때에는 미변제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 견련관계에 있는 양 채권이

소멸한다고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도산절차에서 공제의 효력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고, 요약하자면 도산은 견련관계를 끊어내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다.

같은 취지에서 상계와 달리 공제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이 아무런 제

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182)

181) Lee v. Schweiker, 739 F.2d 870, 875 (3d Cir. 1984)의 판시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일부 수정하여 인용한 것이다. 위 판결은 채권․채무관계의 실체법

적 형식에 구애됨 없이 그 실질을 정확히 간파한 판시로서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생

각된다.

182) Joan N, Feeney․Michael G. Williamson․Michael J. Stepan(주 60), § 6:67는 미국

파산법이 상계(Setoff)와 달리 공제(Recoupment)에 관하여는 아무런 금지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으므로 도산절차에서의 상계에 대한 각종 제한이 공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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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소급효

공제는 소급효가 없고 공제가 이루어질 당시 현존하는 양 채권 사이

에서 채권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가령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

이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중에 공제권을 행사한 경우, 연체차임채권뿐

만 아니라 연체차임에 대하여 차임채권 발생 후 공제권 행사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보증금반환채권과 공제되는 것이고,183) 채권소멸의

효력이 차임채권 발생 시로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보험약

관대출의 경우 보험약관대출 원금뿐 아니라 그 대출이자까지 보험금청구

권 또는 해약환급금반환채권과 공제된다.184)

이 점에서 채권소멸의 효력이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상계와 차이가 있다. 공제에 관하여는 상계의 소급효의 근거규정인 민법

제493조 제2항185)과 같은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겠다.

4.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의 공제

상계의 경우,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

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가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

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할 수 없다.186)

18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미간행).

184) 참조판례3 참조.

185)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186) 대법원 1975. 10. 21. 선고 75다48 판결(집23(3)민, 51; 공1975, 8700);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595 판결(집30(2)민, 67; 공1982, 603);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

다55222, 55239 판결(공2002, 49);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공20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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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계의 제한은 공제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면 수급인의 기성공사대금채권은 도급인의 기성부

분 인도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지만(민법 제665조 제1항 본

문187)) 그럼에도 기성공사대금채권이 도급인의 선급금반환채권과 당연

공제되어 소멸한다.188) 그리고 부동산임대차에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권과 동시이

행의 관계에 있지만 연체차임 등 채권과의 당연 공제가 이루어진다.189)

양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에 의할 때 공제에 의한 채권․채무의 상호 소

멸에 대한 양 당사자의 기대보호의 요청이 상대방의 항변권행사 기회보

장의 이익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5. 지급금지채권의 공제

상계의 경우, 채권의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압류명령이 있으면 그 채

무자는 피압류채권을 변제받는 등의 처분이 제한되므로 그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명령을 송

달받은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민법 제498조190)), 제3채무자가 채무자

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압류권자에게 상계로써 대항하

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발생당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

대채권이 (가)압류 당시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인

187)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88) 참조판례2 참조.

189) 참조판례1-1 참조.

190) 민법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

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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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

여야 한다.191)

이와 달리 공제의 경우 양 채권 중 어느 하나가 (가)압류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고, 양 당사자는 공제로 인한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들어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192) 예를 들어, 차임채권이 (가)압류되

거나 반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임대차목적물 반환

까지 잔존하는 연체차임 등 채권은 보증금반환채권과 당연히 공제된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고,193) 공제로 인한 채권의 소멸로써 (가)압류권자에

게 대항할 수 있다. 공제에 있어서는 양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로 인하여

양 당사자의 공제에 대한 기대이익이 (가)압류권자의 피압류채권의 존속

에 대한 신뢰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선급관계에서 금전의 수수

자체는 지급금지명령이 있기 전에 이루어지므로 지급금지명령에 반하는

피압류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제에 관하여는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를 금지하는 민법 제498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는 점도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특히 선급관계의 경우에 있어 금전의 수수가 수

령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발생보다 앞서 이루어진 때에 한한

다. 수령자의 채권자가 수령자의 교부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 이후에 비로소 교부자와 수령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이루

191)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762 판결(집35(2)민, 264; 공1987, 1306).

192) 조경임(주 168), 149.

193) 차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로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56561,

56578, 56585, 56592, 56608, 56615, 56622, 56639, 56646, 56653, 56660 판결(공2005,

187); 이동원, “압류 및 추심명령의 목적이 된 연체차임이 임대보증금 반환시 공제되

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51호, 법원도서관 (2005), 215-216. 보증금반환채

권이 (가)압류된 경우로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공1998, 2683); 대

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2072 판결(공2015상, 803)은 이를 전제로 판단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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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경우에는 공제에 의한 채권소멸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도급인

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가압류된 채권은 ‘공사대금채

권’이고 선급금의 성질은 선급한 ‘공사대금’이어서, 결국 도급인은 수급인

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수급

인에게 선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셈이므로, 도급인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위 선급금의 지급 및 그로 인한 정산 또는 충당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

다 고 하였다.194)

6. 압류금지채권의 공제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97조195)).

이와 달리 압류금지채권의 공제는 허용된다. 예컨대,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은 제6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즉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인은 소액임차인이 차임을 연체

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연체차임채권과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제246

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

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196) 중

194)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미간행).

195) 민법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

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96)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46조제1항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

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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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그 보험약관대출원리

금을 공제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사학연금법 제40조 제1항197)은 수급권

자의 급여수급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학연금공단은

급여채무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채권을 공제할 수 있다.198) 비교법적으로

도 독일 민법에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상계금지(BGB § 394)가 공제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199)

압류금지채권의 상계를 금지한 것은 사회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채권

자의 생활유지를 위하여 채무 자체가 반드시 채권자에 대하여 이행되도

록 하기 위한 취지인데,200) 교부자가 수령자에게 이미 금전을 선급한 다

음 그 지급한 금액만큼 공제에 의하여 압류금지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결과를 놓고 보면 채권자가 압류금지채권 전액을 현실로 변제받은 것과

같으므로 위와 같은 법 취지에 반하지 않고, 양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에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

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

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

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

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197) 사학연금법 제40조(권리의 보호) ①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

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

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198) 마찬가지로 각 급여수급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2

조, 군인연금법 제7조, 국민연금법 제58조의 경우에도 같다.

199) MüKoBGB/Schlüter(주 102), § 387 Rn. 56.

200) 곽윤직 편집대표(주 7), 416(윤용섭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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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볼 때 양 채권의 공제에 관한 양 당사자의 기대보호의 요구가 압

류금지채권의 채권자가 가지는 현실변제에 대한 기대이익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상계와 달리 공제

에 있어서는 민법 제497조와 같은 규정이 없다.

7. 불법행위채권의 공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96조201)). 공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금지규정이 없는데, 위와 같은 상계금지규정이 공제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독일에서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과의 상계금지(BGB § 393)가 공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202)

생각건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사이의 공제는 상계

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만약 이를 허용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채권자의 자력구제에 의한 불

법행위를 막고자 하는 법 제도를 부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

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동업관계에 있던 원고와 피

고가 동업계약 청산에 따른 투자금 반환에 관한 분쟁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빌미로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여 원고로

부터 금전을 갈취한 사안에서, 원고가 소송으로 피고의 공갈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자,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

의 손해배상액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해함에 따른 손해배상액 및 잔여투

201)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2) MüKoBGB/Schlüter(주 102), § 387 Rn.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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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공제하고 난 잔액의 지급을 명하면서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피

고의 손해배상액 및 잔여투자금을 공제하는 것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

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금지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은 궁극적으로 채권자의 자력구제에 의한 불법행위를 막고자 하는

법 제도(특히 민법 제496조)도 부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203) 위 사안은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이 견련관

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 취지는 참조할 만하다.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의 공제가 인정되는 않는 이유는 민법 제496조의 유

추적용 또는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칙 위반,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

서의 법률행위로서 양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부인되는 것이라고 이해

하면 좋을 것이다.

203)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3239 판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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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법률관계의 유형별 고찰

제 1 절 서설

공제의 요건과 효과, 그리고 상계와의 비교를 통한 공제의 독자적 의

의를 살펴보았다. 공제를 비전형 채권소멸원인으로 이해하면 개별 법률

관계에서 공제에 의하여 채권․채무가 소멸하는 현상을 복잡한 법리구성

없이도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이하에서는 앞서 한 공제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공제의 법리가 개별

적 유형의 법률관계에서 실제 구현되는 방식과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2 절 부동산임대차

1. 보증금반환채권의 현존

공제가 이루어지는 국면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현존하는가

의 문제는 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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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증금의 법적 성격

보증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종래 여러 학설이 있었지만 학설사적

의미로 남은 학설들을 제외하고 나면, 보증금의 수수를 정지조건부 반환

채무를 수반하는 신탁적 금전소유권 이전이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통

설204)이다.205) 이하에서는 보증금에 관한 통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재

검토해보고자 한다.

1) 통설

통설은 보증금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탁적으로 소유권 이전한 금

전이고 여기에 차임연체 기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보증금의

전액을 반환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난 잔액을 반

환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무가 수반된다고 설명한다. 통설은 다시

세부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때 발생한다고 보는 종료시설206),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목

적물이 반환된 때 발생한다는 인도시설207)(다수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4) 곽윤직 편집대표(주 28), 180(민일영 집필); 김용담 편집대표(주 31), 765(박해식 집

필); 곽윤직(주 31), 221; 김기선(주 28), 225; 김상용(주 19), 317; 김주수(주 28), 297;

김증한․김학동(주 18), 434-435; 이태재(주 145), 263-264; 지원림(주 15), 1471; 박우

동(주 32), 17; 박준서(주 31), 117-118.

205) 이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것을 해제조건을 하는 해제조건부 반환

채무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는 해제조건설(김형배․김규완․김명숙(주 19), 1434; 이은

영(주 145), 464)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임대차가 종료한 때를 확정기한으로 하는 채권

이라고 보는 확정기한부채권설(조무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전의 법률관계”, 사법논

집 제18집, 법원행정처 (1987), 110-111),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유사 담보물권

의 설정이라고 보는 견해(조경임(주 168), 180)도 존재한다.

206) 김기선(주 28), 226-227.

207) 곽윤직 편집대표(주 28), 181-182(민일영 집필); 곽윤직(주 31), 221; 김주수(주 28),

299; 김증한․김학동(주 18) 437; 이태재(주 145), 264; 지원림(주 15), 1471; 강병호,

“건물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보증금반환에 관한 제문제”, 사법논집 제20집, 법원행정처

(1989),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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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발생하지만 임대차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이 보

증금에서 공제된다고 하는 절충설208)이 대립되어 있다.

통설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채권이 만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209) 보증금이 가진 담보로서의

실질을 존중하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는 실제 거래상의 법률관계를 잘 설명하

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210)

2) 판례

보증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판례가 통설의 입장을 채용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211) 그중에서도 인도시설에 따르고 있다고 설

명되고 있다.212) 이는 대법원이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208) 신창수, “임대차보증금관계의 법률적 구성”, 사법논집 제19집, 법원행정처 (1988),

125-126; 이재후(주 27), 139-140; 홍기배,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물반환채무와의

관계”, 사법행정 제205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78), 44-45. 절충설은 임대차 종료시에

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한 이후 인도 시 사이에 발생한 채무를 처리하는 이론구성을

두고 다시 세부적으로 당연상계예약설, 상계유사관계설, 당연충당설, 양립설로 나뉜다.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위 신창수, 121-123 참조.

209) 조경임(주 168), 158; 水本 浩․浦川 道太郞(주 124), 93.

210) 김석우(주 31), 18; 신창수(주 208), 117; 이재후(주 27), 132.

211) 이태재(주 145), 263; 김석우(주 31), 18; 박준서(주 31), 117-118; 박창수, “임대차보

증금의 전부명령과 임대인의 공제의 한도”, 재판자료 제109집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법원도서관 (2006), 646; 신창수(주 208), 116-117; 조무제(주 205), 94-95; 한기택, “임

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의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명도청구권의 대위행

사” (민사판례연구회 편), 민사판례연구 [XII], 박영사 (1990), 37; 홍기배(주 208), 36.

이와 달리 판례가 해제조건설을 채용하였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이은영(주 145),

464).

212) 김상용(주 19), 317; 신창수(주 208), 125-127; 이동원(주 193), 210; 조경임(주 11),

61. 이와 달리 판례가 종료시설을 채용하였다는 견해로 김증한․김학동(주 18), 437;

이은영(주 145), 466. 판례가 절충설을 채용하였다는 견해로 손진곤, “임대차보증금 반

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민사판례연구회 편), 민사판례연구 [XI], 박영사

(1989),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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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건물을 임대인

에게 명도할 때에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

한다.�라고 한 판시를 근거로 한다.213)

그러나 한편으로, 위와 같은 소수의 판례를 제외하고 나면 참조판례

1-1을 비롯한 대다수의 판례는 명시적으로 조건 이라는 판시를 하고

있지 않다.214) 더구나 최근 대법원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에 이행기

에 도달한다. 그리고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 없이도 부동산 임대

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대차보증

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고, 임대차 존속 중에 그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

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이 기한부 채

권이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215) 그럼에도 판례가 현재에 있어서도 통

213)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68 판결(집35(2)민, 135; 공1987, 1147);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공1988, 408);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공

2001, 632).

214)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1032 판결(공1976, 9329); 대법원 1994. 9. 9. 선고 94

다4417 판결(공1994, 2609);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14671 판결(공1995,

295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공1999, 1783); 대법원 1999. 12. 7. 선

고 99다50729 판결(공2000, 147);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공2003,

361);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공2005, 187);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공2005, 1677);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판결(공

2007, 1453);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공2012하, 1744);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공2015상, 619);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

230020 판결(공2016하, 1228).

215)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공2017상, 750).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공2017상, 22)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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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 비판

통설에 반대한다. 통설의 설명은 복잡난해하기도 하거니와 실상과 맞

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가) 왜냐하면 통설은 보증금의 수수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금전의

소유권을 신탁적으로 이전하는 법률관계로 파악하여 마치 금전을 담보물

로 하는 양도담보권 설정과 같은 신탁행위로 법률구성을 하고 있는

데,216)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전을 수령하면

그 금전이 임대인의 수중에 분별 관리되다가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이 있

을 경우 임대인이 그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남은

금전을 임차인에게 그대로 반환한다는 관념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직관적이기는 하나 현실은 어떠한가. 임대인은 임차인

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임차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그 금전을 따로 관

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고유재산에 혼화시켜 이를 자유로이 소비

하고,217)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그

금전이 아닌 대체된 다른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통상이다.218) 즉, 통설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보증금반환채권

이 기한부 채권이라는 전제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존속 중에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

기하였다면 상계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양 판례 모두 박병

대 대법관 주심 사건이다.

216) 김석우(주 31), 17; 신창수(주 208), 117; 이재후(주 27), 132; 我妻 榮, “判例に現は

れた敷金問題”, 法律時報 第3巻 第1号, 日本評論社 (1931), 419.

217) 보통 임대인이 직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반환 명목으로 소비하거나 금

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이 임대

인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직전 임차인이나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경우도 적지 않

다.

218) 同旨: 조무제(주 205), 101, 107; 乾 政彦(주 123), 2252-2253; 土生滋穗, “敷金の性質

に就いて”, 民商法雜誌 第8卷 第4号, 有斐閣 (1938), 57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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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정하는 관념은 실제 현실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나) 금전은 동산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물건이 가지는 개성

을 갖지 않으므로 특별히 금전 자체를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하는 경우

가 아닌 한 금전의 취득은 그것으로 표상되는 일정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며, 금전은 그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도 있게 된다.219) 임차인과 임대

인이 보증금 명목의 금전 자체를 단순한 물건으로서 수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전을 수령하면

그 금전은 온전히 임대인의 소유가 된다고 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임

대차관계 종료 시 임대인 소유인 금전이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다는 것은 어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보증금이라는 특정 금전의 소유권이 신탁적 양도로 인하여 금전

의 대내적 소유와 대외적 소유가 분리되어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관계에

서 보증금의 대내적 소유자라고 본다면220)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는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금전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은 전술한 금전의 속

성과 잘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또한, 이 경우 논리필

연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소비하는 행위는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219)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 [II] 총칙(2), 박영사 (2002), 64(김병재 집필); 고상용, 민

법총칙(제3판), 법문사 (2003), 284;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제9판) [민법강의 I], 박

영사 (2013), 236; 곽윤직․김재형(주 148), 162-163; 김상용, 민법총칙(제3판), 화산미

디어 (2014), 313; 김주수․김상용, 민법총칙(제7판), 삼영사 (2013), 274; 백태승, 민법

총칙(제7판), 집현재 (2016), 287; 송덕수, 민법총칙(제3판), 박영사 (2015), 705; 지원림

(주 15), 155. 일본의 학설의 일반적 태도이기도 하다(林良平․前田達明 編集, 注釋民

法(新版) (2) 總則(2), 有斐閣 (1991), 630(田中整爾 집필)). 이에 비판적인 견해로 서을

오, “금전에 있어서는 점유와 소유가 일치한다는 학설의 기원”, 법학논집 제21권 제2

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2-26; 정병호, “‘금전은 점유하는 자가 소유한

다’는 이론 비판”, 법조 제65권 제1호 통권 제712호(2016. 1.), 법조협회 (2016), 38-43.

220) 신탁적 양도 중 이른바 외부적 이전형에 의한 것이다.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

다225 판결(집19(1), 243);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315 판결(공1986, 1218); 대

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공1994, 2514);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

47283 판결(공1999, 2069);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공2005, 194)

은 동산양도담보의 법률구성을 신탁적 양도 중에서도 외부적 이전형으로 보고 있다.

신탁적 양도에 관하여는 곽윤직․김재형(주 148), 571; 我妻 榮, 擔保物權法(新訂) [民

法講義III], 岩波書店 (1972), 600-6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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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나아가 임대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회생․파산에 준하여 임차인이 환취권 행사로써 연

체차임 등에 충당되고 남은 보증금을 환취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므

로221) 보증금반환채권을 회생․파산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무의미해지

는 문제가 생긴다.222) 따라서 보증금 수수에 신탁적 양도에 의한 금전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223)

다) 임대인은 임대차 도중에 연체차임 등 채권을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224) 통설에 의하면 이러한 충당행위는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

를 가지고 자신의 연체차임 등 채권을 변제하는 준법률행위에 불과할 것

이므로 공제에 있어 별도의 의사표시가 필요할 여지가 없다.225) 그러나

참조판례1-2는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중에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

인이 공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점에서 통설은 참

조판례1-2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보증금이 연체차임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이라면 장차 연

221)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시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

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대립과 무관하

게 양도담보설정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환취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

무연구회(주 179), 367; 김재형, “도산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지위” (민사판례연구회 편),

민사판례연구 [XXVIII], 박영사 (2006), 1105; 양형우, “파산절차상의 담보권”, 민사법

학 제29호, 한국민사법학회 (2005), 118-119;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

결(공2004, 898); 伊藤 眞․岡 正晶․田原睦夫․林 道晴․松下淳一․森 宏司, 條解 破

産法(第2版), 弘文堂 (2014), 512; 伊藤 眞, 破産法․民事再生法(第3版), 有斐閣 (2014),

451, 903).

222) 이러한 결론은 임대인의 파산의 경우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

차인에게 별제권이 인정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415조)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문

제도 있다.

223) 同旨: 조무제(주 205), 107.

224) 곽윤직 편집대표(주 28), 185-186(민일영 집필); 곽윤직(주 31), 222; 김기선(주 28),

227; 김증한․김학동(주 18), 436; 이은영(주 145), 463; 이태재(주 145), 264; 지원림

(주 15), 1472.

225) 임대인은 변제행위에 더하여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릴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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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차임 등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담보물 전부를 반환하고

피담보채권이 발생하면 잔존 담보물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담보물로서 보증금을 수수하는 법률관계에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통설과 같이 정지조건부 반환채무가 수반된다는 식의 설

명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226)

마) 우리 도산법제가 보증금반환채권을 과연 정지조건부 채권으로 보

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227)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일본 파산법 제70조228)는 �정지조건부 채권을 가진 자는 파산자에 대하

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기탁229)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진

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차임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보증금반환채권을 정지조건부 채권이라고 보는 일본의 통설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차임채권과 상계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인 파산자에 대한 차임채무를 변제할 때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변제액의 기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추후 임대

차목적물을 반환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현실로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종

전 차임채무의 변제는 무효로 되고 차임이 미지급 상태로 돌아가 보증금

에서 당연 공제되며, 기탁금은 임차인에게 반환된다고 설명한다.230)

226) 김홍재, “가옥명도채무와 보증금반환채무”, 판례연구 제3집, 서울변호사회 (1978),

169.

2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제4판), 박영사 (2014), 170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28) 원문은 다음과 같다. 破産法 第七十条(停止条件付債権等を有する者による寄託の請

求) 停止条件付債権又は将来の請求権を有する者は、破産者に対する債務を弁済する場

合には、後に相殺をするため、その債権額の限度において弁済額の寄託を請求すること

ができる。敷金の返還請求権を有する者が破産者に対する賃料債務を弁済する場合も、

同様とする。

229) 우리 민법의 임치 에 해당한다.

230) 伊藤 眞․岡 正晶․田原睦夫 외(주 219), 547; 全國倒産處理辯護士ネットワーク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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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조문은 이와 다르다. 우선, 일본 파산법 제70조

에 해당하는 채무자회생법 제418조231)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

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 않다. 그 대신 제421조 제1항232)에

서 �차임․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라는 표제 하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파산선고시의 당기, 차기 및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통설에 따를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목적물이 반환된 때에 비로소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연체차임

등이 당연 공제된 후 그 잔액의 범위에서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므

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기 전이라면 보증금반환채권은 조건

성취 전의 조건부 권리로서 일종의 기대권에 불과하기 때문에233)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차임채무와 상계할 여지가 없고, 반대로 임차인이 임

대인인 파산채무자에게 이미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그때까지 발

생한 기존 차임채권은 모두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소멸하고 장차 더 이상

차임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동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 경우 역시

상계가 불가능하다.234) 채무자회생법 제421조 제1항 후단은 그 표제와

본문에 의할 때 차임과 보증금 간의 상계를 규정하는 취지임이 분명한

集, 注釋破産法[上], 金融財政事情硏究會 (2015), 484-487(岡 伸浩 집필); 伊藤 眞(주

219), 467; 園尾隆司․西 謙二․中島 肇․中山孝雄․多比羅誠, 新․裁判實務大系 第28

卷 破産法(新版), 靑林書院 (2007), 187(小林信明 집필).

231) 채무자회생법 제418조(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는 때에는 후일 상계를 하기 위하

여 그 채권액의 한도 안에서 변제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232) 채무자회생법 제421조(차임·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①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

는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의 차임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보증

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33) 고상용(주 219), 637; 곽윤직․김재형(주 219), 405; 김기선, 한국민법총칙(제3전정

판), 법문사 (1991), 359-360; 김상용(주 219), 692-693; 김용한, 민법총칙론(전정판),

박영사 (1989), 428-429; 김주수․김상용(주 219), 507; 김증한․김학동, 민법총칙(제9

판), 박영사 (1995), 498-499; 김현태, 민법총칙(개정4판), 교문사 (1982), 423-424; 백

태승(주 219), 527; 송덕수(주 219), 475; 장경학, 민법총칙(제2판), 법문사 (1989),

673-674.

234) 同旨: 양창수, “파산절차상의 상계”, 민법연구 제7권, 박영사 (2003),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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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235) 그럼에도 통설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차임과 보증금 간의 상

계가 불가능하다는 심각한 모순이 생긴다. 때문에 일설236)은 위 조문과

동일한 취지의 회생절차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2항237)에 의한

상계의 자동채권은 보증금반환채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

대인에 대하여 다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질 경우에 그 채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

여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사실상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결론이 위 조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당

한 의문이 든다.238) 그리고 위 견해에 따라 제144조 제2항 단서를 문언

235) 채무자회생법 제421조 제1항 후단에 대응하는 일본의 구 파산법(2004. 6. 2. 법률

제7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 후단은 부금이 있는 때에는 당기 및 차

기, 그 이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상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었고 위 조문 해석에

관하여 道下 徹․高橋欣一, 裁判實務大系 第6卷 破産訴訟法, 靑林書院 (1985), 127(上

村明広 집필)은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까지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

여 차임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즉, 일본 구 파산법 제103조

제1항 후단을 차임과 보증금 간의 상계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후 위 설명은 보증금반환채권의 법적 성격을 정지조건부 채권으로 보는 일본의 통

설․판례에 입각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불가능하다면서 위

조문은 수동채권의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변경되었고(園尾隆司․中島

肇, 新․裁判實務大系 第10卷 破産法, 靑林書院 (2001), 124-125(奈良道博 집필)), 현행

파산법에서는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규정이 앞서 본 파산법 제70조의 정지조건부 권

리에 관한 조문에 위치하기에 이르렀다.

236) 임채홍․백창훈 집필대표(주 179), 541(이연갑 집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

연구회(주 179), 374-375; 김동윤,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절차에 있어서의 상계의 제

한”, 재판자료 제86집 회사정리법․화의법상의 제문제, 법원도서관 (2000), 570; 兼子

一․三ケ月 章․竹下守夫․霜島甲一․前田 庸․田村諄之輔․靑山善充, 條解 會社更生

法(中)(第3次補正), 弘文堂 (1999), 884.

237) 채무자회생법 제144조(상계권) ②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절차개시 후

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는 당기(當期)와 차기(次期)의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그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도 상계

할 수 있다.

238) 참고로 일본 민사재생법은 제92조 제3항에서 �재생채권자가 재생절차개시 후에 변

제기가 도래한 차임채무에 관하여 재생절차개시 후 그 변제기에 변제를 한 때에는,

재생채권자가 가진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재생절차개시 시에 있어서 차임 6월분에 상당

한 액의 범위 내에서 그 변제액을 한도로 하여 공익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보

증금반환채권 외에 다른 재생채권이 없는 임차인도 재생절차개시 후 변제한 6개월분

차임에 해당하는 보증금반환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園尾隆

司․小林秀之, 條解 民事再生法(第3版), 弘文堂 (2013), 484-486; 伊藤 眞(주 219),

877). 일본은 보증금으로 1～2개월 차임 상당을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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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극히 소액의 보증금이라도 일단 수수되기만 하면

임차인이 다른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자동채권으로 차임채무를 수동채

권으로 상계를 하여도 이로 인하여 보증금이 차감되거나 소멸하지 않으

므로 언제나 보증금이 있는 때 에 해당하여 임차인은 아무런 기간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239) 이 역시 이상한 결

론이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일설240)은 일반적인 정지조건부 채권에 관

한 채무자회생법 제418조에 의하여 임차인이 차임의 임치를 청구하였다

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면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차임채무와 상계하고

임치금을 돌려받게 되고, 채무자회생법 제421조는 상계의 수동채권 범위

를 정한 것일 뿐 임대차목적물 반환 전 상계를 인정한 근거는 아니라고

한다.241) 그러나 이는 임대차목적물이 반환되면 상계 의사표시조차 필요

없이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된다고 하는 통설에 부합하지 않

을 뿐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421조와 일본의 구 파산법 제103조의 문

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본 구 파산법 제103조에 관한 해석론을 그대

로 답습하여 보증금과 차임 간의 상계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421조의

의의를 수동채권의 범위를 정함에 불과한 것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므

로242) 채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주 145), 460), 결국 임차인은 사실상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보호받게 된다. 그리고

일본 구 회사갱생법(2003. 4. 1.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2항 단서는 채무자회생

법 제144조 제2항과 동일하게 부금이 있는 때에는 당기 및 차기, 그 이후의 차임채

무에 관하여도 상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회사갱생법 제48조 제3항

은 위 민사재생법 제92조 제3항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239) 임채홍․백창훈 집필대표(주 179), 541(이연갑 집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

연구회(주 179), 374는 보증금에 상당한 액까지에 해당하는 차임만을 상계할 수 있다

고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상계가능한 차임채무의 금액이 보증금을 한도로 제한되는

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240) 임치용, “파산절차의 개시와 임대차계약”, 파산법연구2, 박영사 (2006), 135.

241) 이 견해는 종래 구 파산법 당시 일본 실무의 입장과 동일하다. 종래 일본 실무에

관하여는 園尾隆司․中島 肇(주 235), 125(奈良道博 집필) 참조.

242) 일본 구 파산법 제103조는 그 표제가 �차임․지대․소작료와의 상계�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여기의 차임․지대․소작료는 모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즉 상계의 수동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조문이 단지 차임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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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증금반환채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

이처럼 통설은 현실과 유리된 관념을 기초로 한 것인 데다가 금전의

성질에 관한 법리나 기존 판례, 우리 도산법제와 잘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보증금 수수에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반환채무가 수반된다고 하여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보

증금이 연체차임 등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만큼 공제한 잔액에 대하

여 반환채권이 발생한다는 식의 통설의 설명은 보증금이라는 특정 금전

이 임대인의 수중 어딘가에 보관되어 존재한다는 가상의 관념을 기초로,

연체차임 등만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이 당연 공제되는 현상만을 법

리적으로 설명해내기 위한 의제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생각건대, 통설과 같은 법리구성보다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생기는 채권․채무

관계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공제를 독자적인 채권소멸원인

으로 이해한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의 당연 공제를 위한 법적 장치에 불과

한 정지조건부 권리라는 법리구성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임차인이 임대

인에게 보증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전의 소유권은 임대인

에게 온전히 이전되고, 그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될 때 수

수된 보증금과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임대인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동채권의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구 파산

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4조는 1962. 1. 20. 제정 당시

부터 그 표제가 일본 구 파산법 제103조와 달리 �차임․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구 파산법 폐지 이후에도 채무자회생법 제421조에 동일하게 규정되

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임차인의 채무, 즉 상계의 수동채권에 해당하는 차임․지료

뿐 아니라 임차인의 채권, 다시 말해 상계의 자동채권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21조는 차임채무와 보증금반환채권 간의 상계를 정한 취

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다. 따라서 우리 채무자회생법 제421조의 해석

에 관하여 일본의 구 파산법 제103조에 관한 해석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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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243) 요

컨대, 보증금반환채권에서 난해한 법리구성과 기존 법리 및 도산법제와

의 부정합의 원인이 되는 정지조건이라는 부분을 떼어내 버리는 것이다.

참조판례1-1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

우에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여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서로 동시이

행의 관계에 있다 고 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임대차관계 종료 시를 기한

으로 하는 기한부 채권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남아 있다.

이처럼 보증금반환채권을 기한부 채권으로 볼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

421조 제1항 후단에 관하여 검토해 보면,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파산선고 시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간주되고

(채무자회생법 제425조244)) 파산선고 당기부터 부담하게 되는 차임채무

와 상계적상에 있게 되므로, 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21조 제1항 후단

에 따라 보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차임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고, 한편 임대인의 재단채권자나 별제권자가 차임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전부받더라도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선도래한

이상 임차인은 상계로써 재단채권자나 별제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설명 가능하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과의 부정합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다.245)

243) 同旨: 조무제(주 205), 94-95; 乾 政彦(주 123), 2253.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

다252501 판결(공2017상, 750)도 같은 취지이다.

244) 채무자회생법 제425조(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

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245) 보증금반환채권을 기한부 채권으로 볼 때의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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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체차임 등 채권의 현존

부동산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채권과 사이에 공제가 가능한 임대인의

채권246)의 범위는 해당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차 성립 시부터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목적물 반환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채권이다. 일반적으로 연체

차임, 차임상당 부당이득, 임대차목적물의 멸실․훼손․용법위반, 차임연

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채권이라고 설명된다. 판례는 관리비․수도

료․전기비 등 임대차목적물 용익에 관한 채무247),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데에 지출한 소송비용248),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249)은 공

제대상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대차관계와 사실상 관련되어 있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임

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대인의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계약과 별

도로 이루어진 약정 등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반환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50) 장래 임대

차목적물 반환 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나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임대인이 타에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의 원상복구비용,251) 압류채권자의 지급명령을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생길 강제집행으로 인한 위험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

는다.252) 점포 1, 2층의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에서 이와 별도로 체결된

점포 3, 4층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을 공제할 수 없다.253)

246) 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는 의미에서 주로 피담보채권이라고 한다.

247)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9154 판결(미간행).

248)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공2012하, 1744).

249)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미간행).

250)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65881 판결(미간행);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

다32585 판결(미간행).

251)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공2003, 361).

252) 대법원 1968. 7. 24. 선고 68다895 판결(집16(2)민, 300).

25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2585 판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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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종료 후 목

적물 인도 시에 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

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차임채권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차임채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현존하지 않게 되지

만,254) 차임채무가 상당기간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도 연체차임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다는 것에

의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차임

채권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신뢰하

고, 나아가 장차 보증금에서 충당 공제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묵시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

성된 연체차임 등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에 관한

민법 제495조255)를 유추하여 공제할 수 있다.256) 이는 임대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연체차임

등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현존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취지

라고 이해할 수 있다.

3. 선급관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된 계약인 보증금 계약에 기하여 임대인에

게 보증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다.257) 이때 보증금의 수수가 가지는 연

254)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학설 중에서 이른바 절대적 소멸설에 따른 것이다.

255) 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

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256)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공2017상, 22); 이원․윤정운, “임대차

종료 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의 상계와 공제”,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2017), 1052. 이에 반대하는 견해로 조경임(주 11), 90.

257) 곽윤직 편집대표(주 28), 182(민일영 집필); 김용담 편집대표(주 31), 764(박해식 집



- 88 -

체차임 등 각종 채무에 대한 선급적 성질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어진

예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은 장차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에 대한 일체의 채무

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의 금전을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

한다.258) 여기에서 보증금 및 담보 는 �일정한 채무의 담보로 미리

채권자에게 주는 금전�259), �채무 불이행 때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

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260)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의하면 보증금과 담보라는 단어는 그 자체에 장차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여 줄 목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리 주는 금전이라는, 즉

선급하는 금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 보증금은 장차

발생할(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시 그 채무의 이행

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지급, 다시

말해 선급하는 금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

인과 임대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

인의 임대인에 대한 채무 일체에 대한 선급성을 가지고 있고,261) 이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 채권이 선급관계에 있

음이 긍정된다고 하겠다.

필); 곽윤직(주 31), 221; 김기선(주 28), 225; 김상용(주 19), 316-317; 김주수(주 28),

297; 김증한․김학동(주 18), 434; 김형배․김규완․김명숙(주 19), 1432; 송덕수(주

28), 272; 이은영(주 145), 461; 이태재(주 145), 264.

258) 참조판례1-1 참조.

259) 국립국어원, “보증금”,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2017. 10. 30.

확인).

260) 국립국어원, “담보”,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2017. 10. 30. 확

인).

261)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임채홍․백창훈 집필대표(주 179), 541(이연갑 집필); 서울중앙

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주 179), 374는 �보증금에 상당한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

자는 현실적으로 차임을 미리 받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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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금반환채권과 연체차임 등 채권 간의 공제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의사표

시로써 공제권을 행사하여 당시 현존하는 연체차임 등 채권과 보증금반

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다.

임대차목적물이 반환되어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그와 동시에 그때까

지 현존하는 보증금반환채권과 연체차임 등 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체차임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조항262)이나

이러한 명시적인 계약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보증금 계약상 이와 같은 취

지의 묵시적 약정에 기한 공제예약에 의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대등

액의 범위에서 공제되어 소멸한다. 이때 보증금반환채권이 연체차임 등

채권보다 다액이라면 공제와 동시에 잔존 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에 도

달하여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

이게 된다. 반대로 연체차임 등 채권이 보증금반환채권보다 다액인 경우

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은 전부 소멸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차

액 상당의 연체차임 등 채권을 가지게 된다.

이상과 같이 참조판례1-1과 참조판례1-2가 모두 설명된다.

결국 부동산임대차에서 보증금이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생기는

일체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을 한다고 함은, 보증금 명목의 금전

그 자체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물로 하는 담보물권 설정에 의한 것이

라기보다는 보증금반환채권과 연체차임 등 채권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

26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2. 6. 27.)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

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

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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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제의 고양된 채권담보기능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5. 도산절차와 공제

임대차 존속 중에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

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 채권 사이의 공제의 문제에 관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임차인의 도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35조263)와 민법 제

637조264)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민법 제637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해지 또

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265)가 있으나, 통설266)은 민법 제

637조가 전면 적용된다고 보아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대신 민법 제637조

에 의하여 파산관재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

263)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

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

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

을 청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264)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

대차계약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265) 임치용(주 240), 141.

266) 전병서, 도산법(제3판), 문우사 (2016), 130; 박병대, “파산절차가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 파산법의 제문제, 사법연수원 (1998), 26; 임종헌, “파산절차가 미이행계약관계

에 미치는 영향”, 인권과 정의 제241호(1996. 9.), 대한변호사협회 (199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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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다. 한편 임차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267)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

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학

설268)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269)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후부터 임대차목적물 반환 시 사이에 생긴

연체차임 등의 채권은, 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든 해지를 선택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공익․재단채권이 된

다.270)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등 채권에 관하여

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생․파산채권이 된다는 점에 견해가 일

치하지만,271)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선택된 경우에는 회생․파산채권

설272)과 공익․재단채권설273)이 대립되어 있다.

267)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

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

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③④ (생략)

268) 서경환, “회사정리절차가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 재판자료 제86집 회사정리법․

화의법상의 제문제, 법원도서관 (2000), 657; 임채홍․백창훈 집필대표(주 179), 367(임

종헌 집필); 임치용, “회사정리절차와 쌍무계약”, 사법논집 제36집, 법원도서관 (2003),

321.

269)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수급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민법 제

674조를 도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경우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공2017하, 1563)에 비추어 보면,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개시 전부터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미이행계약의 해제와 이행에 관한 규정인 채무

자회생법 제121조와 제337조의 규율 내용도 동일하므로, 파산절차에 관한 특칙인 민

법 제637조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유추 적용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270)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7호 및 제473조 제7호, 제8호; 남효

순․김재형, 도산법강의, 법문사 (2005), 54(남효순 집필); 道下 徹․高橋欣一(주 235),

138(春日偉知郞 집필).

271) 남효순․김재형(주 270), 54(남효순 집필); 전병서(주 266), 131; 박병대(주 266), 27;

서경환(주 268), 6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주 227), 172.

272) 남효순․김재형(주 270), 54(남효순 집필); 임채홍․백창훈 집필대표(주 179), 367(임

종헌 집필); 전병서(주 266), 131; 서경환(주 268), 657; 全國倒産處理辯護士ネットワー

ク 編集(주 230), 385-386(辺見紀男 집필). 파산선고 전의 사용수익을 원인으로 발생

한 채권이라는 점을 논거로 한다. 일본의 다수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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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임차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후부터의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 채권은 공익․재단채권으로서 도산절차 외에서 수시로 변제

받거나 상계할 수 있으므로274) 공제의 실익이 그다지 많지 않다. 회생절

차개시․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 채권의 경우가 임차

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사이의 공제를 논할 실익이 있다. 만일 공제가 인

정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야 하는 한편, 연체차임 등 채권을 도산절차를 통해 회수하여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대차목적물이 반환되면 연체차임

등 채권은 보증금반환채권과 사이에 당연 공제되어 소멸하고, 또한 이행

이 선택된 때에는 회생․파산채권설에 의하더라도 임대인은 공제권을 행

사하여 연체차임 등 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며, 임대

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목적물 반환 시 당연 공제의 결과 보증금반환채권

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잔액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된

다.275)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연체차임 등 채권을 도산절차에 의하지 아

니하고 임차인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나. 임대인의 도산

임대인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관리인․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

119조276) 또는 제335조277)에 기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이행을 선

273) 임치용(주 240), 142; 伊藤 眞(주 219), 362-363, 876. 임대차계약의 일부가 아닌 전

체에 대하여만 이행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274) 전병서(주 266), 318, 472; 조병현, “파산절차상의 상계권 행사”, 재판자료 제83집 파

산법의 제문제(하), 법원도서관 (1999), 336; 伊藤 眞(주 219), 464.

275) 全國倒産處理辯護士ネットワーク 編集(주 230), 388(辺見紀男 집필).

276)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

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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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 수 있다.278)

이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회생․파산채권이 된다는 견해279)와

재단채권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280)가 대립되어 있다. 실무에서는

회생․파산채권으로 취급하고 있다.281) 만일 회생․파산채권설 및 실무

에 따른다면, 만일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채무자인 임대

인에게 차임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한편, 보증금반환채권을 도산절차

를 통해 회수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양

채권 사이의 공제 여부가 특히 문제되는데, 이를 회생절차개시․파산선

고 전에 발생한 차임과 그 후에 발생한 차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먼저, 임대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

의 경우, 위 연체차임채권은 채무자의 재산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일 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가 종료되고

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③④ (생략)

277)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

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

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

을 청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278)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

에 관하여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24조 제4항 및 제340조 제4

항).

279) 남효순․김재형(주 270), 56(남효순 집필); 서경환(주 268), 658; 임종헌(주 266), 35;

伊藤 眞․岡 正晶․田原睦夫 외(주 219), 547; 全國倒産處理辯護士ネットワーク 編集

(주 230), 487(岡 伸浩 집필); 園尾隆司․西 謙二․中島 肇 외(주 230), 186(小林信明

집필).

280) 임치용(주 240), 134. 위 견해는 파산관재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법에 의하여 강제로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

택한 것과 같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28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주 227),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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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목적물이 반환된다면 이는 보증금반환채권과 당연 공제되어 소멸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임대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차임

의 경우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은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회생

절차개시․파산선고 후부터의 차임채무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

을 두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2항282) 단서, 제421조 제1항283) 후

단).284)

통상적인 임대차관계에서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연체차임채권을 보

증금반환채권과 공제할 수 있을 뿐, 임차인은 보증금이 지급되었음을 들

어 그에 충당하라며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차임채무의 불이행에 따

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285) 그런데 이러한 법리가 임대인에 대한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그대로 관철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관리인

이 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차임을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임대인에게 이미 지급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가 사실상 불가

능하므로, 결국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가 된다.286)

282) 채무자회생법 제144조(상계권) ②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절차개시 후

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는 당기(當期)와 차기(次期)의 것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그 후의 차임채무에 관하여도 상계

할 수 있다.

283) 채무자회생법 제421조(차임·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①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

는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의 차임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보증

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84) 이들 조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정지조건부 채권으로 구성하는 통설에 의하여서는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은 이미 전술하였다.

285) 곽윤직 편집대표(주 28), 186(민일영 집필); 곽윤직(주 31), 222; 김주수(주 28), 298;

김증한․김학동(주 18), 436; 김형배․김규완․김명숙(주 19), 1433; 송덕수(주 28),

274; 이은영(주 145), 463; 이태재(주 145), 264; 지원림(주 15), 1472; 김석우(주 31),

22-23; 박준서(주 31), 12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공1994, 2609); 대

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4881 판결(공1999, 1783);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

다211309 판결(공2017상, 22).

286)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21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보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차임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함으로써 차임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전술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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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2항 단서를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

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속 중에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차임을 보증금반환

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하여 임차

인이 공제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에 대한 차임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채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비록 위 조문에는 상계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문언대로 상

계로 해석할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

을 하지 않는 한 자동채권인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 보증금

을 지급한 임차인이 임대차의 계속 중에 차임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한 위 조문의 취지에 배치된다. 또한 공익채권자는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287) 임대인의 공익채

권자가 차임채권을 전부받는 등으로 차임채권이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

게 귀속되어 양 채권이 대립하지 않게 되거나 임대인의 공익채권자가 차

임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차임채무보다

나중에 도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과 차임채

무를 상계하더라도 이로써 전부권자 또는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288) 이러한 결론은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으로서 실질적으로

차임을 미리 지급한 것이나 다름없음에도 임대인 측의 사정에 의하여 임

차인이 차임 상당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되어 부당하

다. 또한, 상계와 달리 민법에 공제 가 채권소멸원인으로 분명하게 규정

되어 있지 않지만, 공제가 상계와 대등액에서 양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

시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2항의 해석에 한하여 논의한다.

28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주 179), 470.

288) 이른바 변제기선도래설에 의한 것이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

합의체 판결(공2012상, 444);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집30(2)민, 157;

공1982,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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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측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고, 판례는 상계하여야 한다 , 상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289)을 당연 공

제를 정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조문이 상계가 아니

라 임차인의 공제를 인정한 취지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

다.290) 이렇게 본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채무를 현실로 변제하는

대신 보증금반환채권과 공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우선

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291) 이는 보증금을 수수한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부합하고, 공제의 범위 역시 선급된 보증금액에 한정되

므로 채무자의 충실을 해할 염려도 없어 결과의 측면을 놓고 볼 때에도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 보론

한편, 보증금의 선급성을 강조하다보면 채무자회생법 제124조 제1

항292), 제340조 제1항293)에 의하여 임차인이 당기와 차기분의 차임을 초

28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4호)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

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⑥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

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290) 입법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44조 제2항 단서의 상계 를 공제 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91) 이 경우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

은 상태에서도 임차인이 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

각건대, 이 경우에 임차인이 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법 제

677조(주 20 참조)는 보험자가 보험료채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

험금지급채무와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에 있어서는 공제

권자가 가지는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도 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한

다. 참고로 고전시대 로마법에서 피고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공

제할 수 있었음은 전술하였다.

292) 채무자회생법 제124조(임대차계약 등) ①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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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 보증금의 지급의 효력을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주장

내지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조문은 채무자가 임차인과 통모하여 차임채권을 사전에 처

분하거나 다액의 선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채무자의

재산의 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294) 연

체차임 등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여 주기 위하여 수수되는 보증금과 관계

가 없다. 또한, 보증금 계약에 보증금액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

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통모하여 채무자의 재산 또는 파산재단의 충실

을 해할 우려도 적다. 따라서 보증금의 수수에 있어서는 위 조문의 적용

이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295)

6. 보전처분․강제집행과 공제

가. 연체차임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

임대차관계 존속 중에 차임채권이 양도되면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전

에 위 차임채권을 가지고 보증금반환채권과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없는 것296)과 마찬가지로, 차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공제권을

시된 때에는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당기(當

期)와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93) 채무자회생법 제340조(임대차계약) ①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차임의 선

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

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9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주 179), 394; 임종헌(주 266), 35; 임치용(주

240), 137.

295) 同旨: 道下 徹․高橋欣一(주 235), 127(上村明広 집필).

296) 참조판례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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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차임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차임채권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

므로 임대차관계 계속 중에는 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그러나 임대차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차임채권이 변제나 공탁되는 등

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면 위와 다른 결과가 된다. 임대인의 채권자가 차

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그 차임

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차 종료 시 위 차임채권은 보

증금반환채권과 당연 공제된다.297) 차임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만 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98) 차임채권이 압류 및 전부된 경우

에는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것인바,299) 차임채권이

양도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그 차임채권이 보증금반환채권과 공제

되느냐에 관하여는 공제설300)과 비공제설301)의 견해대립이 있다. 대법원

은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

도, 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고 하여302) 공제

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차임채권이 압류 및 전부된 후

297)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56561, 56578, 56585, 56592, 56608, 56615,

56622, 56639, 56646, 56653, 56660 판결(공2005, 187);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

다230020 판결(공2016하, 1228).

298) 양창수, “2005년도 민사판례 관견”, 민법연구 제9권, 박영사 (2007), 322-323; 이동원

(주 193), 215-216.

299) 이동원(주 193), 216.

300) 김석우(주 31), 22; 박준서(주 31), 121; 이동원(주 193), 214. 양도된 차임채권이 아

직 변제되지 않고 잔존한다면 성질상 이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었으므로

그러한 성질이 유지되어 공제된다고 한다. 다수설이라고 한다.

301) 곽윤직 편집대표(주 28), 186(민일영 집필). 공제설은 차임채권을 양도한 당사자들과

양도통지를 수령하거나 승낙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고, 임대인은 차임채권을 양도하

고도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고 임차인은 이중변제의 청구를

받는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한다.

302)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공2015상,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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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등으로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보증금반환

채권과 당연 공제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보증금반환채권이 임차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및 전부된 경우 임

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어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당연

히 공제할 수 있다 는 판례303)과 같은 취지에서, 임대인은 전부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차임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차인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는 판례304)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연체차임 등 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이 당연 공제된다고 이해

할 수 있다.305) 그 결과 피전부채권인 보증금반환채권이 공제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 소멸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전부명령은 무효로 되어 집행

채권도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돌아가고 잔액에 관하여만 유효하게 된

다.306) 또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303)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공2012하, 1744).

304)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공2003, 361).

305) 同旨: 김증한․김학동(주 18), 436; 양창수․김형석(주 172),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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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연체차임 등 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이

당연 공제될 것이다.307)

제 3 절 공사도급계약

1. 선급금반환채권의 현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면 수급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도급인에게 전

체 공사대금의 일부로 수수한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308) 이에 따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이 발생하여 현존하게 된다. 민

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11조 제5항309)과 공사계약일반조

건 제44조 제5항310)은 선급금 반환사유 발생 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306) 강병호(주 207), 216-217; 박창수(주 211), 652-653; 손진곤(주 212), 441-443; 신창

수(주 208), 140; 이재곤,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과 임대차종

료시 그 반환의무의 범위 및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

원판례해설 통권 제9호, 법원도서관 (1989), 235; 이재후(주 27), 139-140; 홍기배(주

208), 45.

307)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공1998, 2683);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2072 판결(공2015상, 803)은 이를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

308) 선급금반환채권의 법적 성격이 원상회복청구권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박병대(주

266), 35; 임치용, “건설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률관계”, 사법 제

18호, 사법발전재단 (2011), 71. 선급금반환채권이 급부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이라는 설

명(지원림(주 47), 160)이나 선급으로 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설

명(김증한․김학동(주 18), 530)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309)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0호) 일반조건 제11조(선

금) ⑤도급인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

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3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4호)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

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⑤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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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참조판례2 역시 원고(도급인)가 A건

설(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금은 A건설이 시공한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B

건설(하수급인)이 시공한 공사대금에도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당연

히 충당되어 잔액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A건설의 선급금반환채

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 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선급금반환채무의 소멸

은 논리적으로 선급금반환채무의 발생 및 존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위

판시는 공제에 있어 선급금반환채권의 현존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풀이

된다.

한편, 선급금은 공사 초기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

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수급인이 수령한 선

급금을 소비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선급금은 수급인의 고유재산

으로 편입되어 그 금전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완전히 귀속된다고 보는 것

이 자연스럽고, 선급금의 수수를 금전의 신탁적 소유권이전이라는 식으

로 법리구성을 하기는 어렵다. 참조판례2는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된다 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는 마치 선급

금이라는 금전이 수급인의 수중 어딘가에 도급인 소유로 특정된 채 보관

되어 있다가 기성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는 관념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실상과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

다. 선급금이라는 가상의 금전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보다는 공사도급계

약의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도급인이 수수된 선급금만큼의 선급금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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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성공사대금채권의 현존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공사가

상당한 정도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

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해제로써 그 미완

성부분에 대하여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당시까지의 기성부분에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성공사대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311) 이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기성공사대금채권이 현존하게 되고 이것이 선급금반환채권과의 공

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312)

3. 선급관계

도급인은 공사도급계약에 기초하여 공사발주와 함께 수급인에게 선급

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금전을 지급한다. 도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

기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로서(민법 제665조 제1항313)) 후급

311) 곽윤직 편집대표(주 28), 462(김용담 집필); 김증한․김학동(주 18), 528; 양창수․김

재형, 계약법(제2판), 박영사 (2015), 290-291; 윤재윤(주 43), 157; 이은영(주 145),

538; 지원림(주 15), 1528;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집34(3)민, 12; 공

1986, 1377);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819 판결(공1989, 42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공1992, 1419); 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공

1993, 1280);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공1997, 876);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공2017상, 305).

312)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공2005, 1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공2014상, 488).

313)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

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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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이지만,314) 선급금은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로

미리 지급된 금전으로서 공사대금의 선급이다.315) 이처럼 공사도급계약

에서의 선급금의 수수는 후급이 원칙인 공사대금의 일부를 공사발주 시

에 미리 지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성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선급적 성질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선급금반환채권과 기성공사대금채권은 선급관계에 놓이게 된다.

4. 선급금반환채권과 기성공사대금채권 간의 공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면 선급금반환채권과 기성공사대금채권이 발생

함과 동시에 양 채권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11조

제6항316) 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317)에 기한 공제예약에 의

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 공제되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

그 결과 기성공사대금채권이 선급금반환채권을 초과하면 선급금반환채권

은 전부 소멸하고 그 차액 상당의 기성공사대금채권이 잔존하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기성공사대금채권은 전부 소멸하고 도급인은 수급인

에 대하여 그 차액 상당의 선급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 이상과 같이

314) 곽윤직 편집대표(주 28), 448(김용담 집필); 곽윤직(주 31), 262; 김기선(주 28), 264;

김상용(주 19), 363; 김주수(주 28), 381; 김증한․김학동(주 18), 530; 김형배․김규

완․김명숙(주 19), 1491; 송덕수(주 28), 339; 이태재(주 145), 300; 지원림(주 47),

159.

315) 참조판례2 참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공2000, 148);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공2005, 12);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9597

판결(공2010하, 1536);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공2014상, 488); 대

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공2017상, 305)도 같다.

316)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0호) 일반조건 제11조(선

금) ⑥도급인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1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4호)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

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⑥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

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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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2가 설명된다.

5. 도산절차와 공제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기성공사대금 및 선급금

의 정산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도급인의 도산의 경우와 수

급인의 도산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도급인의 도산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미이행쌍무계약의 해

제 또는 이행의 선택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318)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674조 제1항319)이 적용된다.320) 도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우에도 민법 제674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321) 따라서 도

318) 채무자회생법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

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

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

을 청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319) 민법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

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320)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공2002, 2283);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공2017하, 1563). 이에 반대하는 일본의 견해로 伊藤 眞(주 219),

375. 학설 대립에 관한 세부 내용은 김종기, “도급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 선

고를 받은 경우 파산법 제50조 제1항의 적용 여부”, 판례연구 제15집, 부산판례연구회

(2004), 418-421; 송각엽, “도산절차가 도급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 건설재판실무논

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26-428; 박병대(주 266), 30-31; 이동원, “도급인이나

위임의 당사자 일방이 파산한 경우 파산법 제50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대법원판례해

설 통권 제42호, 법원도서관 (2003), 195-198 참조.

321)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공2017하, 1563). 학설은 대체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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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인이 도산한 경우 수급인 또는 도급인의 관리인․파산관재인은 민법

제674조 제1항 전단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이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그 전에 기성된 부

분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회생․파산채권인지 공익․재단채권

인지에 관한 문제가 있다.

먼저, 수급인이나 도급인의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

우, 학설상으로 회생․파산채권이라는 견해322)와 공익․재단채권이라는

견해323)가 대립하고 있다. 과거의 실무례는 이를 회생채권으로 취급하였

으나,324)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공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이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가 일부 이루어졌고 그

기성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대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체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기성공사부분을 따로 떼어내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채무가 이행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 이라면서 도급인의 관

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 회생절차개시 전의 기성 부분에 관한 수급

인 견해를 취하고 있었다. 곽윤직 편집대표(주 28), 478-479(김용담 집필); 윤재윤(주

43), 159; 임채홍․백창훈 집필대표(주 179), 378(임종헌 집필); 전병서(주 266), 142;

서경환(주 268), 664; 임치용(주 268), 325; 伊藤 眞(주 219), 879 참조.

322) 오민석, “건설회사의 회생절차에 관한 소고” (고영한․강영호 편집대표), 도산관계

소송 재판실무연구(5),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98-100. 이 견해는 회생절차개시 당

시 이미 공사를 완료한 수급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기성공사대금을 모두

공익채권으로 변제할 경우에는 회생절차 초기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회생계획의 입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다.

323) 윤재윤(주 43), 613; 서경환(주 268), 664; 송각엽(주 320), 430; 임치용(주 268), 327;

최종길, “가. 도급공사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청구 채권이 회사정리법상 공익채

권에 해당하는 경우, 나. 회사정리법 제145조에 규정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

미 및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

으로 취급하는 데 동의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소극)”,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52호, 법원도서관 (2005), 200.

3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주 179),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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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공사대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보았다.325)

반대로 수급인이나 도급인의 관리인․파산관재인이 해제를 선택한 경

우에는 기성공사대금채권이 공익․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일본의

견해가 있으나,326) 민법 제67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성공사대금채권이

회생․파산채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고327) 국내에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도급인의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그때까지 일의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

은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급부의 반환 또는 그 가액의 상

환을 구할 수 없고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만 할 수 있다. 이

때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비율 등에

따른 도급계약상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

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

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이 경우 수급인이 가지

는 기성공사대금채권은 회생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328)

나. 수급인의 도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

우에는 도급인의 도산의 경우와 달리 민법에 특칙이 없으므로 수급인의

관리인․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또는 제335조에 의하여 공

325)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공2004, 1577).

326) 伊藤 眞(주 219), 376. 이 견해는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민법 제674조가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335조가 적용되고 도급인의 파산관재인이 도급계약의 해제를

선택하면 기성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337조 제2항의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

부가 채무자의 재산 또는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

단채권이 된다고 한다.

3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주 179), 468; 윤재윤(주 43), 612; 송각엽(주

320), 428-429; 오민석(주 322), 92; 임치용(주 308), 70.

328)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공2017하,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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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도급인의 선급금반환채권이 회생․파산채권인지 공익․재단채권

인지에 관하여, 학설은 선급금반환채권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권의 변형이라는 점에서 공익․재단채권이라고 본다.329) 일본의 학설상

으로는 회생․파산채권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330)도 있지만, 일본

의 판례는 재단채권이라는 입장에 서있다.331)

다. 검토

도급인․수급인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이 선택된

때에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결국 선급금 반환이 문제되는 경우는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로 한정된다. 그중에서도 수급인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관리인․파산

관재인이 해제를 선택한 경우 도급인의 선급금반환채권을 학설 및 일본

의 판례와 같이 공익․재단채권이라고 본다면, 도급인은 도산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 선급금반환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선급금반환채권과

기성공사대금채권 사이의 공제는 큰 의미가 없다. 결국 공제가 특히 의

미 있는 것은 도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시 수급인이나

관리인․파산관재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로 모아진다고 하겠

다.

329) 윤재윤(주 43), 618; 박병대(주 266), 34-35; 서경환(주 268), 664; 송각엽(주 320),

435; 임치용(주 268), 329; 임치용(주 308), 71; 伊藤 眞(주 219), 380.

330) 加藤哲夫, 破産法(第六版), 弘文堂 (2012), 257-258; 松下淳一, “請負人の破産に対す

る破産法五九条適用の有無”, ジュリスト 第901号, 有斐閣 (1988), 106; 園尾隆司․西

謙二․中島 肇 외(주 230), 253-254(加々美博久 집필). 이 견해는 선급금반환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선급금은 도급인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수급인에게 신용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월한 지

위를 줄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한다.

331) 最高裁判所 1987. 11. 26. 判決(民集41卷8号158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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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도산절차개

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기성공사대금채권은 회생․파산채권이므로 도산

절차를 통하여서만 회수를 하여야 하는 반면, 도급인의 선급금반환채권

은 채무자의 재산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도급인의 관리인 또는 파산

관재인이 이를 전액 추급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44

조 제1항332) 및 제416조333)에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양 채권을 상계할 수도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수급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

이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면 그와 동시에 선급금반환채권과 기성

공사대금채권이 당연 공제되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334) 공제에

있어서는 상계의 경우와 같은 도산법상 제한이 없으므로, 기성공사대금

보다 선급금이 다액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잔존 선

급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급인은 기성공사대금채권

을 수수된 선급금의 범위 내에서 도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권

자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얻게 된다.

6. 보전처분․강제집행과 공제

선급금반환채권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있

기 전에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기성공사대금채권과 공제될 수

있다. 따라서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보전처분이나

332) 채무자회생법 제144조(상계권) ①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

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

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채무가 기한부인 때에도 같다.

333) 채무자회생법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334) 윤재윤(주 43), 618; 박병대(주 266), 34.



- 109 -

강제집행 이후에 비로소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금반환채권과의 공제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335)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이 있기 이전에 이미 선

급금의 지급 및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공사대금채권과 선급금

반환채권이 당연 공제되므로 이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은 공사가 진행되던 중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고 이후 수급

인의 채권자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가

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가압

류채권자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은 가압류 이전에 이미 도급인이 지급

한 선급금 중 일부로 충당되어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

고 판단하였다.336)

그렇다면 선급금반환사유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이나 강제

집행 이후에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시한 판례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그 시간적

선후와 관계없이 선급금반환채권과 기성공사대금채권이 당연히 공제되고

이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

계와 달리 공제는 지급금지명령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

법원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도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기성공사대금에서 선급금이 당연히 우선 공제된

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337)

335)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미간행).

336)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공2000, 148).

337)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7995 판결(미간행). 피고가 1997. 9.경 소외 A종합건

설 주식회사에게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 ) 신축공사를 금 17억 3,800만 원

에 기간을 1998.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는데, 위 A종합건설은 그 무렵 소외

B로부터도 인접한 토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금 13억 4,200만 원에 도급받

아, 1997. 9. 25. 위 각 공사 중 철골공사를 금 4억 4,000만 원,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금

6억 500만 원에 소외 주식회사 C건설에게 각 하도급 주었고, 위 C건설은 1997. 10. 1.

그 중 철골공사만을 금 4억 3,450만 원에 원고 회사에게 다시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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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보험약관대출

1. 보험약관대출채권의 현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그들 사이의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보험약관대

출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을 수수한다. 보험약관대출이 보험수

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반환채권에 대한 선급

성을 가지는지의 문제와 보험자가 보험약관대출을 받은 보험계약자에 대

하여 대출채권을 가지는지의 문제는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결론을 기초로 보험약관대출채권의 현존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다.

는 이 사건 건물과 위 B의 건물에 대한 각 철골공사를 1998. 2.경 완료한 사실, A종

합건설은 그 무렵 피고에게 건축공사 중지를 통보하며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중

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공사재개를 촉구하다가 1999. 3. 24. A종합건설과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공사중단 당시의 기성고는 금

583,005,374원인 사실, 한편, 원고는 C건설로부터 위 철골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

자 C건설의 A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중의 일부인 금 2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A종합건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 1. 12. 금 2

억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동

판결은 1999. 2. 6. 확정되었으며, 또한 원고는 1998. 5. 19. A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1억 5,000만 원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A종합건설에 대한 위 양수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99. 7. 2. 위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본압

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

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관계에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에 대

한 위 기성고 공사대금 중 원고가 추심명령을 받은 위 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한편, 피고가 1997. 11. 14. A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 선급금으

로 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고인 위 금

583,005,374원에서 금 2억 8,000만 원은 우선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 111 -

가.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

보험약관대출은 그 명칭이나 보험계약자가 이자채무를 부담한다는 점

에서 금전소비대차라고 볼만한 요소가 있고, 한편 보험계약이 해지될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

출이 이루어지고 장차 공제를 통한 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상

의 소비대차와 다른 측면도 공존한다. 이러한 특성 탓에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종래부터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

1) 견해의 대립

소비대차설338)은 보험약관대출계약을 보험계약과 별도의 소비대차계

약으로 이해한다. 보험약관대출계약은 장차 보험자의 보험금이나 해약환

급금 채무가 구체화될 때 거기에서 보험약관대출원리금을 상계하기로 하

는 상계예약이 포함된 특수한 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본다. 우리의 다수설

이자 일본의 다수설이다.339) 문리해석에 충실하여 보험약관대출의 근거

약관에 대출 ․ 차용 ․ 이자 ․ 상환 ․ 연체이자 등 소비대차와 친

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과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점을

논거로 한다. 이 견해 중에서도 보험약관대출계약이 보험계약과 독립적

인 계약이지만 그 성립, 존속, 소멸의 모든 면에서 보험계약과 공동운명

338) 양승규, 보험법(제5판), 삼화원 (2005), 474;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상법강의 IV], 박영사 (2015), 428; 최기원, 보험법(제3판), 박영사 (2005),

627;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제8판), 삼영사 (2014), 353; 김기환(주 11), “채

무의 견련관계가 상계에 미치는 영향”, 108; 김재형,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

름: 채권법” (민사판례연구회 편), 민사판례연구 [XXXIII-(下)], 박영사 (2011), 242;

오창수,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 판례연구 제22집(1), 서울지방변호사회 (2008),

192.

339) 孝橋 宏(주 126),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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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및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

를 강력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한다.340)

선급설341)은 보험약관대출을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선급하는 것이

라고 본다. 종래 소수설이었으나 현재 유력설로 평가되기도 한다. 독일․

미국․프랑스의 통설이자 일본․독일․미국․프랑스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342)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 보험금

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생기면 이를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지급

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소비대차로 보기 어려운 점과 보험약관대출행위의 동기, 당사

자들의 목적,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적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절충설343)은 보험약관대출이 소비대차적 요소와 선급적 요소가 혼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성질을 일원적으로 단순히 소비대차설과 선급

설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보험약관대출금과 해약환급

금 사이의 실질적 대가성을 중시하여 보험약관대출금의 정산에 관한 특

약은 상계예약이 아니라 그 당시의 잔액을 확정하여 그 확정된 잔액을

지급하는 취지의 잔고지급특약이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약정은 순수한

이자가 아니고 운용수익을 상실하는 보험자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보험자의 보험약관대출채권과 해약환급금채무

가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변동되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잔

340) 孝橋 宏(주 126), 614.

341) 박세민, 보험법(제4판), 박영사 (2017), 898; 장덕조, 보험법(제3판), 법문사 (2016),

468; 정찬형(주 26), 845; 김형두(주 163), 252; 김일연(주 180), 233; 윤진수, “2007년도

주요 민법 관련 판례 회고”, 법학 제49권 제1호(통권 제146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

소 (2008), 328; 정진옥, “보험약관대출의 법적성질”, 상사판례연구 제21집 제1권, 한국

상사판례학회 (2008), 66.

342) 김형두(주 163), 235; 孝橋 宏(주 126), 613.

343) 西嶋梅治(주 127),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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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급채권만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밖에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을 선험적․획일적으로 고정시킬 것

이 아니라 약관의 내용, 취지,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개개의 보험

약관대출마다 경험적․개별적으로 법적 성격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영국

법상의 조건부자산(flawed assets) 법리를 참고하자는 견해344)도 주장되

고 있다.

2) 판례

과거 대법원은 소비대차설의 입장에서 판시를 한 적이 있었지만,345)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참조판례3의 다수의견

은 선급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밖에 참조판례3의 대법관 박시환, 김지

형, 안대희의 별개의견은 소비대차설을, 원심346) 및 제1심347)은 절충적인

견해348)를 각각 채용하였다.

344) 한기정, 보험법, 박영사 (2017), 754-756; 한기정,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법학 제49권 제4호(통권 제149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581. 조건부

자산 법리란, 채무자에 의한 채무의 이행은 약정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만 강제될

수 있는 법리로서, 은행에 예금을 보유한 예금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전에는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의

그 예금이 조건부자산의 전형적인 예라고 한다(Ali, The Law of Secured Finance

(2002), 186; Goode, Commercial Law (2004), 612; Ellinger et al. Eliinger’s Modern

Banking Law (2006), 828, 위 한기정, 보험법, 755에서 재인용).

345)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1127 판결(미간행).

346) 서울고등법원 2005. 2. 4. 선고 2004나38343 판결(미간행).

3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가합76419 판결(미간행).

348) 원심 및 제1심은 임대차보증금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이는 전술한 西嶋梅治 교수의 절충설과 다르고 오히려 이하에서 논할 본 연구의 결론

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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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소비대차설과 선급설의 대립은 결국 약관에 사용된 문언의 형식에 중

시할 것이냐 그보다는 보험약관대출의 경제적 실질에 주안점을 둘 것이

냐의 문제라고 이해된다.

생각건대, 기본적으로 소비대차설에 찬동하나 선급설의 취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종의 종합적 견해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고, 기존의 절충설과는 차이가 있다.

가)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우선 보험약관대

출의 약관에는 대출 , 차용 , 이자 , 상환 , 연체이자 등 소비대차

계약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보험약관

대출의 당사자인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금전을 대출한다는 의사를,

보험계약자 역시 보험자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이 보험약관대출계약의 문언상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고, 설령 보

험계약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추후 보험자가 보험금이나 해약

환급금에서 원리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이 약관상 예정되어 있기 때문

에 보험계약자가 소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선급설에서의 비판이 있으나,349) 언제든지 대출원

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 존속 중에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시점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보험계약자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즉 다시 말하면 대출원리금을 상

환할 의무 자체가 없다는 취지라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판례3의

사안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대출원리금 상환연체를 이유로

349) 정진옥(주 341), 62; 참조판례3 중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홍훈의 보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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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공제를 주장한 것이었는데, 만일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대출채무 자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상

환연체를 이유로 연체이자를 부과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다소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350)

따라서 보험약관대출은 일종의 금전소비대차로서 보험계약자는 대출원리

금을 상환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보험약

관대출은 기존의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

된 보험약관대출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약관대출계약은

보험계약의 종된 소비대차계약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처분문서의 문언이

나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나) 한편 소비대차설만으로는 보험자의 대출의무와 대손충당금 적립

면제를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보험약관대출을 받은 보험

계약자가 도산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상계를 통한 대출채권의 담

보만으로는 보험자가 대출원리금채권을 회수하는 데에 있어 각종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출채권이 부실화될 위험이 상존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보험자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하여 대출원리금의 회수가능성에 따라서는 보험계약자의 대출요청을

거부하거나 대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대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채무상환능력과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감안하여 대손충

당금을 적립하여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보험업법 제123조 제1항351), 동

시행령 제65조 제2항352),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 제1항353)). 그런데 이

350) 참조판례3 중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안대희의 별개의견.

351) 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각호 생략)

352)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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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대출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거절할 수 없고,354) 보험약관대출은 건전성 분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되어355) 대손충당금 적립이 면제되고

있다.356)

만일 도산 또는 (가)압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보험

약관대출의 정산이 이루어지지지 않는다면 보험약관대출제도가 붕괴되고

나아가 생명보험제도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357) 소비대차설

중에서도 보험약관대출채권과 해약환급금 채권이 성립, 존속, 양도, 변제,

소멸 등 모든 측면에서 강력한 견련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보험약관대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도산 시에도 상계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유력하다.358)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강한 견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률

에 규정된 상계제한 규정이 배제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공익적 성격을

가진 구 회사정리법상의 상계제한 규정의 적용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53) 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자산건전성의 분류) ① 영 제6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

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

류하고, 제7-4조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

다.

354) 학설에 관계없이 보험자의 대출의무를 긍정한다. 정동윤 편집대표, 주석 상법(제2

판) [보험(II)],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462(최병규 집필); 박세민(주 341), 897; 양승

규(주 338), 474; 이기수․최병규․김인현(주 338), 428; 장덕조(주 341), 468; 최기원

(주 338), 627; 최준선(주 338), 352; 김형두(주 163), 224; 김선정, “약관대출에 관한

법적 고찰”, 보험학회지 제59집, 한국보험학회 (2001), 167; 山下友信, 保險法, 有斐閣

(2005), 669.

355)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보험약관대출,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 담보대출과 정상

적인 자급결제가 확실시되는 상업어음할인은 거래기업에 대한 건전성 분류내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3조 제4항, 별표 13 중 2.

다. (3)).

356) 김형두(주 163), 233.

357) 西嶋梅治(주 127), 343.

358) 孝橋 宏(주 126), 614; 참조판례3 중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안대희의 별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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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359)

보험약관대출 당사자가 도산한 경우의 문제를 기존의 민법상 상계제도를

기초로 하여 해결하는 것은 상계를 제한한 채무자회생법의 명문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이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보험약관대출이 보험자가 보험업법에 따라 적립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에게 지급할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이루어진다는 경제적 실질의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험자는 장래에 보험금, 환급금 등을 확실하게 지

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고(보험업법 제120조 제1

항360), 동 시행령 제63조 제1항361)),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

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경우 보험적립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하

는데(상법 제736조 제1항362)), 이 책임준비금에서 일정 금액을 뺀363) 금

액의 해약환급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약관대출이 이루어진다.364) 보험자

가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금전을 지급하는 이유는, 해약

환급금 상당액은 그 지급시기와 명목에 차이가 있을 뿐 보험자가 언젠가

359) 윤진수(주 341), 328; 참조판례3 중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홍훈의 보충의견.

360)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

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361)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362) 상법 제736조(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①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및 제652조 내

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

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63) 해약환급금 산정 시 책임준비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이유는 보험계약이 조기에

종료된 데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과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이유는 새로운 계약 비용

중 미상각액을 회수하고, 위험이 낮은 보험계약자가 해약하기 쉽다는 역선택에 따른

보험자의 손실을 메우며, 보험자의 자산운용상 손실을 메우기 위한 것 등이라고 한다

(山下友信(주 354), 654).

364) 양승규(주 338), 474; 최기원(주 338), 627; 김형두(주 163), 224-225; 정진옥(주 341),

45-51; 한기정(주 344),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57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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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기 때문이다. 즉, 보험자로서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보험계약자의 대출 요청 시에 보험약관대출금의 명

목으로 지급할 것인지,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지급할

것인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의 일부로 지급할 것인지의 문제일 뿐,

그 금액을 지급한다는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험약관대출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계

약자의 자력․신용 등을 평가하여 대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

지, 대출을 한다면 얼마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함이 없이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의 80-90%365)

상당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보험계약자의 요구가 있으

면 반드시 대출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보험약관대출금은 장래에 발생할 보험금지급채무나 해약

환급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다는 선급적 성질 역시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 이상과 같이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에 종된 소비대차계약이면

서 동시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선급적 성질, 즉 선급성이 혼

재된 특수한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학설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로소 보험약관

대출을 이해할 수 있다.

나.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재검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보험약관대출이 실행되면 보험계약자

는 보험자에게 보험약관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

365) 정진옥(주 341), 47. 논자에 따라서는 50-90%이라고 하기도 한다(김일연(주 180),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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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응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대출채권이 발생하여

현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전술하였다시피 보험약관대

출이 가진 소비대차계약의 성격에 의한 것이다.366)

2. 해약환급금반환채권 등의 현존

보험약관대출 실행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보

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해약환급금반환채권367)을 가지게 된다. 이

보험금청구권 또는 해약환급금반환채권은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보험계

약의 해지에 의하여 현실로 발생하여 현존하게 된다. 이 보험금청구권과

366) 사학연금공단이 교직원 또는 급여수급자를 상대로 하는 생활자금대출이나 학자금대

출은 퇴직급여 등의 선급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은 전술하였다(주 153 참조). 한편, 사

학연금법 제39조의2 제1항은 생활자금대출과 학자금대출 원리금(제5호)과 병렬적으로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그 밖의 채무 (제6호)를 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문의 형식상 생활자금대출이나 학자금대출이 실행되

면 교직원이 사학연금공단에게 이를 상환할 채무를 부담한다는, 즉 사학연금공단의

교직원에 대한 생활자금대출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이 발생하여 현존함을 전제로 것

이라고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사학연금법 제39조의2 제1항과 동일한 조문인 군

인연금법 제15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 를 공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를 열거하고 있

다. 이러한 취지는 보험약관대출채권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참조할 만하다.

367) 통설은 해약환급금반환채권을 보험계약자의 해지권 행사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장래

를 향하여 소멸함으로써 구체적 금전채권으로 되는 조건부권리라고 한다(오영준,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상법” (민사판례연구회 편), 민사판례연구

[XXXIII-(下)], 박영사 (2011), 796). 그러나 계약이 해지되면 그에 따른 효과로서 계

약당사자는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청산의무를 부담하는 법정채권채무관계가 생기므로

(곽윤직, “명의신탁 해지의 효과 -소유권의 귀속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회 편),

민사판례연구 [IV], 경문사 (1982), 8-9), 해약환급금반환채무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청

산의무의 일종이고 해약환급금반환채권을 그 청산의무에 대응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지

는 채권으로 이해한다면, 해약환급금반환채권은 해지로 소멸한 종전의 보험계약에 기

한 조건부권리라기보다는 해지의 효과로 발생하는 법정채권이라고 새기는 것이 옳다

고 생각된다. 상법 제736조 제1항이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자의 보험적립

금반환의무를 법정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와 같이 본다면, 통설은 법

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과 권리발생의 법률요건을 혼동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

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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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반환채권이 보험약관대출채권과의 공제 대상이 된다.368)

3. 선급관계

보험약관대출금은 장래 발생할 보험금지급채무나 해약환급금반환채무

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다는 선급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은 전술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자의 보험약관대출채권과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또

는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반환채권은 견련관계,369) 그중에서도 선급관

계에 놓이게 된다.

이때, 공제에 있어 양 채권이 반드시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전술하였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보

험금청구권이나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반환채권은 보험계약에 기초하

여 발생하고, 보험자의 보험약관대출채권은 보험계약의 종된 계약인 보

험약관대출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들 양 채권 사이에 공

제가 가능하다고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참조판례3의 다수의견은 보험약

관대출계약이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

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임을 강조하면서 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판단하고,

별개의견은 보험약관대출계약이 보험계약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금전소비

대차계약이므로 공제가 아닌 상계가 문제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마

치 보험약관대출채권과 보험금청구권 또는 해약환급금반환채권이 단일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공제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

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이는 공제의 요건에 관한

368) 이와 달리 보험계약자의 계약자배당금청구권 내지 이익배당금청구권은 이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정진옥(주 341), 60).

369) 김재형, “2007년 민법 판례 동향”, 민법론IV, 박영사 (2011), 433은 보험계약과 보험

약관대출계약 사이에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제약정이 유효하다고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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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보험약관대출채권과 해약환급금반환채권 등 간의 공제

보험약관대출채권과 해약환급금반환채권 또는 보험금청구권 사이의

선급관계에 따라, 보험약관대출이 실행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

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계약자의 해약

환급금반환채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보험약관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지급사유 발생 시 제지급금에서 공제한다 는

약관조항370)에 기한 공제예약에 의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험약관

대출채권과 당연 공제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그 결과로 보험금청구

권이나 해약환급금반환채권이 보험약관대출채권보다 다액인 것이 일반적

이므로, 보험약관대출채권은 소멸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수익자가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거나 보험계약자가 차액 상당의 해

약환급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보험약관대출채권이 다액인 경

우라면,371)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그 차액 상당의 보험약관대출

채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참조판례3을 설명할 수 있다.

5. 도산절차와 공제

공제에 있어서는 채무자회생법상의 상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70) 김형두(주 163), 240.

371) 참조판례3 중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홍훈의 보충의견은 보험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는

의문이다. 西嶋梅治(주 127), 338에 따르면 보험약관대출의 원리금합계액이 적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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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3의 다수의견이 공제에 있어 도산법상 상계제한이 적용될 여지

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공제에 관한 당연한 법리를 설명한 것이라고 하

겠다.

그 결과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일방에 대한 도산절차에서도 공제의 효

과로 보험자의 보험약관대출채권과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

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반환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다고 풀이된다.

6. 보전처분․강제집행과 공제

소비대차설 및 절충설에서는 보험자의 채권자가 보험자의 보험계약자

에 대한 보험약관대출채권을 (가)압류할 수는 있지만,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반환채권과 대출채권 사이에 강력한 견련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

자가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반환채무를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372) 반면, 선

급설은 보험약관대출이 실행되더라도 보험약관대출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보험약관대출채권을 압류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373)

생각건대, 전술하였다시피 보험약관대출은 일종의 소비대차계약이므

로, 보험자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약관대출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

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는 공제에 의한 채권소멸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험계

약자의 채권자가 해약환급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거나 보험수익자의 채

372) 참조판례3 중 대법관 박시환, 김지형, 안대희의 별개의견; 西嶋梅治(주 127),

348-349.

373) 정진세, “약관대출”, 상사법연구, 정진세 교수 정년기념논문 간행위원회 (2001), 864;

참조판례3 중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홍훈의 보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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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보험금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 5 절 전세권

1. 서설

전세권에 있어 전세금을 둘러싼 논의는 부동산임대차에서의 보증금에

관한 논의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이하에서는 부동산임대차에서의 보증

금에 관한 논의를 기초로 전세금에 관한 논의 가운데 몇 가지 쟁점을 선

별하여 논의한다.

2. 전세금반환채권의 현존

전세금반환채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학설은 임대차에 있어 보증금

의 법적 성격에 관한 통설인 정지조건부 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의 신

탁적 소유권이전설을 그대로 수용하여, 전세금에 관한 법리구성을 전세

금의 수수는 일종의 정지조건부 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 소유권의 신

탁적 이전이고, 전세금반환채권은 일종의 정지조건부 채권이라고 본

다.374)

그러나 부동산임대차에서의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전세금이라는 가상

의 금전이 전세권설정자의 수중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관념하여 이를 가

지고 손해배상 등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세권

374) 김상용(주 15), 504; 김용한(주 15), 423; 장경학(주 15), 605; 지원림(주 15), 691,

702; 양창수(주 15),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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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면 수수된 전세금만큼의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는 채권․채무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

다.375) 따라서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를 기한으로 하는

기한부 채권이라고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3. 손해배상채권 등의 현존

전세금이 어느 채권까지 담보하는지, 즉 민법 제315조에 의하여 전세

권설정자가 전세금반환채권과 공제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견

해가 대립되어 있다.

가. 견해의 대립

통설376)은 본조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전세권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로 인한 전세권설정자의 손해배상채권만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전세권목적물 멸실 외의 사유로 인한 전세권자의 채무는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으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전세금이 전세권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와 달리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그 전세

관계에서 전세권자에 대하여 취득한 일체의 채권을 별도의 상계 의사표

시 없이 전세금에서 우선공제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377)도

375) 이와 같지는 않지만 참조할 만한 견해로 이은영, 물권법(제4판), 박영사 (2006), 659

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종료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전세금을

소비대차의 차용금이라고 보아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권 종료시까지 금전

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통설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지 금전의 이동만을 파악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376) 곽윤직․김재형(주 148), 344; 김상용(주 15), 504-505; 김용한(주 15), 423-424; 김형

배․김규완․김명숙(주 19), 682; 장경학(주 15), 605-606; 조무제(주 205),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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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견해는 통설에 의할 때는 전세권 존속 중에 전세금반환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그 이후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목적물의

멸실 외의 사유로 취득한 채권은 전세금반환채무와의 상계로써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데, 법적 효과에 있어서 전세권목적물 멸실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전세금의 전면적인 보

증금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종래부터의 관습이나 당사자의 의사와 전

세권설정자의 기대에 부합한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나. 판례

대법원은 �전세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315조에 정한 전세권설

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 외 다

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

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378) 통설에 따르고 있다고 평

가된다.

다. 검토

통설에 반대하고 후설에 찬동한다.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

금을 수수하는 의사는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수

수할 때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통설에서도 전세금의

377) 곽윤직 편집대표(주 15), 192(박병대 집필); 고상용(주 148), 476; 양창수․김형석(주

172), 659; 지원림(주 15), 691; 양창수(주 15), 104.

378)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공2008상,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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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세금이 전세권목적물의 멸

실 외에 전세권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나 전세권자가 부

담하여야 하는 각종 관리비 등의 채권은 담보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동산

임대차에서의 보증금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

렵다. 더욱이 채권적 전세에 있어서의 전세금과 전세권에 있어서의 전세

금은 그 성질에 차이가 없는데,379) 채권적 전세의 전세금은 부동산임대

차의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전세금이 전세목적물 멸실 외의 사유로 인한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하면서도 전세금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그보다

훨씬 좁게 보아 채권적 전세에서의 임대인과 전세권에서의 전세권설정자

를 차별대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혹여 전세권의 경우 전세금에서 전세권목적물 멸실 외의 사유로 인한

채권을 공제하는 것을 부정하는 이유가 부동산임대차나 채권적 전세와

달리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자인 전세권자를 더욱 보호하기 위

하는 데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전세권은 종래 채권관계였던 관습

상 전세를 물권의 일종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전세권자의 전세권목적물

사용․수익권과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보장함으로써 전세권자를 보다 두

텁게 보호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지, 전세권자가 전세권목적

물을 훼손하거나 관리비를 미납하는 등으로 전세권설정자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경우까지 전세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한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물권자로서 전세권자를 보호하는 것과 전세

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문제는 서로 무관하다.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된 전세금의 금액을 믿은 전세권

반환채권의 (가)압류권자나 전세권의 양수인 또는 전세권근저당권자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가. 이 역시 부정적으로 답할

379) 박우동(주 3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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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전세금의 금액을 등기하는 이유는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효

력의 범위, 즉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의 상한을 공시함으

로써 전세권목적물에 후순위 권리를 취득하려는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380) 따라서

전세금액의 등기가 제3자에게 전세금이 그 등기된 금액대로 존속할 것이

라는 신뢰를 부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제3자가 등기된 전세금의

금액을 믿고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전세권을 양수하거나 전

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는 그 보호가치

가 없거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담보적 효력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

이익보다 현저히 적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세권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에는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목적물 멸실 외의 사유로 인한 채권이 파산

채권이 되고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가 제한되어 전세권설정자는 상계에 의하여 전세권목적물 멸실 외의 사

유로 인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으므로, 전세금이 사실상 전세권자

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과 같다는 통설의 설명처럼 그리 단언할 수

는 없다.

결국 이 문제는 결국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이 어느 범위의 전세

권설정자의 채권과 사이에 선급관계에 있는지, 즉 전세권자와 전세권설

정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전세금의 수수가 어느 범위의 채무에 대한 선급

성을 가지느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전술하였다시피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수수하는 의사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수수할 때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전세권목적물의 멸실 외에 전세

권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나 전세권자가 부담하여야 하

380)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등기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

해 [VII] 물권(4), 박영사 (2001), 19(박해성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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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종 관리비 등의 채권 역시 전세금반환채권과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의할 때 민법 제315조는 전세권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전세금반환채권과의 공제 대상인 채권의 하나로 예

시한 예시규정이라고 해석된다.

4. 전세금반환채권과 손해배상채권 등 간의 공제

전세권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

실․훼손되거나 관리비가 미납되고 전세권이 소멸할 때까지 전세권자가

이를 변제하거나 공탁하지 않아 그 채권이 잔존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

채권과 손해배상 등 채권 사이의 공제가 문제된다.

민법 제315조 제2항381)은 그 규정 형식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는 취지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임대차와 차이가

있다. 즉, 전세권이 소멸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전세금반환채권과 손

해배상 등 채권이 당연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설정자가 임의로

공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382) 전세권설정자가 공제권을 행사한 경

우에 한하여 공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 점에서 전세금반환채권을 정지

조건부 채권으로 구성하는 제학설은 명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381) 민법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

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382) 김용담 편집대표(주 148), 379(박순성 집필). 또한, 곽윤직 편집대표(주 15), 247(박

병대 집필); 곽윤직․김재형(주 148), 344; 김상용(주 15), 504; 김용한(주 15),

423-424; 김증한․김학동, 물권법(제9판), 박영사 (1997), 422; 지원림(주 15), 702는 전

세금으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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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자에 대하여 어떤 채권을 공제

할 것인지를 특정하여 의사표시로써 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제의

효과에 의하여 그 특정된 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은 대등액에서 소멸한

다. 그 결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잉여가 있으면 이를 전세권자에게 반환하

고, 부족이 있으면 전세권자에게 잔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로써 전

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이상으로 민법 제315조가 설명된다.

제 6 절 물품구매기본계약

물품구매기본계약에 기하여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선급

금의 수수는 대개 장차 구매자가 개별적인 물품주문에 따라 판매자에 대

하여 부담할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구매

자의 선급금반환채권과 판매자의 물품대금채권은 선급관계에 있게 된다.

참조판례4에서 선급금은 향후 납품하게 될 대금조로 미리 지급한 것이

고, 또한 선급금상환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은 상호 그 이행에 있어서 고도

의 견련성이 있다 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양 채권의 견련관계 중에서

도 선급관계를 일컫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선급금 수수 후 물품구매기본계약이 해제되는 등으로 거래관계가 종

료되면 선급금상환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이 현존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양

채권은 물품구매기본계약상의 공제예약383)에 기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

383) 참조판례4의 사안에서는 구매자(채무자)와 판매자(A기계)가 물품구매기본계약에서

선급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10개월 동안 A기계의 물품대금에

서 분할 상계처리하기로 하되 상호 거래관계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위

선급금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대법원은 A기계와 채무자 간의 거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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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연히 공제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이에 관하여 참조판례4는 판

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당시 판매자의 구매자에 대한 선

급금상환채무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채권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모두 소멸한다 는 취지로 판시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참조판례4가 설명된다.

제 7 절 항공기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관계

항공운송인은 항공기사고로 인한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항

공운송인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차 판

명될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선급금반환채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손해배상채권은 선급관계에 있게 된다.

이후 항공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현존하

는 항공운송인의 선급금반환채권과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손해배상채권이

항공운송인의 의사에 따라384) 공제에 의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그

결과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선급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그 차액을 항공운송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

대의 경우에는 항공운송인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그 차액의 손해배상

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상법 제906조가 설명

가능하다.

가 A기계측의 부도로 인하여 물품구매기본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기 전에

종료되게 된 이상 A기계로서는 분할 상계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선급

금 전액이 물품대금채권에 당연히 충당된다고 하였다.

384) 상법 제609조 제2항은 충당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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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특기할만한 점은 위 선급금이 현실적인 고려에 의하여 선급성이

의제된 것이라는 점이다. 항공기사고가 발생하면 관념적으로는 그 즉시

사고발생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 존부에 따라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므로 항공운송인의 선급금 지급은 실체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이거나 선의의 비채변제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엄격하게는 위 선급금은 그 명칭에도 불

구하고 선급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항공기사고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항공운송인의 잘못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어려

운 탓에 항공기사고 발생으로부터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가 밝

혀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통상이다.385) 이러한 현실적

인 이유에서 상법 제906조는 선급금의 선급성을 의제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 8 절 손해보험계약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체납보험료가 있으

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즉,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체납보험료채권과 피보험자의 보

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보험자의 공제 의사표시

에 의하여 양 채권이 공제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이상과 같이 상법

제677조를 설명할 수 있다.

전술하였다시피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보험자의 보험료채권은

385) 송옥렬(주 26),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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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에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이해된다. 이

때 보험금청구권과 공제 가능한 체납보험료채권은 보험사고를 일으킨 해

당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 기한 것에 한정되고, 보험자

는 보험사고를 일으킨 보험목적물 외에 다른 물건에 관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체납보험료채권을 당해 보험금지급채무에서 공제할 수는 없

다.386) 서로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상의 체납보험료

채권과 보험금청구권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상법 제677조는 계속보험료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때에

의미가 있고 계속보험료의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속보험료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하고 있어 본조와 같은 규정이 필요

없으므로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387)가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한 도산절차가 개시되거나 보험금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등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때라도 보험자가 체납보험료

채권을 보험금지급채무에서 공제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제 9 절 종신정기금계약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기금채권자에 의하여 종신정기금계약이 해제되면, 계약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관계로서 정기금채권자의 정기금채무자에 대한 원본반

환채권과 원본에 대한 이자채권이 발생하고, 반대로 정기금채무자의 정

386)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공1999, 527).

387) 정동윤 편집대표(주 21), 449(맹수석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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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채권자에 대한 기 수수된 정기금의 반환채권이 발생하여 양 채권이

현존하게 된다.388) 그와 동시에 이자채권과 정기금반환채권은 당연 공제

되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 결국 정기금채권자는 그 차액에 해당

하는 잔존 정기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상으로 민법 제727조 제1

항이 설명된다.

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금채권자

는 정기금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인데,389) 이는 원본의 이자채권이 정기금채권자에게 일단 발생하여 현존

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밖에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

만일 고액의 원본을 수령한 정기금채무자가 극히 소액의 정기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종신정기금계약이 해제되어 정기금채권자가 지급받은

정기금이 원본에 대한 이자에조차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기금채무자의 정기금채권자에 대한

정기금반환채권은 공제되어 전부 소멸하고, 반대로 정기금채권자는 정기

금채무자에 대하여 잔액에 해당하는 이자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기금채권자는 정기금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정기금채무자가 부담하는 원본에 대한 이자채무의 소멸

에 관한 규정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388) 정기금채권자가 이미 지급받은 정기금에 대한 각 수령일부터의 이자채무는 면제된

다는 점은 전술하였다.

389) 김용담 편집대표(주 18), 175(한삼인 집필); 김기선(주 28), 330. 일본 민법 제671조

제1항에 관한 설명으로는 鈴木祿彌 編集(주 17), 219(山崎賢一․田中恒郞 집필); 宗宮

信次(주 120),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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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논의의 정리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공제 란, 견련관계에 있는 양 채권을 대등

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여기에서 견련관계라고 함은

구체적으로 양 채권이 선급관계, 대가관계 또는 원상회복관계에 있는 경

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제는 민법전, 상법전 그리고 특히 다수의 판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영미법과 독일에서 공제의 법 개념을 상계와 구분

하여 인식하고 있다. 공제는 양 채권의 현존, 견련관계, 의사표시를 그

요건으로 하고, 공제의 효과로서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 또, 상

계와 달리 공제는 양 채권이 대립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소급효가 없으

며, 무엇보다도 도산절차에서의 상계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민법상

지급금지채권이나 압류금지채권의 상계금지의 적용이 없다.

이처럼 공제를 독자적인 채권소멸원인으로 이해하면 공제가 이루어지

고 있는 부동산임대차, 공사도급계약, 보험약관대출, 전세권, 물품구매기

본계약, 항공기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관계, 손해보험계약, 종신정기금계약

등의 기존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

이와 같은 공제가 가진 뚜렷한 특징과 실익은 공제를 다른 채권소멸

원인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채권의 소멸 원인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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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제의 확대적용가능성

앞서 논한 바와 같이 공제는 부동산임대차, 공사도급계약, 보험약관대

출, 전세권, 물품구매기본계약, 항공기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관계 등과 같

이 양 채권이 선급관계에 있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제의 법리의 적용범위를 이러한 특정 몇몇의 법률관계에 한

정시킬 이유는 없다. 미국의 Waldschmidt v. CBS, Inc.390)에서 음반회사

가 음반계약에 기하여 음악가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장래의 저

작권사용료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한 예처럼, 양 채권이 선급관계에 있

다면 공제의 법리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공제의 법리를 양 채권이 선급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인정하고 있다. 공제의 고양된 담보적 효력 내지 우선변제적 효력

을 고려하면 공제의 적용범위를 가급적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

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판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 탓에 공제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상법 제677조처럼 양 채권

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나 종신정기금계약에 관한 민법 제727조

제1항과 같이 원상회복관계에서 일반 조항에 의할 때 생기는 폐해를 해

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 채권이 선급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공제의

법리를 확대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면화선물거래

에 있어 매수인이 면화대금채무에서 매도인에 대한 인도된 면화의 수량

부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공제하는 것을 인정한 Matter of

McDonald391)와 타이어공급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타이어대금채무에서

390) 14 B.R. 309, 313 (M.D. Tenn. 1981).

391) 224 B.R. 862, 867 (Bankr. S.D. Ga. 1998). 매도인은 면화를 수확하기 전 매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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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 대한 품질보증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공제하는 것을 인

정한 Matter of Pennsylvania Tire Co.392), 임차인이 문제없이 전대할

수 있다는 임대인의 사기적 권유로 인하여 필요한 면적을 초과하여 임차

한 사안에서, 임차인이 장래 차임채무에서 임대인에 대한 전대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공제하는 것을 인정한 Matter of Holford393)등의

미국의 사례는 참조할 만하다.

또한, 양 당사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법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계산상 오류나 착오에 의하여 교부자가 의도하지 않게 당

기분 채무액을 초과하여 금전을 지급한 때에도 수령자에 대한 그 초과지

급금반환채권과 차기분 채무 사이에 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

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계속적 원유거래관계에서 매수인이 초과

지급한 기존 인도분에 대한 원유대금을 매도인의 차기 인도분 원유대금

채무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한 In re B & L Oil Co.394)를 참조할 만

하다. 이와 유사한 예로 대법원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고 판시하였

고,395) 같은 취지에서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

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한 계산방식이 올바른 것이 못되어 일부 법

정수당은 오히려 초과지급되고 다른 일부 법정수당은 과소지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하여 지급된 만큼은 지급되지 아니한 다른

게 면화 300꾸러미를 파운드당 70 내지 75센트에 매도하였는데, 이후 폭우로 인하여

106꾸러미만 수확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전체 300꾸러미에 대한 매매대금

34,404.65달러를 청구하자, 매수인은 매도인이 면화 194꾸러미의 인도를 불이행함으로

인한 손해 28,619.90달러의 공제를 주장한 사안이다.

392) 26 B.R. 663, 676 (Bankr. N.D. Ohio 1982).

393) 896 F.2d 176, 178 (5th Cir. 1990).

394) 782 F.2d 155 (10th Cir. 1986).

395)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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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당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라고 하였다.396) 이에 의할

경우에는 공제에는 압류금지채권의 상계금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초

과지급된 금액 전부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다.397)

제 3 절 결언

과거 로마법학자들은 상계를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액을 가감하여

잔액을 산정하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순한 계산활동으로 보아 심지어 상계

를 법 개념으로조차 사용하지 않았고,398) 이후에도 상계를 변제나 대물

변제 등으로 법률적 구성을 하는 견해가 존재하였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상계를 독자적인 채권소멸원인으로 이해하는 데에 이론이 없으며399) 민

법전에 전형 채권소멸원인 중 하나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공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공제를 독자적인 채권소멸

원인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지 견련관계 있는 양 채권․채무액을 가감정

산하는 계산활동이라고 보고 조건과 같은 기존의 법률적 도구를 이용하

여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 차원의 문제로 공제의 법리구성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러한 시도가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보

39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8737 판결(공1993, 3072);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다53276 판결(공1995, 63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공1995, 2516);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공1998, 1960).

397) 한편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상, 1132)은 민

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및 민법 제497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

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398) 현승종․조규창(주 129), 912.

399) 곽윤직 편집대표(주 7), 346-347(윤용섭 집필); 김기선, 한국채권법총론(제3전정판),

법문사 (1987), 348; 김주수, 채권총론(제3판 보정판) [민법강의III], 삼영사 (2003),

508; 磯村 哲 編集, 注釋民法 (12) 債權(3), 有斐閣 (1974), 375-376(中井美雄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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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는다.

�진리는 항상 사물의 복잡함이나 혼란에서가 아닌 단순함에서 발견된

다.�400)라는 아이작 뉴턴401)의 말이 있다.

공제를 채권소멸원인으로 인식할 경우 공제가 이루어지는 법률관계

일반을 복잡한 법리구성 없이도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공제

를 하나의 독자적인 채권소멸원인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가장 주된 이유

라고 하겠다.

이로써 공제의 법률관계를 체계화하고자 시도한 본 연구의 목적은 일

단 달성하였다고 생각된다. 공제의 법리, 특히 견련관계의 유형이나 공제

의 확대적용가능성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

기로 하고 본 연구를 마치려 한다.

400) 원문은 다음과 같다. “Truth is ever to be found in simplicity, and not in the

multiplicity and confusion of things.”

401) Sir Isaac Newton (1643. 1. 4.∼1727.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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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upment, or deduction, in Korean law is comprehended as a legal

factor extinguishing closely related claims up to corresponding amount

by a declaration. The “closely related” claims indicate concretely

where two claims are in advance-payment relations, reciprocal

relations, or restitutive relations. By this point, recoupment is a cause

of extinction of claims which is not stipulated in Korean Civil Code.

Recoupment is based on individual provisions of Korean Civil Code

§ 315, § 727 and Korean Commercial Code § 677, § 906. It is,

however, figured out specifically from case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cerning lease, construction, insurance loan, etc. Also,

recoupment can be found in Common law, in German Civil law as

Anrechnung, and in Japanese cases covering deposit for lease and



- 154 -

insurance loan.

Recoupment requires existence of closely related claims and

declaration. As a result of recoupment, the claims are extinguished up

to corresponding amount.

Recoupment and set-off share several aspects in common, but

recoupment differs from set-off in that mutuality is unnecessary.

Especially recoupment is unaffected by a discharge in bankruptcy and

has no retroactive effect. Moreover, recoupment is not restricted by

prohibitions of set-off in Korean Civil Code § 479, § 478, etc.

Keywords : Recoupment, Deduction, Close relations, Set-off,

Deposit for lease, Advance payment, Insurance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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