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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요어 : 근저당권, 공동근저당권, 누적적근저당, 이시배당, 피담보채

권의 확정, 피담보채권의 범위

학 번 : 2014-22774

공동근저당은 각 부동산의 담보 가치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개별 부동

산의 멸실 · 손상 위험 분산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거래계에서 유용한

담보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근저당권의 특성은 공동근저당권자에게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공동근저당권자가 최대한 담보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

록 그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만 치중한다면 자칫 그 담보목적물의 후순위

저당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 또는 정당한 기대 등을 침해할 우

려가 있다.

더욱이 공동근저당권자는 그 순위에 따라 어떤 부동산의 대가에서도 우

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배당 금액의 환가 순서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그 법적 지위가 좌우되

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한다.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저당권

실행에 따른 배당을 함에 있어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조절, 공평한 배

분이라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저당과 관련

하여서는 민법 제357조를 두고 있는데, 이 규정과 민법 제368조만으로는

공동근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관한 다양한 문

제들을 짚어보고, 특히 이시배당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 ii -

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공동근저당권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론을 제시한다. 먼저 공동저당의 취지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누적적 공

동저당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일본 민법

과 같이 ‘제368조의 규정은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그 설정과 동시에 동일

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취지의

등기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둘째, 근저당권 확정사유가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2004년 민법개정안, 2014년 민법개정시안을 통해 충분히 논

의된 만큼, 별도의 입법론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셋째, 민법 제368조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공동담보 목적물의 소유관계

에 따라 공동저당물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민

법 제36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와 ‘공동근저당에도 민법 제368조가 적용

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데, 이중 공동근저당에도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앞서 첫 번째로 살펴본 부분에서

함께 입법론을 제시하였고, 소유관계에 따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

368조 제1항을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동일한 소유자 소유의 수개의 부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

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로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넷째,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변제자대위가 충돌하는 경우 무엇을 우

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민법을 참조하여 ‘대위는 제3자가 저당권 설정을 위해 제공한 물건에 대

해서는 행사될 수 없다’를 신설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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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공동근저당은 각 부동산의 담보 가치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개별 부동

산의 멸실 · 손상 위험 분산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거래계에서 유용한

담보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공동근저당권은, 목적물 하나하나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담보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담보가치가 피담보채권을 상회하도록 함으로

써 담보가치를 합산할 수 있다. 또한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가격 하

락 등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그 위험을 다른 목적물로 분산할 수 있

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거래계에서는 공동근저당권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근저당권의 특성은 공동근저당권자에게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공동근저당권자가 최대한 담보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

록 그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만 치중한다면 자칫 그 담보목적물의 후순위

저당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 또는 정당한 기대 등을 침해할 우

려가 있다.

더욱이 공동근저당권자는 그 순위에 따라 어떤 부동산의 대가에서도 우

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배당 금액의 환가 순서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그 법적 지위가 좌우되

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한다.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저당권

실행에 따른 배당을 함에 있어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조절, 공평한 배

분이라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저당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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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서는 민법 제357조를 두고 있는데, 이 규정과 민법 제368조만으로는

공동근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공동근저당권에 관한 다양한 문

제들을 짚어보고, 특히 이시배당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

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1. 연구의 범위

공동근저당은 부동산 이외에 선박,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권을 그 목적

으로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공동근저당을

대상으로 논의를 한다.

2. 연구의 구성

제2장에서는 공동근저당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본다. 특히 근저당권의 경

우 일반 저당권과 달리 구체적인 채권액이 정해지지 않고 채권최고액이

정해져 공시되고 향후 결산기에 피담보채권액이 결정되는데, 채권최고액

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와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이러한 채권최고액의 의

미가 목적물이 수개인 공동근저당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또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그리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민법(재산편)

개정이 추진되었는바,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논의된 민법개

정(시)안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현행 민법은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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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판례․학설상으로 인정되는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확정사유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민법개정안에서

검토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확정사유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이해관계의 조정을 규정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취지를 살펴보고, 민법 제368조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수개의 담보목적물의 소유관계에 따른 적용문제와 공동근저당권에도 민

법 제368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공동근저당권과 관련된 문제 중 특히 이시배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일본에서의 논의를 살

펴보고, 이후 ‘공동근저당에 있어서 일부의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피담보

채권 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머지 담보목적물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되

는지’, ‘누적적 근저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시배당에서 공동근저당권

자가 일부의 만족을 얻은 경우의 법적 처리 문제’, ‘공동근저당권자가 채

무자의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로서 변제받은 것이 임의변제에 해

당하는지에 관한 문제’ 등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입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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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공동근저당 일반론

제 1 절 공동근저당 의의 및 현황

1. 의의

가. 광의의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를 광의의 공동저당이라 한다.

광의의 공동저당은 그 목적물이 동종의 것이든 이종의 것이든 가리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수개의 부동산, 여러 대의 자동차,

수개의 광업권 등과 같이 동종물인 경우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선박, 지

상권과 광업권 등과 같이 서로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1)

나. 협의의 공동저당

협의의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수개의 저당물이 모두 부동

산이거나 동종물인 경우를 뜻하게 된다.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지만, 그 여러 개의 부동산상

에 하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마다 1개의 저

당권이 있고, 각각의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같기 때문에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채권이란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한 발생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1)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Ⅶ) 물권(4), 박영사(1992), 160-161면.



- 5 -

채권으로서 그 급부내용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2)

공동저당은 반드시 각 부동산 위에 동시에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

고 이른바 추가담보로서 때를 달리하여 설정될 수도 있다. 또한 목적물

은 모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무

방하고 또 목적물에 있어서의 공동저당권의 순위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

가 없다.3)

2. 현황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거래상 한꺼번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상

으로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주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공동

저당의 목적으로 함으로써 각각의 담보가치를 평가받고 그 매각이 용이

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4) 공동저당은 근저당의 형식으로 체결될 수도 있

다. 공동근저당권은 물적 담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담보수

단임에도 불구하고,5) 공동저당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368조,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357조의 조문뿐이어서 공동근저당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들은 학설, 판례에 거의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6)

3. 근저당권에 관한 민법 개정(시)안

가. 민법 개정 경과 및 추진배경 등

2) 김형석, “공동저당의 실행과 이해관계의 조정-민법 제368조 재론-”, 서울대

학교 법학 제57권 제4호(2016. 12.), 68면.

3) 이우재,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의 제문제, 진원사(2008), 939면.

4) 김형석 (註 2), 58면.

5) 김재형, 근저당권연구, 박영사(2000), 1, 2면; 이동명, “근저당권의 문제와 민

법개정안의 검토”, 민사판례연구 26권, 민사판례연구회(2004. 2. 15.), 1면에

의하면, 특히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84. 1. 1. 이후 가등기의

이용이 저조해지면서 근저당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

6) 김재형 (註 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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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 민법개정의 경과와 추진배경

우리 민법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공포(1960. 1. 1.

시행)된 이후 2004년 민법개정안 작업이 본격화된 1999년에 이르기까지

9번의 민법개정이 있었으나 8번은 가족법, 부칙의 개정을 하였고 1번은

재산법 분야 중 전세권과 구분지상권에 대한 부분적인 개정만 있었을 뿐

이다. 그 결과 변화된 사회경제의 각종 현상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법무부는 민법개정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7)

법무부는 1999년 2월에 민법개정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11인

으로 구성된 민법(재산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민법개

정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민법(재산법)개정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을 제외한 12인의 위원을 각각 6인으로 구성된 2개의 소위원회로 나누어,

제1소위원회는 총칙편과 물권편의 개정안을 주로 연구하였고, 제2소위원

회는 채권편의 개정안을 주로 연구하였다. 위원회는 5년간 연구하여 2004

년 법무부에 그 연구결과를 민법개정안으로 제출하였고, 이 개정안은 2004

년 10월 21일 정기국회에 정부제안 법률안으로 상정되었다.8)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9)

2) 2014년 민법개정의 경과와 추진배경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4년 민법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변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민법전이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여기에 더 나아

가 세계 각국이 변화된 흐름을 반영하여 민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등

7) 이동명 (註 5), 1면.

8) 이하에서는 이를 ‘2004년 민법개정안’이라 함.

9) 이동명 (註 5), 20면; 서민, “민법 개정의 목표 및 개정연구의 현황”, 민사법

연구 18권 10호, 대한민사법학회(2010.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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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04년 민법개정안 2014년 민법개정시안

변화의 물결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재산편의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껴 2009년 2월 4일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법개

정위원회는 2014년 2월 민법개정시안을 완성하였다.10) 다만 2004년 민법개

정안 전체를 한꺼번에 국회에 제출했다가 국회의 무관심 속에 전부가 폐

기된 것을 고려하여, 2014년 민법개정시안의 경우 그 안을 일부씩 나누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선택하였다.11)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부분은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부

터 시행되고 있다. 반면 법인과 시효제도에 관한 부분은 2011년 6월 22일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19대 국회가 열린 후 정부는

2013년 7월 17일 유치권에 관한 개정안, 2014년 3월 25일 보증계약과 여행

계약에 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2014년 10월 24일 법인에 관한 개정안

을 다시 제출하였다. 이중 보증계약과 여행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안은 국회

를 통과하여 2015년 2월 3일 공포되어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반면 유치권과 법인에 관한 각 개정안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12)

근저당권이 포함된 개정시안은 개정안으로 제출된 바 없기에 결과적으로

역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나. 2004년 민법개정안, 2014년 민법개정시안 중 근저당권에 관한 부분

소개

1) 제357조(근저당권)13)

10) 이하에서는 이를 ‘2014년 민법개정시안’이라 함.

11) 이동명 (註 5), 8면; 권영준,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서울대학

교 법학 제55권 제4호(2014. 12.), 150면; 김재형, “특집: 민법개정안의 몇 가

지 쟁점에 관한 고찰; 계약의 해제, 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

정안”,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4호(2014. 12.), 4면.

12) 권영준,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 해설(민법총칙․물권편)”, 미공간, 9, 10면.

13) 條의 표기는 2014년 민법개정시안을 기준으로 하고, 이하 항에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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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근저당) ① 저당

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

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

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

전을 저당권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

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

입한 것으로 본다.

제357조(근저당권)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

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

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제357조(근저당권)

현행과 같음

현행 2004년 민법개정안 2014년 민법개정시안

<신 설>

제357조의3(피담보채권의 범

위 등의 변경)

①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

는 채권의 범위는 원본의 확

정 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

다. 채무자의 변경에 관하여

도 같다.

② 제1항의 변경을 함에는 후

순위권리자 그 밖의 제3자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57조의2(채권최고액 등의

변경)

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어 변

경할 수 있다.

② 원본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또는 채무

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현행 2004년 민법개정안 2014년 민법개정시안

<신 설>

제357조의6(근저당권의 공동

귀속)

① 근저당권이 수인에 속하

는 경우에 근저당권자는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

를 받는다. 그러나 원본의 확

제357조의4(근저당권의 공동

귀속)

① 근저당권이 수인에 속하

는 경우에 근저당권자는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

를 받는다. 그러나 원본의 확

2) 제357조의2(채권최고액 등의 변경)

3) 제357조의4(근저당권의 공동귀속)



- 9 -

정 전에 다른 비율을 약정하

거나 근저당권자 중 일부가

먼저 변제를 받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각 근저당권자는 다른 근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

35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

다.

정 전에 변제를 받을 비율․

순위 그 밖의 공동근저당권

의 행사에 관하여 달리 약정

한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근저당권이 수인에 속하

는 경우에 각 근저당권자는

다른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제357조의3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현행 2004년 민법개정안 2014년 민법개정시안

<신 설>

제357조의7(채권양도, 채무인

수 등과 근저당권)

① 원본의 확정 전에 근저당

권자로부터 개별채권을 취득

한 자는 그 개별채권에 관하

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

다. 원본의 확정 전에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자도 같다.

② 원본의 확정 전에 개별채

무의 인수가 있는 때에는 근

저당권자는 인수인의 개별채

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행

사할 수 없다.

제357조의5(채권양도, 채무인

수 등과 근저당권)

① 원본의 확정 전에 근저당

권자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자는 그 채권에 관하여 근저

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본

의 확정 전에 채무를 변제하

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자도

또한 같다.

② 원본의 확정 전에 채무의

인수가 있는 때에는 근저당

권자는 인수인의 채무에 관

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행 2004년 민법개정안 2014년 민법개정시안

<신 설>

제357조의8(상속과 근저당권)

① 원본의 확정 전에 근저당

권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

된 때에는 근저당권은 이미

제357조의6(상속과 근저당권)

① 원본의 확정 전에 근저당

권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

된 때에는 근저당권은 이미

4) 제357조의5(채권양도, 채무인수 등과 근저당권)

5) 제357조의6(상속과 근저당권)



- 10 -

존재하는 채권을 담보한다.

상속인과 근저당권설정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취

득하는 채권도 담보하는 것

으로 약정할 수 있다.

② 원본의 확정 전에 채무자

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

에는 근저당권은 이미 존재

하는 채무를 담보한다. 근저

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부

담하는 채무도 담보하는 것

으로 약정할 수 있다.

③ 제357조의3 제2항의 규정

은 제1항 및 제2항의 약정에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약정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 6개월

내에 이를 등기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담보할 원본은 상

속개시시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존재하는 채권을 담보한다.

상속인과 근저당권설정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취

득하는 채권도 담보하는 것

으로 약정할 수 있다.

② 원본의 확정 전에 채무자

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

에는 근저당권은 이미 존재

하는 채무를 담보한다. 근저

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부

담하는 채무도 담보하는 것

으로 약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약정에

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요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약정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등기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담보할 원본은 상

속이 개시된 때에 확정된 것

으로 본다.

현행 2004년 민법개정안 2014년 민법개정시안

<신 설>

제357조의9(합병과 근저당권)

① 원본의 확정 전에 근저당

권자 또는 채무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근저당

권은 이미 존재하는 채권 또

는 채무 외에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

여 설립되는 법인이 취득하

는 채권 또는 부담하는 채무

제357조의7(합병과 근저당권)

① 원본의 확정 전에 근저당

권자인 법인에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근저당권은 이미 존

재하는 채권 외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취

득하는 채권을 담보한다.

② 원본의 확정 전에 채무자

6) 제357조의7(합병과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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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근저당권

설정자는 담보할 원본의 확

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는 때

에는 담보할 원본은 합병시

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청구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합병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합

병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인 법인에 합병이 있는 때에

는 근저당권은 이미 존재하

는 채무 외에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

여 설립되는 법인이 부담하

는 채무를 담보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에 근

저당권설정자는 부담할 원본

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인 근저당권설

정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청구가 있는 때

에는 부담할 원본은 합병시

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청구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합병이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는 이를 할 수 없다. 합병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

한 때에도 같다.

현행 2004년 민법개정안 2014년 민법개정시안

<신 설>
개정논의가 있었으나 개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제357조의8(법인의 분할과 근

저당권)

① 원본의 확정 전에 근저당권

자인 법인을 분할하는 때에는

근저당권은 분할시에 존재하는

채권 외에 분할되는 법인, 설

립되는 법인 또는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이 분할 후에 취

득하는 채권을 담보한다.

② 원본의 확정 전에 채무자인

7) 제357조의8(법인의 분할과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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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분할하는 때에는 근저

당권은 분할시에 존재하는 채

무 외에 분할되는 법인, 설립

되는 법인 또는 권리의무를 승

계하는 법인이 분할 후에 부담

하는 채무를 담보한다.

③ 제357조의7 제3항 내지 제5

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행 2004년 민법개정안 2014년 민법개정시안

<신 설>

제357조의10(원본의 확정청구)

①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

권설정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담보할 원본의 확정

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할 원본의 확정시기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

에는 담보할 원본은 그 청구

시부터 2주일이 경과함으로

써 확정된다.

③ 제1항 본문의 확정청구권

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제357조의9(원본의 확정청구)

①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

권설정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원본의 확정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본

은 그 청구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확정된다.

② 근저당권자는 언제든지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원본은 그 청구

시에 확정된다.

③ 제1항의 확정청구권은 미

리 포기하지 못한다.

④ 제1항, 제2항은 원본의 확

정시기를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 2004년 민법개정안 2014년 민법개정시안

<신 설>

제357조의11(원본의 확정사유)

① 근저당권이 담보할 원본

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확

제357조의10(원본의 확정사유)

① 근저당권이 담보할 원본

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확

8) 제357조의9(원본의 확정청구)

9) 제357조의10(원본의 확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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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1. 담보할 원본이 더 이상 발

생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

에 대하여 경매 또는 제

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42조에 의한 압류를 신

청한 때. 다만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압류가 있는 때

에 한한다.

3.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한 때

4.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

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음을 안 날로

부터 2주간이 경과한 때

5.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자가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절

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때

② 제1항 제4호의 경매절차

의 개시 또는 압류나 제5호

의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

절차의 개시결정이 그 효력

을 잃은 때에는 담보할 원본

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본이 확정된

것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정된다.

1.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

에 대하여 경매 또는 제

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42조에 의한 압류를 신

청한 때. 다만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압류가 있는 때

에 한한다.

2.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

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한 때

3.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

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

4.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자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때

② 제1항 제3호의 경매절차

의 개시 또는 압류나 제4호

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의 개시결정이 그 효력을 잃

은 때에는 원본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

본이 확정된 것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

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현행 2004년 민법개정안 2014년 민법개정시안

10) 제357조의11(채권최고액의 감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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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357조의12(채권최고액의 감

액청구) 원본의 확정 후에 근

저당권설정자는 채권최고액

을 현존하는 채무액과 이후

1년간 발생할 이자, 위약금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

해배상액의 범위로 감액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7조의11(채권최고액의 감

액청구) 원본의 확정 후에 근

저당권설정자는 채권최고액

을 현존하는 채무액과 이후

2년간 발생할 이자, 위약금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

해배상액의 범위로 감액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2004년 민법개정안 2014년 민법개정시안

<신 설> 개정논의가 없었음.

제357조의12(물상보증인의 근

저당권소멸청구권)

①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자는 그 채

무가 확정된 후에 근저당권자

에게 최고액의 한도에서 그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

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1) 제357조의12(물상보증인의 근저당권소멸청구권)

다. 소결

2004년 민법개정안과 2014년 민법개정시안에는, 본고에서 검토하는 공

동근저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제357조의10(원본의 확정사유)’ 이외

에는 개정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3장~5장에서 검토한

문제(쟁점)와 관련하여 6장에서 입법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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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동근저당의 성립요건

1.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

가. 설정계약의 체결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채권자(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따라 각 부동산마다 저당권이 성립

하게 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에는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정하고 피담보채권액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

권에 있어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설정계약 시 반드시 정하여야 하나, 피

담보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 등은 필수 요소가 아니기에 설정

계약 시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14)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

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그 기

간이 만료되면 그 시점에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15)

나. 피담보채권

공동저당은 각 저당권마다 피담보채권이 동일하여야 하는데, 피담보채권

이 동일하다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 채권발생원인, 담보범위가 동일한 것

을 의미한다. 공동저당에서의 각 저당권의 담보범위가 완전히 일치하지

14) 편집대표 김용담, 주석민법 물권(4), 한국사법행정학회(2011), 84면(김재형

집필부분).

15)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또는 기본계약에서 결산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저당권설정등

기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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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공통되는 범위에서는 공동저당이 성립한다.16)

2. 공동근저당권 등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

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1항).17) 수개의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2항, 제3항).

이처럼 부동산등기법이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① 공동저당은 복수의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동일성에 의하여 결속되어

있는 것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각 저당권

의 설정등기가 각 부동산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호간의

결속관계를 공시할 필요가 있고, ② 후순위저당권자 등이 공동저당물의

남은 담보가치를 파악하여 남은 담보가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동담보관계를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18)

등기부에 공동담보관계가 공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각 저당권이 공동저당관계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어 배당절차

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획일적·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매절

차에서 민법 제368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저당의 목적물에 그 공동

16) 편집대표 김용담 (註 14), 247면.

17) 이처럼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이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반면, 기본계약의 기재는 필요적 기재사항

에서 제외되어 있어 근저당권이 단순히 최고액저당권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류창호, “근저당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민

법개정안과 일본민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사법학(37), 한국민사법학회

(2007. 6.), 215면].

18) 편집대표 곽윤직 (註 1), 174-176면.



- 17 -

저당관계가 공시될 필요가 있기에 공동저당관계의 등기가 있어야 공동저

당이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와,19) 피담보채권에 부종되지 않는 저당권의

존립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민법에서는 수개의 저당권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이상 공동저당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동저당관계의 등기

가 있어야 비로소 공동저당이 성립하거나 공동저당관계를 주장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견해가 있다.20)

대법원 판례는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근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 부동산등기법 제149조는 같은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담보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각 부동산

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

당 구 사항란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공동저당권

의 목적물이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등

기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수 개의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동일

성에 의해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취지를 공시함으로써 권리관계를 명확

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

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1)

또 위 2008다57746 판결은, '동일한 기본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동근저당권이 성립

하기 위해 그 채권최고액이 동일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근저당권설정

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서 동일한 기본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을 중

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에는 ...

그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는 각 채권최고액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

동근저당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19) 도제문, “금융실무상 공동저당에 대한 일고”, 금융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3. 12.), 297, 298면.

20) 이우재 (註 3), 948면.

2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57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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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피담보채권에 부종되지 않는 저당권을 허용하지 않기에 수개의

저당권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이상 법률상 당연히 결속되어 공동저

당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동저당관계의 등기가 있어야 비로소 공동

저당이 성립하거나 공동저당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타당하다.22)

법원의 등기실무도 수 개의 저당물을 공동근저당으로 결속시키기 위한

본질적 요소로서 기본계약이 동일할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기본계약

이 동일하다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 기본계약의 내용, 채권최고액 등이

수개의 저당물에 대하여 동일함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23)

이에 따르면 동일한 기본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

하기 위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구)부동산등기법 제

149조에 따른 공동저당관계의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그 수개의 근저당권

사이에 공동근저당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종래에는 공동저당 관계의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공동저당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입법이 필요

하다.

제 3 절 공동근저당의 특성

1. 독립성

공동근저당의 경우 각각의 저당물마다 별개의 근저당권이 성립한다. 즉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 저당물마다 1개씩의 근저당권이 성립한

22) 편집대표 김용담 (註 14), 250면.

23) 이준현, “공동근저당권자에 대한 일부 담보목적 부동산의 우선배당과 나머

지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효력”, 최신판례분석 67권 1호, 법조협회(2018.

2.), 6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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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24) 따라서 각각의 저당권이 성립하는지는 각 저당

권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 각 저당권의 성립의 시기나 저당권의

순위가 서로 달라도 무방하며, 어느 저당권의 성립의 하자는 다른 저당권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5) 다만 공동근저당권의 경우 이러한 독립성은

공통의 피담보채권을 담보한다는 목적으로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26)

2. 피담보채권의 중첩성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각 저당물은 피담보채권으로 공시된 채권액의

전부를 담보하기 때문에 동일한 채권이 수개의 부동산의 수만큼 중첩적

으로 담보된다.27) 공동저당권자는 복수의 저당권을 동시에 전부 실행하

거나 일부만을 골라서 각각 다른 시기에 실행할 수 있고, 일부만을 실행

하는 경우에도 그 경매대가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

다.28)

이처럼 공동근저당권은, 목적물 하나하나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에 미

치지 못하는 경우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담보로 잡음으로써 그 담보

가치가 피담보채권을 상회하도록 하는, 담보가치합산기능이 있다.29)

3. 저당권의 연대성

24) 김석우, “공동근저당권에 관한 고찰”, 민사법과 환경법의 제문제, 박영사(1986),

202면.

25) 이준현 (註 23) 656면.

26) 김석우 (註 24), 202면.

27) 편집대표 곽윤직 (註 1), 160-165면.

28) 김병두, “다수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법률관계”, 재산법연구 제25

권 제1호(2006), 133면; 김석우 (註 24), 202면.

29) 이준현 (註 23), 656면; 또한 담보목적물 중 멸실, 훼손, 가격 하락 등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생기거나 경제계의 사정 등으로 경매가 곤란한 것이

생기는 경우 다른 부동산으로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위험분산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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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을 이루는 근저당권은 각각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고, 피

담보채권은 복수의 근저당권 전부에 의하여 담보된다. 이러한 연대성은

복수의 근저당권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한다는 점과 각 근저당권이 불가

분성을 가진다는 점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서 채권을 보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담보하고자 하는 공동저당의 특성에 기인한다.30)

공동근저당권자는 그 채권을 완제 받을 때까지 임의의 순서대로 각각의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공동근저당권자가 복수의 저당

권을 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 그침

은 개념상 당연하다.31)32)

4. 저당권으로서의 통유성

가. 우선변제적 효력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

공한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저당

권자가 저당 목적물의 환가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저당권의 본체적 효력이다. 이러한 우선변제

권은 저당권자가 스스로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경매가 실행되거나 공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환가가 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이를 저지할 수 없는 대신 그 우선순위

에 따라 환가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근저당권이라 함은 그 담보할 채권의 최고

30) 편집대표 곽윤직 (註 1), 160-165면.

31) 김석우 (註 24), 202면.

32) 이러한 연대성으로 인하여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 별로 분

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등기가 되도록 함으로써 각 부동산 사이의 공동담

보관계를 해소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는 현행 등기법상 인정되지 않

는다[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Ⅱ(2015), 4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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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

고, 이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

사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것이 요구될 뿐 그 본

체적 효력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은 저당권과 다를 바가 없다.33)

나. 불가분성(제한)

저당권의 경우 담보권자는 그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가분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민법 제370조,

제321조). 그러나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그 권리행사와 배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에 의하여 불가분성이 제한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즉 동시배당의

경우 저당권자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얼마를 변제받을 것인가

를 결정할 수 없고,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

권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므로, 저당권의 불가분성이

제한된다.34)

다. 부종성과 수반성(완화)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그 성립 시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계

약과 채권최고액만 특정될 뿐 구체적인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산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알 수 있으

며, 결산기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개별적인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357조 제1항). 한편 결

산기에 이르러 피담보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설정시에 약정한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담보한다.35) 공

33)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34) 김석우 (註 24), 202면.



- 22 -

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보통의 저당권과 같이 구체적으

로 특정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공동근저당관계에 있는 복수의 근

저당권 모두가 담보한도인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36)

제 4 절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 개설

근저당권이 아닌 일반 저당권은 특정액의 채권을 담보하지만 근저당권

은 최고액만을 정하여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장래 정해질 채권을 담보한

다.

근저당권에 있어서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피담보채권의 구체적인 범위까지는 기재하지 않는데, 피담보채권

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고, 근저당권에서 최고액을 정하여 두는 의

미를 고려하여 최고액이 갖는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2. 피담보채권의 결정기준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

라 1차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정해질

것이나,37)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360조에 따를 것이다.

민법 제360조 본문에 따르면 근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

35) 이준현 (註 23), 656면.

36) 편집대표 김용담 (註 14), 242면.

37) 김재형 (註 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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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게 된다. "지연배

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360조 단서가 근저당권에 적용되는지

문제되나, 통설은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이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기에, 근저당권의 경우 민법 제36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38) 근저당권의 경우 1년 이상의 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

의 범위 내에서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39)

3. 채권최고액의 구체적 의미

가. 의의

근저당권은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의 채권을 담보한다. 근저당권설정등

기에는 피담보채권액은 기재되지 않고 최고액만이 기재된다(부동산등기

법 제75조 제1항, 제2항).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실제의 채권액이 최고액에 미달한 때에는

확정액에 한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실제 채권액이 최고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다고 볼 것인지(최고액의 의미를 피담보채권액의 한도로 보는 견해), 아

니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기는 하나 우선변제권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최고액의 의미를 우선변제권의 한도로 보는 견해) 문제된다.40)

통설은 근저당권에서의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

권의 한도액, 즉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라고 이해

한다.41)

38) 편집대표 곽윤직 (註 1), 21면;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1999), 369면;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2008), 942면.

39) 편집대표 김용담 (註 14), 99, 100면.

40) 김재형 (註 5), 59면.

41) 곽윤직 (註 38), 491면; 이영배 (註 30), 946면; 편집대표 곽윤직 (註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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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채권최고액의 의미를 ‘우선변제권의 한도’라고 새기는 이상, 채

무자가 근저당권설정자인 경우와 채무자가 제3자인 경우 그 구체적인 양

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나.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자인 경우

근저당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그때까지 발생한 채무를 모두 변

제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후에 실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

자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최고액,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을 변제한 경우에도, 이는 채무의 일부의

변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근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근저당권실행비용 전부를 담보하는 것인데, 채권 전액

이 변제될 때까지 근저당권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

라고 한다.42)

다. 물상보증인인 경우

반면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은,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근저당권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의 범위는 결산기에

이르러 확정되는 채권 중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정하여진 채권최고액을 한

도로 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은 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청산기에 이르러 확정되는 채권 중 근저당권

면; 김재형 (註 5), 60면.

4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88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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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계약에 정하여진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이 최고액을 초

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357조에서 말하

는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이란 뜻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

차에서 최고액 한도 내에서의 채권과 경매비용 이외에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렇기에 물상보증인의 경우 근저당권이 확정된 후 최고액 한도 내

에서의 채권과 경매비용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근저당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최고액 한

도 내에서의 채권 등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물상보증인과 근저당권자의 의사에도

합치될 것이다.43)

라. 채권최고액의 기능 - 공동근저당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공동근저당권은 등기부에 공동근저당권이라는 점과 채권최고액이 공시

되기 때문에(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제78조),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선

순위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 전부의 환가대금 중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

고액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가치를 자신의 몫으로 파악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게 된다.44)

또한 공동근저당권이 목적 부동산이 동일한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그 물상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이 부담하게 될 책임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담보를 제공하게 된다.45)

43) 김재형 (註 5), 67면.

44)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45)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은, ‘당해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

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

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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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동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공동근저당권자에게는 우

선변제의 한도로 작용하며, 후순위 저당권자, 물상보증인 등의 이해관계

인에게도 담보물의 가치를 파악,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

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

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까닭으로 선순위 근저당권

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하려는 사

람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위 근

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

이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안 때 이후의 어떤 시점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증가하더라

도 그와 같이 증가한 피담보채무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 있다면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

게 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경락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는 처지에 있으

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파

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

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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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동근저당권의 확정

제 1 절 근저당권 확정의 의의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은 장래에

이루어진다(민법 제357조 제1항 제1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발생,

교체, 소멸 등 유동적인데, 그러한 상태가 종료되는 것을 근저당권의 확

정(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이라고 한다.46)

그런데 근저당권이 어떤 경우 확정되는지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학설에서 어떤 경우를 근저당권 확정사유로

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국적으로는 근저당권 확정사유에 관하여도

명시적으로 이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근저당권의 확정사유

1.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확정사유

가. 약정된 확정시기의 도래 등

근저당권의 설정계약 내지 기본계약에서 정한 결산기가 도래한 때, 근저

당권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근저당권

46) 김재형 (註 5), 236, 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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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이후 거래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명시, 묵시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47)

나. 근저당권의 확정청구

근저당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기하여 거래를 종

료시키고 근저당권을 확정시킬 수도 있다.48)

다.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근저

당권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49)50)

대법원 판례는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인바, 근저당권자 자신이 그 피

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

저당권은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51)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하는 양수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2.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확정사유

47)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편집대표 김능환·민일영, 주해

민사집행법(Ⅵ), 한국사법행정학회(2012), 234-238면; 김재형 (註 5), 274면.

48) 편집대표 김능환·민일영 (註 47), 234-238면; 김재형 (註 5), 273면.

49) 편집대표 곽윤직 (註 1), 23면(박해성 집필부분); 김재형 (註 5), 246면; 권용

우, 물권법, 법문사(1995), 580면.

50) 반면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채무자와 더 이

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이 있다고 하여 원본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부정설[하

경일, 신물권법, 도서출판 가인(1993), 943면]도 있다.

5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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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자가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이 이루어지면 그 부동산 위에 있는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존재하는 근저당권은 어느 시점에서는 확

정되지 않을 수 없다.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언제 확정되는지에 대하여, 통설은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

에 확정된다고 본다.52) 학설로는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결정사실을 안 때

를 기준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근저당권자가 경매개시결정을 안시기를 객관적으로 확

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경매실무에 따라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신

고의 최고서가 예상도달일로부터 2주 후의 일자에 채권신고서 제출기한

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단점이 극복될 수 있다고 한다.53) 반면, 판례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

는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채권최고액 만큼의 담보

가치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

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

되었음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안 때 이후의 어떤 시점에 선순위 근저당

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그와 같이 증가한 피담보채무액이 선

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 있다면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근

52) 이 견해는 대금납부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등기공

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알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확정 전후에 따

라 근저당권의 이전등기,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로 등기방

법이 달라지는 현행 대법원 등기예규 아래에서는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

여 등기부상 확정시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경매결정시가 타당하다고 한

다[추신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과 민사집행절차상의 제문제”, 재

산법연구 제32권 제3호(2015), 185면].

53) 류창호, “근저당권의 확정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25호(2004), 59, 60면;

추신영 (註 52), 185-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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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경락으로 인하

여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는 처지에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아

니하는 한도 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

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후순위 근저당

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

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54)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

정된다고 본다.

경락대금납부시를 기준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

다고 보는 견해는, 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설정 시 자신의 선

순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등기부상 명확히 드러나 있어 예측가

능하기에 경락대금 납부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불

측의 손해를 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선순위근저당권은 후순위 근저당

권자의 경매신청 시부터 등기부상에 드러나 있으면서 다른 채권자들과는

달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하는 것처럼 실무상으로도

당연히 채권최고액을 보장하고 있는 점, ③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

청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금융 수단을 잃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그 근거로 든다.55)

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파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거래능력을 잃기 때

문에 더 이상 피담보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근저당권은 파산

54)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참조.

55) 이동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의 확정시기”, 판례연구 제12집

(2001), 715면; 민형기, “경매신청과 근저당권의 확정”, 법조 제39권(1990.

9), 126-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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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시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선고

가 내려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56)

다.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피담보채권의 확정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대립되는 학설이 존재한다. 확정설은, ① 회생절

차개시로 인하여 채무자 사업의 경영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

게 전속되고, 기업은 이때를 경계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시를 기준으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확정시킴

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57) ② 피담보채권이 확정되

지 않는다고 보면 후순위담보권자의 지위가 불리해지고 회생회사가 물상

보증인인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이 감소하는 결과만 발생하기에 부당하다

는 점,58) ③ 민법 해석상 파산선고를 근저당권의 확정사유로 해석하는

이상 회생절차개시결정 역시 근저당권의 확정사유로 삼는 것이 균형에

맞는 점59) 등을 근거로 든다.

반면 불확정설은, ①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 피담보채권의 확정사유라는 점은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② 회생

절차는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점에 있어서 파산절차와 구별되며, ③

근저당권이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회생절차개시 후의 거래도 계속 담보

하도록 하는 것이 회사의 회생에도 유익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60)

대법원 판례는 구 회사정리법에 관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56) 편집대표 김용담 (註 14), 131면.

57) 진용락,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과 근저당권의 확정시기”, 사법논집 제26집

(1995. 12. 26.), 115면.

58) 편집대표 김용담 (註 14), 132, 133면; 채원식, “회사정리절차개시와 근저당

확정의 유무에 관한 고찰”, 사법행정 제298호(1985), 88면.

59) 진용락 (註 57), 116면.

60) 편집대표 곽윤직 (註 1), 14면(박해성 집필부분); 진용락 (註 57), 117-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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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다’고 판시하여 확정설의 입장을 취한 바 있다.61)

라. 수용

부동산이 수용되면 수용된 부동산상의 저당권은 모두 소멸된 채 소유권

이 이전되고[구 토지수용법(2002. 2.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상에관한 법률 부칙 2조로 폐지) 67조 1항], 그에 대한 대가로 근저당권

자는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통하여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므로

수용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도 근저당권의 확정사유로 볼 수

있다.62)

즉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가 수용이 되는 경우에도

타인에 의해 경매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므로 경매로 환

가되든 수용으로 환가되는 구별을 둘 필요가 없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등기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

든, 아니면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로 압류를 하든,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다를 뿐 모두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행사의

결과라는 점도 다를 것이 없다.63)

다만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가 수용되었더라도 그 수용보

상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근저당권자는 우선변

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공동근저당권이 상실되

었다고 볼 수 있을 뿐(목적부동산의 소멸) 공동근저당권의 확정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64)

61)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62)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63) 이우재 (註 3), 964면.

64) 이우재 (註 3), 9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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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의11(원본의 확정사유) ① 근저당권이 담보할 원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확정된다.

1. 담보할 원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또는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42조에 의한 압류를 신청한 때. 다만 경매절차의 개

시 또는 압류가 있는 때에 한한다.

3.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한 때

4.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체납처분

으로 인한 압류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간이 경과한 때

5.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자가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을 받은 때

② 제1항 제4호의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압류나 제5호의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담보할 원본

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본이 확정된 것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014년 민법개정시안 상 근저당권의 확정사유65)

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원본의 확정사유(제1항)

제1항은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기에, 제1항

에서 예시한 확정사유 이외에도 개별 약정에 따른 확정, 개정안 제357조

의6에 따른 상속에 의한 확정, 개정안 제357조의7에 따른 합병에 의한 확

정, 개정안 제357조의9에 따른 확정청구에 의한 확정 등 제1항에서 열거

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도 피담보채권은 확정될 수 있다.66)

제1항에서 예시하는 사유는 크게 ‘근저당권자에 의한 확정사유(제1호,

제2호)’와 ‘근저당권자 이외의 자에 의한 확정사유(제3호, 제4호)’로 구분

할 수 있다.

65) 권영준 (註 12), 682면.

66) 권영준 (註 12), 6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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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호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또는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거나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근저당권이 담

보할 원본이 확정된다.

- 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그러한 신청을 통

해 근저당권자는 채무자와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

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다.67) 여기에서의 경매신청은 당해 근저당권에 기한 것

뿐만 아니라 일반 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신청도 포함된다.

제1호 단서에서는 경매절차가 개시되어야 원본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68), 개정안에 따르면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이 있더라도

그 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되어 경매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본

이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였

다면 그 후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일단 발생한 확정의 효력은 소

멸하지 않는다.69)

-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

제1호에서는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42조에 따라 물상대위

에 의한 압류를 신청하여 압류가 실행된 경우에도 피담보채무 원본이 확

정된다고 규정한다.70)

② 제2호

근저당권자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를 한 때에도 근저당권이 담보할

67)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68) 기존 판례에 따르면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경매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

에서도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69)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70) 권영준 (註 12), 687-6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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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이 확정된다.

당해 근저당권에 기한 압류의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다른 조세․공과금채권에 기한 압류의 경우도 확정사유에

해당하고, 압류를 한 이상 그 후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일단 발생

한 확정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한다.71)

③ 제3호

근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도 근저당권이 담보

할 원본이 확정된다.

제3자에 의한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가 원본확정

사유라는 점은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도 인정되어 왔으나, 그 원본확정시기

에 대해서는 다수설72)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때로 보고, 판례는 경락대

금 완납 시에 원본이 확정된다고 보았다.73)

개정안은, 경매가 개시된 때는 너무 빠르고 경락대금이 완납된 때는 너

무 느리므로 이를 절충하여,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체납처

분으로 인한 압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이 지난 때에 확정되는 것으

로 규정하였다.74)

④ 제4호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자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도 근저당권이 담보할 원본이 확정된다.

파산절차는 모든 파산채권자를 위한 총괄적인 집행절차이므로 파산선고

가 있으면 개별적인 집행은 허용되지 않기에, 파산선고를 기준으로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또한 대법원은 회생절차적 성격을 가지

71) 권영준 (註 12), 688면.

72) 곽윤직 (註 38), 493면.

73)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74) 권영준 (註 12), 689-6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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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파산절차와 마찬가지로 취급한 바 있

고,75) 제4호는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76)

나. 경매개시결정 등의 효력소멸과 원본 확정(제2항)

제1항 제3호의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압류나 제4호의 파산선고 또는 회

생절차의 개시결정이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원본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

로 본다.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근저당권

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본이 확정되는 경우인데, 그러한 원본확정사유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면 굳이 근저당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본을 확정시

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원본이 확정된 것으로 하여 그 근저당권 또는 그것을 목적

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의 확정을 기초로

새로운 거래관계를 맺은 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설사 근저당권자

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원본 확정의 효력은 유지된다.77)

제 3 절 근저당권 확정의 효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근저당권의 확정시(결산시)에 존재하는 채

권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다.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

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다.78)

대법원 판례는 "근저당권은 장래 채권의 발생을 기대할 수 있는 기본적

75)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76) 권영준 (註 12), 690면.

77) 권영준 (註 12), 691면.

78) 편집대표 김능환·민일영 (註 47), 236-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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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기본관계가 종료하여 피

담보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보통의 저당권과 아무 차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79) 그러나 근저당권은 확정되더라도 확정한 원본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이자 기타 부수채권은 최고액의 범위에서 담보한다는 점에서 보

통의 저당권과 구별되고,80) 다만 근저당권 확정 이후에는 보통의 저당권

과 같은 부종성과 수반성을 갖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위의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81)

79) 대법원 1962. 5. 10. 선고 62다138 판결.

80) 편집대표 김용담 (註 14), 133면.

81) 이우재 (註 3), 9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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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근저당권 실행 시 이해관계의 조정

제 1 절 민법 제368조의 규정취지

1. 동시배당의 경우(민법 제368조 제1항)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2)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 공동저당권자

로서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든 우선변제권이 충족되기

만 하면 되지만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후순위담보권자 기타의 채권자에

게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지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자의 선택권83), 우

82) 공동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배당에서, 공동저당권자는 모든 공동저당물의 경

매대가로부터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다. 공동저당권자가 우선변제

를 받은 다음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순위저당권자를 비롯한 다

른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해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공동저

당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배당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인 보호의 원칙

이 적용된다[편집대표 김용담 (註 14), 254, 255면].

83) 공동저당권자에게 완전한 자유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유선택주의와 공동저당

권자가 갖는 자유선택권을 제한하는 제한주의가 있다. 독일 민법(제1132조

제2항)은 철저한 자유선택주의를 취하고 있는 반면, 스위스 민법 (제816조

제3항), 미국의 경우 제한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민법은

저당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저당목적물을 선택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이종기, “共同抵當權者의 抵當權 一部 抛棄 및 混同으로 인한 消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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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

로써 각 부동산의 소유자와 후순위저당권자 기타 그 밖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84)85)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할 때 공동저당의 피담보채권액은 민법 제360조 또

는 제357조 제2항에 따르고,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중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것은 후순위저당권자 등에 배당된다. 이 원칙에 위반하여

배당이 이루어져 손해를 입은 채권자나 소유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

다.86)

2. 이시배당의 경우(민법 제368조 제2항)

민법 제368조 제2항은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 개의 부동산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경매대가로부터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민법 제368조 제

2항 전문).87)88)

사판례연구 33(상), 민사판례연구회(2011. 2.), 366, 367면].

84)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윤경, “이종물간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유추적용 여부”, 법조

제52권 제12호(2003), 201면.

85) 편집대표 中野哲弘（東京地裁判事）, 共同抵当における後順位抵当権者と物上保証人の関係, 吉

田徹집필부분, 現代裁判法大系　第４巻　担保・保証　初版, 新日本法規出版 (1998), westlaw
japan,

http://lps3.go.westlawjapan.com.libproxy.snu.ac.kr/wljp/app/doc?docguid=I1d7d15c06de811dd8e

6a010000000000&tocflag=subtoc&accessMethod=TC, (2018. 4. 30. 확인).

86) 편집대표 김용담 (註 14), 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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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동저당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어느 부동산에 먼저 경매되는지

에 따른 각 부동산의 소유자, 후순위저당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득

실을 공평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은 이시배당의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 제368조

제2항은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

와 같게 함으로써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후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89)90) 또한 공동저당

물의 총 담보가치 중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나머지 담

보가치에 대하여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저당물

의 총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한다.91)

87) 공동저당권자는 공동저당물 중 일부가 제3자 소유라도 그 목적물을 일괄하

여 또는 그 중 어느 것에 대하여 먼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토지와 지

상건물과 같이 유기적인 관계에 공동저당물의 경우에도 어느 일방을 선택

하여 실행하거나 또는 일괄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다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를 실행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

지 않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43

판결 참조).

88) 또한 공동저당권자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우선변제받

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저당권자가 위 수개의 부동산 중 먼저 실행된 부

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이를 배당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나머지 피담보채권액 전부 또는 제368조 제1항

에 따른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배당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액에 대

하여 아직 경매가 실행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9780 판결).

89)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90) 편집대표 中野哲弘（東京地裁判事）, 共同抵当における後順位抵当権者と物上保証人の関係, 吉

田徹집필부분, 現代裁判法大系　第４巻　担保・保証　初版, 新日本法規出版 (1998), westlaw
japan,

http://lps3.go.westlawjapan.com.libproxy.snu.ac.kr/wljp/app/doc?docguid=I1d7d15c06de811dd8e

6a010000000000&tocflag=subtoc&accessMethod=TC, (2018. 4. 30. 확인).

91) 윤경 (註 84),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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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적용범위

1. 공동저당물의 소유관계에 따른 적용 문제

가. 공동저당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공동저당물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가 적용된

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이 없다.

다만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될 것인가 문제된다. 민법 제368조는 가액비례부담주의와 후순위저

당권자의 대위를 일체로 규정하여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을 합리적

으로 보장하면서도 후순위저당권자가 입는 불이익을 방지하여 양자의 이

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 경

우에는 이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92) 하지만 후순위저당권

자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배당요구자, 가압류채

권자 등도 공동저당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

가 있고, 이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을 긍정하더라도 공평에 반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93)94)

92) 김기회, “공동저당권의 적용범위”, 비교사법 제8권 제1호(상), 2001, 219면.

93) 명순구,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판례

연구 제8호, 262면.

94) 그 이외의 문제로 ‘서로 다른 공동저당이 부동산별로 서로 교차하여 순위의

선후를 달리하는 경우의 공제방법’에 대하여 ① 시간상으로 먼저 설정된 공

동저당물 기준으로 각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을 정하고 추가적으로 설정된 공

동저당에 대해서는 책임분담을 행하지 않는다는 견해, ② 각 공동저당권자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저당권을 공동저당권이 아닌 개별적인 저당권인 것처럼

취급하여 부동산별 책임분담액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하며, 김

형석 (註 2)는 물권 사이 우열은 먼저 성립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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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저당물이 모두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1) 공동저당물이 동일한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공동저당이 성립한 부동산이 모두 동일한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공동

저당물 중 먼저 경매된 물상보증인은 이론상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

득하고 그 범위 내에서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의한 대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저당권은 물상보증인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것이기

에 자신이 자신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 배

당을 받아도 이에 대해 또 구상권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므로 법정대위를

인정할 의미가 없다.95) 따라서 공동저당물이 모두 동일한 물상보증인 소

유인 경우는 앞서 가.항에서 살펴본 ‘공동저당물이 모두 동일한 채무자

소유인 경우’와 이익상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368조가

적용된다고 함이 상당하다.96)

대법원 판례도, 공동저당물의 목적물이 모두 동일한 물상보증인 소유에

속하는 사안에 대하여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적용을 긍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하였다.97)

에 비추어 충돌하는 공동저당 사이의 우열은 등기부상 선후에 의하는 ①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김형석 (註 2), 65, 66면].

95) 홍봉주, “후순위저당권자 대위와 대위등기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

다99341 판결-”, 최신판례분석 66권 1호, 법조협회(2017. 2.), 552면.

96) 김형석 (註 2), 87면.

97)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참조; 홍봉주 (註 95), 547면은

‘위 2012다99341 판결의 원심은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 제482조) 적용결과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가적으로 판단하였다. 가사 동일한 물상보증인이 소

유하는 공동저당물 중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물상보증인의 법정대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물상보

증인이 대위취득한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은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의 목적이 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은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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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저당물이 서로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반면 공동저당이 서로 다른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각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가액의 비율로 책임을 분담할

구상의 기대를 가진다. 따라서 이때에는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의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각 부동산의

부담이 정해진다고 함이 상당하다.98)

다. 공동저당물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

유인 경우99)

1) 이시배당에서 민법 제368조 제2항 적용여부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된 때에는 물상보증인

이나 제3취득자는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변제자 대위의 규정에 의하

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에 대위하게 되는바, 여기

서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의 규정과 민법 제

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가 충돌하게 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100)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선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경매되지 않은 위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이르기까

지 선순위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해석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부가하고 있다.

98) 김형석 (註 2), 88면.

99) 이탈리아 신민법 제2857조 제1항은 명시적으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

산에 대해서는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김형석,

“민법 제368조에 대한 단상 –이탈리아․오스트리아의 공동저당법리와의

비교”,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2010. 3.), 198면].

100) 이와 같이 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자대위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

인가 하는 문제는, 공동저당물의 소유자가 당초부터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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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는 후순위저당권자대위우선설101), 변제자대위우선설102), 선

등기우선설(수정 변제자대위우선설)103)이 대립한다.

후순위저당권자대위우선설은, ⅰ)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물상

보증인으로 된 자나 공동저당의 목적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적

어도 각 담보물의 가액에 비례한 범위에서는 책임질 것을 각오한 자이므

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

고, ⅱ)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시키고자 하는 본조의 취지

를 살리기 위해서 민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를 우선 시켜야 한다고 한다.104)

변제자대위우선설은, ⅰ) 물상보증인은 변제자의 대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권리를 기대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후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

권이 설정되었다고 하여 그 기대이익을 박탈할 수 없고, ⅱ) 채무자 소

로 달랐던 경우뿐만 아니라 공동저당물이 원래는 모두 채무자 소유였는데

그 중 일부가 제3자의 소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된다[손흥수,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

께 경매된 경우의 동시배당에 있어서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여부와 그

경우의 배당방법-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에 따른 배당방

법-”, 민사집행법연구회(2010. 6. 12.), 6면].

101) 김증한․김학동, 물권법, 박영사(2009), 560, 561면; 곽윤직 (註 38), 364면;

이진만, “변제자대위에 있어서 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사법논집 27집, 법원

행정처(1996), 114, 115면; 조성민, “공동저당권에 있어서의 문제점”, 부동산

법학의 제문제(김기수 교수 화갑기념), 박영사(1992), 515, 516면.

102) 이영준 (註 38), 933면;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2006), 703면.

103) 고광식, “공동저당의 물상보증인과 차순위저당권자와의 이해관계”, 사법연

구자료 21집(1994), 150, 151면; 김제식,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

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의 관계 및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의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 재판과 판례(대구판례연구회) 4집(1995), 58, 59

면; 서기석,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

제자대위의 충돌”, 법조(1995-1), 58, 59면.

104) 손흥수 (註 93), 10면; 김형석 (註 99), 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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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

된 후순위저당권은 원래 민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기대

하지 않고 설정된 것이므로 나중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공동저

당의 목적으로 추가되었다고 하여 새삼스럽게 민법 제368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보호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105)106)

선등기우선설(수정 변제자대위우선설)은, 원칙적으로 변제자대위가 우선

한다고 하면서 다만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될 때까지는 공동저당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였으나 그 후에 일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변제자대위를 우선시킨다면 후순위저당권자로서는 그 설정 후

에 이루어진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한 대위권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되기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순위저당

권자의 대위를 우선시켜야 한다는 견해이다.107)

대법원 판례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

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105) 김형석 (註 99), 193, 194면; 서기양,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근저당권자

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의 충돌”,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21

호, 법원행정처(1994 상반기), 59면.

106) 민법 제482조 제2항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에게 변제자대위에 의한 구상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데 이는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제3취득자가 부담할 것을 예

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규정이 연원한 프랑스 학설은, 보증인이 변

제자대위로 채권자의 저당권을 전액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채무자의 양도

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에게 전부 대위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

를 위해서는 제3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대위가 부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다. 이처럼 채무자의 부동산에 포괄적인 물권을 취득한 자도 방해할 수 없

는 물상보증인의 구상이익을 제한물권인 후순위저당권자가 방해할 수 있다

고 하는 것은 민법 제482조 제2항이 예정하는 것과 다른 결론을 초래하기

에 허용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김형석 (註 2), 81, 82면].

107) 홍봉주 (註 95), 551면; 서기양 (註 98),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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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

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108),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을 대위취

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변제자대위우선설과 같은 입장

을 취한다.109)110)

만일 물상보증인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를 피하기 위하여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면, 후순위저당권자

108) 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자대위의 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

호, 제3호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109)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Ⅱ, 재판자

료 제117집, 법원도서관(2009. 3.), 58, 59면.

110) 이탈리아 민법과 오스트리아 강제집행법 규정, 그에 대한 해석론도 역시

변제자대위우선설의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이탈리아나 오스트리아 학설

모두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저당권에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를 제한하는

근거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그에 따른 변제자대위의 가능성 이었다

[김형석 (註 99), 204면]. 위 김형석 (註 99), 205면에 의하면, 이처럼 후순

위저당권자의 대위가 변제자대위를 전제로 하여 인정된다는 인식을 가지

고 민법 제482조를 살펴보면,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물상보증인의 변제

자대위 사이의 우열은 이미 제482조 제2항에 의해 후자가 우선하는 것으

로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즉, 민법 제482조는,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소

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게 변제자대위에 의한 구상가능성을 차단하여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제3취득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전면

적 포괄적 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교환가치만을 취득한 후순위저당권

자에게 대위를 인정하여 무자력 위험분배에 대하여 제3취득자의 경우와

다른 결론을 가져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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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어떤 기여를 한 바가 없기에 물상보증인이 그 자

금을 다시 회수해 가는 결과를 용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동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여 만족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상보증인이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111)

2) 동시배당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여부

이 문제에서 더 나아가 후순위저당권자대위우선설이 지적하는 변제자대

위우선설에 의할 경우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시 그 배당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즉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

산으로 이루어진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의 경우에도 이시배당과 동일한 결

과를 가져오기 위해,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항

상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고 그 이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문제된다.112)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368조 제1항 적용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적용긍정설은, 민법 제368조 제1항의 문언 상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모

두 채무자 소유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공동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이 정해지므로 물

상보증인의 구상권, 대위권이 문제되지 않는다.113)

적용부정설은, 이시배당의 경우 공동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결과 후순위저당권자는 대위권을

가지지 못하는데, 이와 달리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공동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면, 동시배당

111) 김형석 (註 99), 202면.

112) 손흥수 (註 93), 7면.

113) 손흥수 (註 9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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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이시배당인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

에 불합리함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

증인 소유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의 경우에도 공동저당

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를 받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

우 그 한도 내에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배당받게 된다.114)

대법원 판례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368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적용부정설과 같은 입

장이다.115)

2. 공동근저당권에도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문제

민법 제368조 규정이 공동근저당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대

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1650 판결은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

으나 공동근저당에도 민법 제36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고,

대법원은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며 공동근저당권에도 당연히 민법 제368조가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116)

민법 제368조가 공동근저당권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문헌들도 별다른

설명 없이 이를 당연한 것으로 긍정하고 있다.117)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114) 손흥수 (註 93), 17면.

115)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116)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36040 판결,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

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117) 편집대표 곽윤직 (註 1), 207면; 편집대표 김용담 (註 14), 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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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

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

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

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

에 취지가 있고118), 위와 같은 이해관계의 조절은 공동근저당권의 경우

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기에 공동근저당권에도 당연히 민법 제368조

의 적용을 긍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제 3 절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따른 대위권 행사

1. 대위의 요건

가. 공동저당물 중 일부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었을 것

공동저당물 중 일부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이기만 하면 경매

된 부동산이 1개이든 수개이든 상관없이, 공동저당물 중 일부만 경매된

원인도 묻지 아니한다.119)

나.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물 중 일부의 경매대가로부터 그 부동산

의 책임분담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았을 것

118) 공동저당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자에게 무제한으로 자유선택권을 보장하면

설정자의 담보가치를 필요이상으로 묶어두는 셈이 되어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또한 각 목적물의 후순위저당권자의 이해가 채권자의 자유선택

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다[손흥수 (註 93), 5면].

119) 편집대표 곽윤직 (註 1), 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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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은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물 중 일부

의 경매대가로부터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만 적용된다. 공동저당권자가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그 책임분

담액 이하의 액수만을 배당받아간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배당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은 적용

되지 않는다.120)

다. 후순위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았을 것

공동저당권자가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

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공동담보물 전부의

경매대가가 동시배당 시보다(민법 제368조 제1항) 적게 배당받은 경우이

어야 한다.121)

라. 공동저당의 목적인 부동산 중 실행되지 않은 부동산이 있을 것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한 대위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부

동산 중 이미 경매된 부동산상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아직 경매되지 아니

한 부동산의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저

당의 목적인 부동산 중 실행되지 않은 부동산이 있을 때 적용된다.122)

2. 대위의 효과

가. 저당권의 법정이전

120) 편집대표 곽윤직 (註 1), 194면.

121) 편집대표 곽윤직 (註 1), 207면.

122) 편집대표 곽윤직 (註 1),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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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한 대위는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실행되

지 않은 저당권이 이미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법률상 당

연히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이전은 피담보채권이 수반되지 않은 채 저당

권만 이전된다는 점에서 (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저당권의 이전과 다르다.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한 대위가 있게 되면, 대위의 목적

인 저당권은 선순위자의 채권이 소멸된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대위자의

채권을 일정한도에서 담보함으로써 그 담보이익을 후순위저당권자에게

향유시키게 된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민법 제187

조) 대위의 등기나 저당권이전의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생긴다.123)

나. 대위의 범위

1) 책임분담액의 한도

대위의 범위는 우선 선순위저당권자가 동시배당 시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즉 각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을 한도

로 한다.

2) 배당상 불이익의 한도

대위의 범위는 대위되는 각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을 넘지 못할 뿐만 아

니라 후순위저당권자가 받은 배당상 불이익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입법취지는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배당상 불이익을

없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변제에 의

123) 편집대표 곽윤직 (註 1),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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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소멸한 후에도 후순위저당권자에 의해 그 나머지 공동저당권이 완전

히 행사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24)

3) 대위범위 산정의 문제점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한 대위범위는 결국 공동저당의

목적인 각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책임분담액은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의하여 정해진다. 결국 대위범위는 공동저당의 목

적인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의하여 산정되게 된다.125) 그런데 공동저

당물 중 일부만 경매된 상태에서는 경매되지 않은 다른 공동저당물의 경

매대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경매된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을 알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

에 의하여 다른 공동저당권에 대위하는지의 여부 및 대위의 범위를 알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126)127) 또한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에서는 등기

124) 백경일,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범위에 관한 고찰 -공

동저당부동산의 경매대가를 이시배당함에 있어서 배당액의 산정”, 법학연

구 53(1),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2012. 2.), 10면.

125) 이시배당의 경우 대위할 액수 등의 산정이 불명확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반면 오스트리아 강제집행법은 이를 각 부동산의 통일가격에 의하도록 법

률의 명문규정(오스트리아 강제집행법 제222조 제4항)을 두고 있다[김형석

(註 99), 200면].

126) 백경일 (註 116), 13면.

127) 그 이외에도 ‘대위할 수 있는 저당부동산이 다수(乙, 丙)인 경우 대위범위

산정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ⅰ) 후순위저당권자가 乙,

丙 부동산의 책임한도 합산액 범위 내에서 乙, 丙 부동산 가운데 어느 것

으로부터든 자유롭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 ⅱ) 乙, 丙 부동산

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에도 乙, 丙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乙, 丙 부동산 각각에 대해서 대위할 수 있다고 보

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한다[자세한 내용은 백경일 (註 116), 18면, 이에 대

해서 김형석 (註 2), 73면은, 다수의 저당권을 대위하는 후순위권리자는 민

법 제368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경매대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의 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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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피담보채권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기에, 즉 공동저당관계의 공

시가 불완전하기에,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하여도 그 내용을 정확

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128) 뿐만 아니라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변제자대위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해결할 규정이 없어, 전적으로 해석에

맡겨져 있는데, 이는 입법론으로 해결할 문제라 할 것이다.

4) 대위범위의 산정시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한 대위는 선순위저당권을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중시하면, 대위의 범위는 이전되

는 권리의 범위를 의미하게 되므로 대위발생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본다. 이 견해에 의하면 각각의 부동산이 현실로 경매된 때를 기다려 책

임분담액을 정하는 것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액을 불명확하게 하므로

공동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배당이 행해질 때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그 가액을 평가하여 책임분담액을 정하게 된다.129) 이에

따르면 일단 대위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실제 경매대

가가 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대위범위는 변동되지 않는다.130)131)

반면 대위제도를 후순위 저당권자로 하여금 선순위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그 담보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중시하면, 대위

범위는 대위의 발생시에 확정되지 않더라도 대위저당권을 행사할 때에

담보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면 충분하다고 보게 된다.132) 이

견해에 의하면 대위권자가 대위에 의해서 저당권의 이익을 향수할 수 있

대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간명하다고 한다].

128) 편집대표 김용담 (註 14), 266, 267면.

129) 편집대표 곽윤직 (註 1), 200면.

130) ‘부동산등기법 제80조가 부기등기에서 대위범위의 확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

도 행사범위설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형석 (註 2), 74면].

131) 편집대표 김용담 (註 14), 274면.

132) 편집대표 곽윤직 (註 1),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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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때는 경매되지 않은 부동산이 장래에 경매된 때에 있기 때문에 대위

권이 실현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매되지 않은 부동산 가액을 확정하여 대

위액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경매되지 않은 부동산이 경매될 때의

경매대금에 따라서 대위액을 산정하게 된다.133)

판례는 후순위저당권자가 공동저당권에 대위하는 경우 공동저당물의 경

매대가에 비례하여 분담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고는 대위등기를 명할 수 없다고 하여 행사범위

설을 취하고 있다.134)

이전범위설에 의할 경우 불확실한 사전평가에 의해 일단 대위액을 정하

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후행경매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기다려

그를 기초로 대위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객관성을 기할 수 있고, 후

순위저당권자에게 후행 경매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행사범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135)

다. 대위의 시기

1) 공동저당권자가 채권액 전액을 배당받은 때에는 그때 바로 공동저

당권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이전한다.

2) 공동저당권자가 채권액의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의 대위시기에 대

하여는, ⅰ)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여전

133) 이정일,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의 기대에 대한 보호”,

판례연구 22집(2011. 2.), 556면.

134) 대법원 1961. 7. 27. 선고 4293민상106 판결 참조. 또한 여러 명의 물상

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의 범위에 관한 사안에서도 대위의 대상인 부동

산이 경매되어야 구체적인 대위의 범위가 확정된다고 하여, 역시 행사범위

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편

집대표 김용담 (註 14), 274면].

135) 김형석, (註 2),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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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70조,

제321조),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가 장차 피담

보채권의 잔액을 전부 배당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공동저당권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136)와 ⅱ) 일부

배당과 동시에 대위하지만 공동저당권자의 다음 순위로 된다고 보는 견

해가 있다.137)

선순위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경우, 저당권의 불

가분성에 의해 잔액 채권에 관하여 다른 부동산 위에 여전히 저당권을

가지므로, 선순위저당권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후순위저당권

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138) 다

만 이 경우에도 선순위저당권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기 이전의 상태에

도 후순위저당권자에게는 최소한 대위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139)

136) 곽윤직 (註 38), 363면; 김상용 (註 95), 701면; 이영준 (註 38), 930면; 김증

한․김학동 (註 94), 560면.

137) 편집대표 곽윤직 (註 1), 201면.

138) 백경일 (註 116), 13면.

139)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1250 판결도 “채무자 소유의 수개 부동

산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이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지만, 후순위저당권자로서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후 공

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을 초과하는 경매대가를 배당받는 경우 다른 공동

저당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

사할 수 있다는 대위의 기대를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후순위저당권자의

이와 같은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선순위 공동저

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

매절차에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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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저당권에 대한 이시배당의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발생시기

이시배당의 경우 후행배당의 배당요구 종기일에 도달하여야 비로소 대

위금액이 확정될 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선행배당시 법원의 경매담당관

이 예상되는 대위금액을 기재해 두었다가, 후행배당절차에서 대위금액을

확정하고 있다.140)

대법원은, 조세채권자가 여러 부동산에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중 한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선배당)가 먼저 진행되어 조세채권자가 전액 배

당을 받았으나 배당이의로 그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

지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후배당)가 진행된 경우에 후배당 절차에서는

얼마를 배당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권은 일단 배당기일에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기일이 종

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 등 그 배당표가 확

정되는 것을 기다려 그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며,

조세권자가 선배당 사건에서 전액을 배당받았다면 후배당 사건에서는 조

세권자가 아닌 선배당 사건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위 범위 안에서 배당

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141) 이 법리는 공동저당권에 대해서도 그

대로 적용될 수 있다.

라. 대위의 등기

1) 대위등기의 의의

수 있었던 한도에서는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다.

140) 김병두 (註 28), 121면.

141) 이우재 (註 3), 554면;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2006. 5.

26. 선고 2003다18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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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한 대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이전이기 때문에 대위등기는 대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142) 다만 대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대위저당권을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피담보채권은 이전되지 않으므로 이전되는 저당권은 후순위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을 담보하고, 이전되는 저당권의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143)

2) 대위등기의 필요성

대위에 의하여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이전되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그

피담보채권이 다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변제된 이상 공동부종성에

의하여 이미 실행된 저당권과 같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인데, 법률의 규정

에 의해 특별히 경매된 저당목적물 위의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위되도록

하는 것이기에 대위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모르

142)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공동저당의 대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선순위저당권자 등에 의해 그 부동산

에 관한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 등기부상 저당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대위등기 필요설은 대위권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저당권자가 불측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

을 근거로 대위등기가 없는 한 새로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반면 대위등기 불필요설은 말소에 의해 저당권의 법정양

도의 효력에 영향이 없어 말소된 경우와 말소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근거가 없는 점, 법률에 의해 인정된 권리가 등기의 유무에

의해 효력이 부인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

고 있지 않기에 새로운 저당권자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대위

등기 없이도 새로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

[홍봉주 (註 95), 556, 557면]. 판례도 후순위저당권자 명의로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

고 그 후에 제3자 명의의 새로운 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새로운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

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30673 판결).

143) 편집대표 김용담 (註 14), 269, 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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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오인

될 수 있다.144)

또한 대위의 등기가 있으면 대위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어 그 승낙이 없이는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수 없기 때문에 대

위의 등기는 대위권자의 권리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145)146)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2011. 4. 12.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규정

이 신설되었다(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1항).

신설된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1항147)148)의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

144) 김승래, “공동저당권의 공시방법으로서 등기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등

기”, 한국법학회(2017), 13면.

145) 김승래 (註 134) 13면.

146)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등기명의

인에게 곧바로 근저당권 상실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

하여, ⅰ) 대위등기 필요설은 이를 긍정하고 손해를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

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으로 보고 반

면 ⅱ) 대위등기 불요설은 이를 부정하고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어

채권회수가 지연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또는 등기 회복에 드는 비용

등을 손해로 본다[홍봉주 (註 95), 560, 561면].

147) 부동산등기법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① 등기관이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매각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를 말한다)

2. 매각대금

3.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148) 부동산등기법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② 제1항의 등기에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

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

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辨濟期)

4. 이자 및 그 발생기·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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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에 의하면, 등기관이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각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

당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를 말한다),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1항).

마. 대위저당권의 행사

대위저당권도 일반저당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목적물을 경매하는 방법으로

환가하여 우선변제 받는 방법으로 실행한다(민사소송법 제724조). 다만 대위의

등기 없이 저당권을 실행하려면 등기부등본과 배당조서 등에 의하여 대위의 대

상인 저당권과 대위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64조).149)

5. 원본(元本)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6. 채무불이행(債務不履行)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7.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8. 채권의 조건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根抵當權)인 경우에는 제

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의 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4. 존속기간

149) 편집대표 김용담 (註 14), 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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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이시배당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의

만족을 얻은 경우의 처리

제 1 절 서설

이시배당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의 만족을 얻은 경우의 법적 처리

에 대하여는, 일본 문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150)151) 이하에서는 일본에

서의 논의를 살펴보고, 그 이후 관련 판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를 살펴본다.

제 2 절 일본에서의 논의

1. 일본 민법의 규정

150) 양창수, “공동근저당권에 있어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일부배당이 후행절차

상의 우선변제권에 미치는 영향”, 아세아여성법학 제7권, 2004, 185면.

151) 우리 민법 제368조는 일본 민법 제392조를 그대로 수계한 것이다. 현행 일

본 민법은 공동저당에 관한 한 주로 이탈리아 민법, 오스트리아 민법, 프

랑스의 학설 등의 영향을 받았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 프랑스의 경우

이시배당에 따른 후순위저당권자의 불이익을 조정해 주는 민법 제368조와

같은 규정은 없다. 반면 이탈리아는 민법 제368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

으며, 미국은 Marshaling assets 원칙에 따라 후순위저당권자로 하여금 후

순위 저당권자가 없는 다른 담보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손흥수 (註 93),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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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법은 1971년 이전에는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없이 주로 판례,

학설에 의하여 그 유효성 및 구체적인 법리가 인정되어 오다가 1971년에

이르러 개정을 하였는데, 그 개정과정에서 추가된 일본민법 제398조의1

6152), 제398조의17153), 제398조의18154)까지의 3개조가 넓은 의미의 공동근

저당권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155)156)

152) 第398条の16 (共同根抵当) 第三百九十\二条及び第三百九十\三条の規定は､ 
根抵当権については､その設定と同時に同一の債権の担保として数個の不動
産につき根抵当権が設定された旨の登記をした場合に限り､ 適用する｡
[일본민법 제398조의16(공동근저당) 제392조 및 제393조의 규정은 근저당권

에 대해서는 그 설정과 동시에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취지의 등기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53) 第398条の17 (共同根抵当の変更等) ① 前条の登記がされている根抵当権の
担保すべき債権の範囲､ 債務者若しくは極度額の変更又はその譲渡若しくは
一部譲渡は､ その根抵当権が設定されているすべての不動産について登記を
しなければ､ その効力を生じない｡

     ② 前条の登記がされている根抵当権の担保すべき元本{は､ 一個の不動産     についてのみ確定すべき事由が生じた場合においても､ 確定する｡
[일본민법 제398조의17(공동근저당의 변경 등) ① 전조의 등기가 되어 있

는 근저당권이 담보하여야 할 채권의 범위, 채무자, 최고액의 변경 또는

그 양도나 일부양도는 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

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전조의 등기가 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담보하여야 할 원본은 1개의 부

동산에만 확정되어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확정한다.]

154) 第398条の18 (累積根抵当) 数個の不動産につき根抵当権を有する者は､ 第三
百九十\八条の十\六の場合を除き､ 各不動産の代価について､ 各極度額に至
るまで優先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
[일본민법 제398조의18(누적근저당)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는 자는 제398조의16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부동산의 대가에 대하여

각 최고액에 이르기까지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

155) 양창수 (註 150), 185-189면.

156) 일본민법은 조문의 위치, 조문 번호 상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분리하여 규

정하고 있다. 즉, 일본민법은 제369조에서 제398조까지 저당권을 규정하고,

별도로 제398조의2에서 제398조의22까지 근저당권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 민법은 근저당권을 저당권의 일부로 파악하여 근저당권에 별도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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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법은 광의의 공동근저당 중에서 누적공동근저당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일본민법 제398조의18), 누적공동근저당이란 근저당의 목적이 된

수개의 부동산 각각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의 한도에까지 우선변제권을 가

지는 근저당권을 말한다.157)

우리 민법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

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공동근저당은 일본 민법에서 협의의 공동근

저당권이라 하는데, 이러한 협의의 공동근저당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동일하여 각 저당부동산마다 동일

한 채권이 담보되어야 하고, 나아가 채무자 및 채권최고액이 각 저당부동

산마다 동일하여야 하며, 또한 협의의 공동근저당이라는 취지의 등기를 한

경우여야 한다(일본민법 제398조의16).158)

위와 같은 (개정된) 일본민법 하에서는 누적공동근저당의 경우 공동저

당 및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대하여 정하는 일본민법 제392조159)(우

정이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류창호 (註 17), 213면].

157) 양창수 (註 150), 185-189면.

158) 양창수 (註 150), 185-189면.

159) 第392条 (共同抵当における代価の配当) ① 債権者が同一の債権の担保として
数個の不動産につき抵当権を有する場合において､ 同時にその代価を配当す
べきときは､ その各不動産の価額に応じて､ その債権の負担を按分する｡

     ② 債権者が同一の債権の担保として数個の不動産につき抵当権を有する場     合において､ ある不動産の代価のみを配当すべきときは､ 抵当権者は､ そ     の代価から債権の全部の弁済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この場合において､
[일본민법 제392조(공동저당에 있어서 대가의 배당) ①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지는 경우에 동시에 그 대가

를 배당하여야 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그 채권의 부담을

안분한다.

②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가지는 경

우에 어느 부동산의 대가만을 배당하는 때에는 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차순위 저당권자는 그 변제를

받는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대가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그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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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서의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는 적용이 없고, 이시배당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의 만족을 얻은 경우 후행의 경매절차에서도 채권

최고액의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160)

2. 일본 민법 개정 전의 논의

가. 누적근저당 인정가부

일본 민법 개정 전에는 누적적 근저당을 부정하여 일본민법 제39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161) 위 견해는 ① 일본민법 제

392조는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본민법 제392조에 따라 할당을 받고 당사자가 그 채

권을 각 부동산에 할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② 공동저당권의 등

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개별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일본민법

제392조를 둔 취지를 관철할 수 없는 점, ③ 근저당권에서는 거래가 종료

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채권을 미리 할당할

경우 그 할당된 각 채권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

하는 점을 근거로 한다.162)

반면 누적적 근저당을 인정하는 견해는 ① 물권법정주의는 거래의 안전

을 위한 것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하지 않는 때에는 사적 자치를 인정

하는 것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닌 점, ② 채권의 분할을 인정한다고 하여

후순위담보권자의 이익의 균형을 잃거나 일본민법 제392조의 취지에 반

하는 것이 아닌 점, ③ 부동산등기법상 공동저당의 등기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163)164)

160) 양창수 (註 150), 185-189면.

161) 위 문제는 주로 추가적공동담보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김석우,

“공동근저당권에 관한 소고”, 법조 25권 2호, 법조협회(1976. 2.), 5면].

162) 편집대표 김용담 (註 14), 288, 289, 290면; 香川保一, 新版擔保(企業金融法

務講座)(1964), 8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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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시배당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의 만족을 얻은 경우의 법적

처리

개정 전의 일본문헌은 공동근저당에 관하여 이시배당이 행하여진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의 만족을 얻었으면 그 후에 행하여진 저당목적물

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당연히 이미 배당받은 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

장이었다.165)

163) 油木馨 편집, 注解民法(9) (有斐閣, 1972), 282, 283면.

392条の規定は前述したごとく不動産所有者の利益を確保するためのもので

あるが、それはあくまで債権者の自由選択権を害しない限度内の操作にすぎ

ないのであるから、債権者、所有者間の合意によって一定の責任額をそれぞ

れの不動産に割り付けて、一面において債権者の自由選択権の一部を、他面

において所有者の有する392条の利益を放棄することは、何ら妨げないもの

というべきであり、

[392조의 규정은 부동산 소유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392조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不動産登記法はその122条以下において共同抵当の登記手続を規定している

けれども、これを強制する方法は存せず、またこの共同抵当の登記の存ーた

い場合に共同抵当であることを確認すべき手段は、一般的には存しない

[공동 저당의 등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 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164) 양창수 (註 150), 216, 217면.

165) 油木馨 편집 (註 159), 283면.

根抵当権者がある不動産から一部の弁済を受けた場合に、他の不動産から弁済

を受けうべき額は、極度額全額でなくて、すでに回収した額を差引くべきは当

然である. このことは、根抵当取引の継続中に実行された場合（これが許され

るかについては、-Ⅲ1）も同様である。根抵当取引継続中は、極度額の範囲

内で増減する債権を繰り返し担保するわけであるが、任意の弁済とは異なり、

抵当権の実行による満足は、その範囲において担保価値を手中に収めたのであ

るから、それだけ減少するのは当然である。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에서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 다른 부동산에서는 최고

전액이 아니라 이미 회수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근저당 거

래의 계속 중에 실행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근저당 거래 계속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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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 공동근저당에 있어서 일부의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피담보채권 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머지 담보목적물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되는지

가. 서설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나머지 목적 부동산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되는지

문제된다.

나. 공동근저당권자 의사로 적극적으로 근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대법원 판례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

인 어음거래 약정이 그 결산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고 물상보증인의 토지

에 대하여 아직 경매신청이 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주채무자의 토지에 대

하여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근저당권이 실행된 이상, 채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원인관계인 어음거래 약정에 기

한 거래는 그로써 종료되고 그 경매신청 시에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 된

다"고 판시하여166), 공동근저당권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일부 목적 부동산

의 경매를 신청하여 실행한 경우 그 경매 부동산위의 근저당권이 확정되

는 시기를, 일반 근저당의 경우와 동일하게,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시’로 보고 있다.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증감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지만, 어떤 변제

와 달리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만족은 그 범위 내에서 담보 가치를 손에 넣

은 것이기 때문에, 만족을 받은 그 부분만큼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166) 대법원 1996. 3. 28. 선고 95다36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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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일부의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채무자와 사

이에 기본계약관계를 종료하여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부동산

중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실행하더라도 그 경매신

청 시에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도 역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67)

다. 제3자에 의해 일부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

적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

제3자에 의해 일부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으

로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경매신청을 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도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에 따라 소멸하고, 그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나머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확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1) 나머지 담보목적 부동산의 공동근저당권도 확정된다고 보는 견

해,168) 2) 나머지 담보목적 부동산의 공동근저당권은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169) 3)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일부 담보목적 부동산의 매각대

금으로부터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나머지 부동산 위의 공동근저

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부터 당연히 공제된다고 하는 견해170) 등이 대립

한다.

167) 편집대표 김용담 (註 14), 291면; 김병두, “공동근저당에 있어서의 채권최

고액의 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8. 선고 2003가합52888 판결의 검

토”, 민사법학 제33호(2006), 145면.

168) 편집대표 김용담 (註 14), 291면; 김병두 (註 167), 145면.

169) 윤진수, “2006년도 주요 민법 관련 판례 회고”, 서울대학교 법학 48권 1호

(2007), 63, 64면.

170) 양창수 (註 150), 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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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의 견해는 그 전제로 공동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을 근저당권자에

대한 임의의 변제와 성격이 같다고 본다. 반면 위 1), 3)의 견해는 그 전제

로 공동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을 임의의 변제로 볼 수 없다고 본다.171)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

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공동근저당

권자가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배당 받은 것을 임의의

변제와 성격이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동근저당권자의

개입 없이 일부의 부동산이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에 기해 우선

배당을 받는 것은 담보가치를 강제적으로 실현하여 담보가치의 만족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저당권자가 스

스로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이를 저지할 수 없는 대신) 그

우선순위에 따라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을 임의의 변제

로 보는 위 1), 3)의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한편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한 것을 공동근저당권의

확정사유로 보는 것은, 그를 통해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으

로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거래관계를 유지하

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민법 규정이나 법

리 상, 이 경우 나머지 담보목적 부동산의 공동근저당권이 확정되는 것으

로 보아야 할 마땅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나머지 담보목적 부동산의 공

동근저당권은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2)의 견해가 타당하다.

2. 누적적 근저당 문제

171) 자세한 내용은 아래 3.항에서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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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적적 근저당의 개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

우 각 부동산 경매대가로부터 채권최고액을 반복해서 배당받는 것이 가

능한 것이 누적적 근저당이다. 일본에서와 달리 우리 민법은 누적적 근

저당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에 공동근저당권임을 공시하

지 않은 경우 민법 제368조가 적용된다고 볼 것인지 문제된다.

나. 인정여부

우리나라의 통설은 ①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에 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상 수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에

는 공동근저당권임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근저당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순수공동근저당권으로 해석하고, 공동근저당권임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누적적 근저당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후순위 담보권자는 미리 선순위 근저당의 담보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누

적적 근저당을 인정한다고 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닌 점,172)

③ 물권법정주의도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당사자 자

치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저당권자로서도 결산

기 전에는 피담보채권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담보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누적적 근저당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④ 또한 부동산등기법상 공동근저당 등기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172) 편집대표 김용담 (註 14), 288, 289, 290면은, ‘민법 제368조가 보장하려고

하는 이익은 오로지 부담이 각 부동산에 할당됨에 의하여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에 있고 그 이익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데,

소유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고 근저당권자의 자유선택권의 행사를 인정하

는 약정을 한다고 하여 이를 부인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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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하여, 누적적 근저당을 인정한다.173)174)

결국 통설에 의하면 공동근저당관계임이 등기된 공동근저당권의 경우

순수공동근저당권으로써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고, 공동근저당관계임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누적적 공동근저당으로써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자는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누적적으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175)

후순위담보권자는 선순위담보권의 최고액을 공제한 금액을 담보가치로

파악하고 거래하는 것이기에 누적적 공동저당의 개념을 인정하여 민법

제368조의 적용을 부정한다고 하여 후순위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

고, 물권법정주의도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173) 이우재 (註 3), 968면.

174) 이에 대하여는 ① 공동근저당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누적

적 근저당을 인정하여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배당하는 것은 법감정에 비추어 일반인들이 쉽게 수인할 수 없을 것인 점,

② 피담보채권계약은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채권의 영역이나,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는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 제3자에 대한 물권의 영역이기에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되는데, 누적적 근저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

서 누적적 공동근저당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점, ③ 담보가치의 합산방

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통상인의 기대예측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는

점, ④ 극단적인 경우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가 담보물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행사를 용인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누구도 제3의 후순위근

저당권자가 되거나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믿고 그 이상의 금

융거래를 하지 않을 것인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누적적 근저당을 인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견해도 있다[김상진, 김동욱, “공동근저당권

자의 경매배당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28-2권(2012.12.),

264, 265, 275면].

175) 근저당권설정 당시에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었으나 후에 동일한 피담보채

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한 경우에도 공동근저당권임을 표시

한 경우 민법 제368조가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부동산등기법 제147조), 추가되는 근저당권에 종전의 근저당권을

표시하여야 한다[김명엽, “공동저당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입법정책 제3

권 제2호(20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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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적용부정설이 타당하다.

3. 이시배당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의 만족을 얻은 경우의 법적 처리

가. 학설

1) 감액부정설

① 공동근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가 공동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된 경우에는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이상 근저당관계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가 아니므로 채무

자로부터 임의의 변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

에, 공동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시배당이 행하여져 공동근저당권자가 어떤

부동산으로부터 일부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동담보물에

대한 채권최고액은 감액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76)

② 공동근저당은 각 부동산마다 1개의 근저당이 존재하는 구조를 가

지면서 다만 동일한 채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하여 상호간에 일정한

제약을 받을 뿐이고, 근저당은 확정 때까지 부종성이 완화되어 독립성이

강화되어 있기에, 일부소멸이라 할 수 있는 최고액감액에 관해 당연히 연

대하여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77)

2) 감액긍정설

① 공동근저당권 중 일부만이 확정되고 일부는 확정되지 않는다는 이

론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민법 제368조 제2항과도 조화되지 않으므

176) 편집대표 곽윤직 (註 1), 212면(조대현 집필부분).

177) 김병두 (註 167), 154-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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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사유가 생기면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도 확

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일부만이 확정된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 확정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나머지 목적물에

대한 피담보채권도 확정되고 감액도 인정된다고 본다.178)

② 반면 공동근저당권에 관하여 이시배당이 이루어져 공동근저당권자

가 어떤 부동산으로부터 일부의 변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담보물에 대하

여는 채권최고액 내에서 이미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배당

받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위 ①의 견해와는 달리 나머지 목적물에 대하

여는 피담보채권이 당연히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선행의 경매절

차와 후행의 경매절차의 각 목적물에 대하여는 피담보채권이 개별적으로

확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179)

나. 관련 판례

1) 서설

종래 공동저당권자가 목적물의 일부로부터 먼저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감축을 긍정하는 판결과 부정하는 판결이 혼재되어 있었다.

대상판결은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최고액이 감축된

다고 판시하였다.

178) 윤진수 (註 171), 47-48면.

179) 양창수 (註 150), 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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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최고액 감축을 부정한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

72318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이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전액이 담보되는 것이므로, 공동근저당의 목적 부동산 중 일

부에 대해 경매가 실행되어 그 경매 대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되

었다고 하여도 잔존 원본에 대한 지연이자가 다시 발생하였다면 그 이후

에 실행된 다른 목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의해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

에서 그 지연이자도 원본에 앞서 변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동근저당

목적 부동산이 일부씩 나누어 순차로 경매 실행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원본 및 지연이자의 합산액이 결과적으로 채권최고액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초과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책임한도 범위 내의 피담보채권

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채권최고액 감축을 긍정한 판결

가)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① 일반론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저

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의 환가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저당권의 본체적 효력이라고 볼 것인데,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저당권자가 스스로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경매가 실행되거나 공매 또는 수

용으로 인하여 환가가 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이를 저지할 수 없는 대

신 그 우선순위에 따라 환가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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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근저당권이라 함은 그 담보

할 채권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고, 이 경우 그 피담보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

멸 또는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것이

요구될 뿐 그 본체적 효력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은 저당권과 다를 바가 없

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민법이나 상법 기타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일반 채권자 또는 후순위

의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이고, 이는 공동근저당권의 경

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은 그 목적물의 전체 환

가대금에서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선순위 공동근저

당권 목적물의 전체 환가대금에서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큼의 담

보가치를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몫으로 파악하고 그 나머지 담보가치

만을 고려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가 다른 다수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는 민법상 저당권제도의 근본취지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② 사안에의 적용: 파기환송

ⅰ) 원심의 판시에 따르면 공동근저당권자는 자신이 스스로 경매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공동근저당권 목적물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

만큼 반복하여(극단적인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수만

큼 채권최고액 해당액을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취

득한 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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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법 제368조 제2항은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

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른바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

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함으로써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차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고, 또한 공동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는 물론 타인이

실행한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

판시와 같이 해석할 경우 공동근저당권자는 타인이 실행한 공동근저당권

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채권최고액만큼 전액

배당을 받고도 자신이 실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근저당권

의 목적 부동산에서 또다시 일반채권자 또는 후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

여 나머지 피담보채권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되고,

반면 먼저 경매가 실행된 부동산의 후순위권자로서는 대위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민법 제368조의 취지는 몰각된다.

ⅲ)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일 경우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게 될 책임의 한도가 채권최고액 상당액이라고 믿게 마련

인데, 원심의 판단에 의하면 이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 해당액만

큼 수차에 걸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였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그 담보제공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다면 이는 불합리하고, 물상보증인의 대위권도 침해되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다면 비록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인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피고가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그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함으로써 배당을 받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전액

을 배당받은 피고로서는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다시 반복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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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일반채권자

또는 후순위의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이는 공동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은 그

목적물의 전체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

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는 물론 타인에 의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

에도 공동근저당권자가 이를 저지할 수 없는 대신 그 우선순위에 따라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일 경우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게 될 책임의 한도가 채권최고액 상당액이라고 믿게 마련

인데, 만일 공동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 공동근저

당권 목적물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면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는지 아니

면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물상

보증인의 책임이 그 담보제공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는

지 아니면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공

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전액

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

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하여 다시 배당받을 수는 없다.

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

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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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

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하거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다른 확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정되

지 아니한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

이의 기본거래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기본거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공동근저당권자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최

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피담보채권의 증감, 교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

며, 위와 같이 우선배당을 받은 금액은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후에

피담보채권액이 증가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

자의 우선변제권 범위는 위 우선배당액을 공제한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되

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기타 채권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라)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368조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한 경우는 물론,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

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에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도 적용

된다.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

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민법 제368

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

으며,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

여, 이른바 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공동근저당권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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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각 환

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

는 것이 민법 제368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

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 그와 같이 우선변제 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

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위와

같이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

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180)

다. 소결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물 일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부

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범위, 즉 채권최고액이 감축되는지에 대해, 주

류적인 판결들은 채권최고액이 감축된다고 보았으나181), 채권최고액이 감

180) 위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판결은,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

동산이 일부씩 나누어 순차로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가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원본 및 이자ㆍ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이 결과

적으로 채권최고액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넘더라도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다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

로 판단한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을 변경하였다.

181)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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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었다.182) 이러한 판례의 모순, 저촉은 대법

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되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물 일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

은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범위가 감축된다고 본 위

2013다16992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위 2013다16992 판결에 대한 관

련 글183)을 보면, 학계에서도 위와 같은 결론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의 관점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저당목적물로부터 일반채권자에 대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로 제

한된다.

즉,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하나이든 여러 개이든

상관없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만’ 근저당권자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담보한다.184)

이처럼 채권최고액의 의미와 기능에 비추어, 공동근저당권자가 그 공동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 최종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채권최고액의 한도’로 정해져 있기에, 선행 절차에

서 일부 배당을 받은 경우 후행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는 채권

최고액에서 일부 배당을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됨이 자연스

럽다.185)

2011다68012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18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

183) 권영준, “판례평석 2017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法學 제59권 제1호

(2018. 3.) 448-452면.

184) 양창수 (註 150), 191면.

185) 이와 같이 ‘기왕의 배당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새로 배당요구한 동일한 공

동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총액의 배당가능 범위는 결국 당

해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일반

인이 예상하고 있는 공동근저당권설정 등기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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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반하여 후순위근저당권자의 기대이익 침해

선순위 저당권자는 어느 목적물로부터도 임의로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것인지, 아니면 순차

적으로 실행할 것인지 선택권이 있다.186) 그런데 선순위 저당권자의 선

택권을 인정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적 지위가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은 이해관계인들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

해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저당부동산 소유자 및 후순위 권리자가 공동저

당권자와의 공모를 통해 자신의 불이익을 타인에게 전가시킬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187) 이에 민법 제368조는,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각 목적물로부터 목적물별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도록 하고

(제1항),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동시배당이 실시되었더라면 후순위 저당권

자가 누렸을 지위를 확보해 주기 위해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선순위 저당

권의 대위 행사를 허용함으로써(제2항), 결과적으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의 결과가 동일할 수 있도록 이익을 조정한다.

이러한 민법 제368조의 이념은 일반 공동저당뿐만 아니라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공동근저당권 목적물 전체의 환가대금이 동시에 배당

되었더라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누렸을 지위는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보호

되어야 한다.188)

동시배당의 경우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각 목적

물로부터 목적물별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를 배당받고, 후순위 근저당

권자는 나머지 액수로부터 배당받는다. 그런데 이시배당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선행절차에서 목적물 일부로부터 피담보채권 일부 우선변

제를 받았음에도 채권최고액이 감축됨이 없이 계속 원래의 채권최고액을

진, 김동욱 (註 166), 273면].

186) 양창수, “후순위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

의 지위”, 민법연구 제4권, 박영사(1997), 451면.

187) 김형석 (註 2), 59면.

188) 권영준 (註 183), 4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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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다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으면, 후순위 저당권자는 동시

배당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낮은 금액만 배당

받게 된다. 이는 극단적으로 공동근저당권자에게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수만큼 채권최고액을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189)190) 이러한 결론은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의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가 놓일 지위를 가능한 일치시키려는 민법 제

368조의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다.191)

3) 공동근저당권자는 스스로 누적적 배당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방법이 있음

공동근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와 근저당을 설정함에 있어 공동

담보물로부터 얼마만큼의 피담보채권을 회수할 지를 스스로 정하여 그

한도를 정하게 된다. 이처럼 채권최고액은 공동근저당권자가 특정하여

등기를 통해 공시하는 금액이기에, 만일 채권자가 누적적으로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고 싶다면 채권최고액을 높이거나 각 물건마다 채권최고

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개별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192)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공동담보물 자체로부터 우선

변제권의 행사를 통하여 채권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자의

공동담보물에 대한 당초의 기대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공

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의 경매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

189) 양창수 (註 150), 191-192면; 이우재 (註 3), 970-972면.

190) 김상진, 김동욱 (註 166), 271면은 ‘누적적 배당을 허용하면 공동근저당권

자가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할 때에 확정되지 않고, 채권최

고액을 누적적으로 합산하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되어 물상보증인은 채권최

고액에 공동근저당권자의 목적 부동산 수만큼을 곱한 것에 해당하는 책임

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191) 권영준 (註 183), 452면.

192) 이우재 (註 3), 970-9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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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이처럼 우선변제권이 행사되어 당초의 기대이익이 실현된 이상 그 금

액만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공동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설정

한 의미에 부합한다.193)194)

4) 물상보증인의 신뢰파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동일한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그

물상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이 부담하게 될 책임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

액을 넘지 않는다고 믿고 담보물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물상보증인의 의

사에 부합한다. 그런데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

매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배당받음에 따라 나

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동안 계속 발생된 피담보채

권을 포함한 피담보채권 전액에 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우선하

여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면, 물상보증인은 담보를 제공할 당시 합리적

으로 예상한 또는 기대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책임범위가 확장되게

된다.195)

또한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

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였는지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

193) 이우재 (註 3), 970-972면.

194) 김상진, 김동욱 (註 166), 272면은 ‘공동근저당의 경우 채권최고액과 공동

담보목록이 공시되고, 우리 민법 제368조의 취지상 제3자의 경매신청의 경

우라 할지라도 후순위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동근저당권자와 후순위저당권자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절하여야 한

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 또는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공동담보부

동산에 채권최고액을 특정하여 등기 신청한 것은 근저당권자가 공동담보

물 자체로부터 피담보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한도를 스스로 그 금액으로

한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이는 공동담보물에 대하여 이시배당인지, 동시배

당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195) 양창수 (註 150), 191, 192면; 권영준 (註 183), 4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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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196)

4.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의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로서 변제

받은 것이 임의변제에 해당하는지

가. 서설

판례에 따르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

매절차에서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

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근저당권

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서 중복하여 다시 배당받을

수는 없다.197) 반면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일부

를 임의변제 받은 경우에는 그 변제액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우선 충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저당권자는 변제충당 후 나머지 채

권에 대하여 여전히 원래의 채권최고액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가진다.198)

즉,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은 것이 ‘공동근

196) 양창수 (註 150), 191-192면; 권영준 (註 183), 452면.

197)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68012 판결. 이와 달리 경매목적물이 채무

자의 소유재산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에 의하

여 경매절차가 영향을 받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경매목적물이 채무자의 소

유재산이 아니라 물상보증인의 재산이라면 제58조(구 회사정리법 제67조)

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이치가 아님은 제250조

제2항(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여 명확하여 회생절차 개시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11. 15. 84그75)”라고 한다. 또한 “채무자의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막을 수 없다(대법원 1969. 4. 14. 69마153)”고 한다

[양형우, “회생절차에서의 공동저당권”, 법학연구 18권 1호, 연세대학교 법

학연구원(2008. 3.), 112면].

198)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

36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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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금액만큼은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중복하여 다시

우선배당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만약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은 것이 ‘임의변제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면, 공동근저당권자

는 그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여전히 자신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

액 범위 내에서 잔존 피담보채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채무자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은 것을 ‘임의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채무자 회생절차에서의 변제를 임의변제로 볼 수 있는 가능성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조].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고 바로 파산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크고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도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기에, 비록 채무자가 현 시점에서 재정상 파

탄상황에 직면해 있더라도,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

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

에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를 회생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99)200)

1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2017), 4면.

200) 회생절차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

의 정리, 재건을 이루기 위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책임을

감소시켜 되도록 부담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여 수

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면책 등 광범위한 변경을 가하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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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사 및 관리인이 자발적․자율적으로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

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계획안이 작성되고, 그 이후 일련의 절차

를 진행하여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을 회생시키는

것으로,201) 경매목적물이 강제적으로 매각된 후 그 매각대금에서 근저당

권자가 배당받는 등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또는 채무자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강제적․타의적으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경매절차와 차이가

있다.

물론 회생절차의 특성상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를 하여야 하는 등 채무자인 회사, 관리인이 완전

히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집행을 할 수는 없다. 그러

나 채무자인 회사의 의사가 전혀 배제된 채 법원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경매절차와 달리, 오히려 채무자 회사 스스로의 갱생 노력에 의해 관리

인이 회생계획안을 스스로 작성, 제출하는 등 자발적․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기본이기에 임의변제와 유사하다고 평

가할 여지가 있다.

의 조정을 하게 되지만, 보증인 등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회생채권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경감시키는 것은 회생절차가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

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만약 회생계획에 의해 회생채

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소멸 또는 감축되게 된다면, 이는 채무

자의 회생에 직접 필요한 범위를 넘어 회생채권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채무자의 회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며, 제250조 제2항에서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

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8482 판결; 양형우 (註 189), 135면].

201) 진용락 (註 57), 124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후에는 회사의 관리처분

권이 관리인에게 귀속된다는 차이는 있지만 회사의 영업활동은 개시결정

전후에 연속성이 유지되고, 또한 정리채권확정절차를 지나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그 정리절차가 진행하는 동안은 갱생적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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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신속한 환가 및 배당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굳이 막을 이유가 없어 담보권자는 파산절차

에서 별제권자로 인정되어 파산절차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담보권을 행사

할 수 있지만,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특히 업무용 재산에 설정

된 담보권이 실행되면 채무자의 재건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담보권자

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는 점202)에서 회생절차는 파산

절차와 달리 갱생적 측면이 더 강하다.203)204)

또한 회생계획안의 작성, 제출 및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는 회생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회생절차의 경우

관리인이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등의 회생

계획안을 스스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절차적 요건(회생절

차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지205),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는

202) 채무자회생법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

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는 중지된다.

1. 파산절차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

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2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註 198), 5면.

204) 개별적인 권리행사의 금지는 회생절차의 가장 주된 법률효과이고, 이는 파

산절차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나, 회생절차는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한

다는 점에서 파산절차 보다 강력한 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민지, “민사집행에 관한 문제점 下”, 재판자료 72집, 법원도서

관(1996. 6.), 6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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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 및 실체적 요건(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한지 등)의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가하는 것이므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

제는 채무자인 회사의 의사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임의변제로 볼 여지가

있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의 보증인 그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

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

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205) 채무자회생법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①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

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할 것

3. 회생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4.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었을 것. 다만, 그 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결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

을 것

7.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있을 것. 다만, 그 회

사가 「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및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

환)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

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

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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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민사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감면 등은

절대적 효력이 있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겠지

만,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채권자의 희생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기에 회

생계획은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등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

별한 규정을 둔 것이다.

다. 판례-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의 변제를 우선변제권의 행사로 봄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에서, 공

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변제를 받은 것을 채무자의 임의

변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위 2013다16992 판결에서는 명시적으로 위 쟁점에 대하여 판시하지는 않

았으나, 위 판결의 원심 및 1심 판결문에서는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변제를 받은 것은 우선변제권의 행사로 보아야 하지, 임의변

제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 2013다16992 판결 역시 공동근저당

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변제를 받은 것은 우선변제권의 행사임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판례가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변

제를 받은 것을 우선변제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고 본 논거는 다음과 같

다.

회생절차는 관리인에 의한 회생계획안의 작성 · 제출과 관계인 집회의

결의 및 파산법원의 인가결정을 거쳐 회생계획이 수행됨으로써 채권자들

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충당의 순

서가 결정되기도 하는 등 채무자의 임의변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즉, 회생절차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49조) 법원의 감독(동법 제39조의2)과 관리인의 관리(동

법 제56조, 제74조) 아래 수행되는 절차로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

르지 않은 변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동법 제131조).

또한 회생담보권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전제로 하고, 회생담보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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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신의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면 결국 그 권리의 내용인 담보가치가 실현되는 것

인 점(동법 제141조) 등을 더하여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일부 변제를 받은 것은, 공동저당권의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에

서 배당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임의변제와 같은 성격으로 보기

는 어렵다.

또한 실제로 위 2013다16992 판결의 사실관계 상 회생계획안에도 채무

자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그에 관한 담보권 일

체는 소멸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에 기해 회생절차

내에서 변제받는 것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 받는 것과 크게 다르

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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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근저당권은 현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됨에도 우리 민법은 제357조의 단

일한 조문만을 두고 있어, 실무상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어려

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동근저당의 경우 민법의 다른 영역에 비하여 비중 있게 연구되

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본고는 제2장에서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공동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주로 학설, 판례를 통해 살

펴보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학설, 판례에 의존하

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입법

이 필요하다. 일본 민법의 경우 학설상 논의되는 문제를 1971년 민법 개

정 시 대부분 반영되었는바, 우리의 경우도 일본의 경우처럼 민법 개정

시 입법에 반영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공동근저

당권에 관한 입법론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저당의 취지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누적적 공동저당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206)

본고는 앞서 누적적 공동저당을 인정하여 이 경우 민법 제368조 적용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입법론이 가능할

것이다.

206) 김상진, 김동욱 (註 166), 274면은 더 나아가 ‘일본은 공동근저당권의 법률

관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수개의 근저당이 담보하는 채권의 발생원인과 담

보한도가 모두 동일하지 않으면 공동근저당으로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데, 우리의 경우는 입법을 함에 있어 일본민법과 같은 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하여도 입법정책상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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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입법론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

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

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

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

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

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동일한 소유자 소유의 수개

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현행 입법론

<신 설>

제368조의2(공동근저당) 제368조의 규정은 근저당권에 대해

서는 그 설정과 동시에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

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취지의 등기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둘째, 근저당권 확정사유가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2004년 민법개정안, 2014년 민법개정시안을 통

해 충분히 논의된 만큼, 위 민법개정안대로 입법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

한다.

셋째, 민법 제368조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공동담보 목적물의 소유관계

에 따라 공동저당물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민

법 제36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와 ‘공동근저당에도 민법 제368조가 적용

되는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중 공동근저당에도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앞서

첫 번째로 살펴본 부분에서 함께 입법론을 제시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소

유관계에 따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법론을 제시한다.

넷째,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와 변제자대위가 충돌하는 경우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민법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론이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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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입법론

<신 설>
제368조의3(대위의 한계) 대위는 제3자가 저당권 설정을 위

해 제공한 물건에 대해서는 행사될 수 없다.

것이다.207)

207) 김형석 (註 99), 198면; 위 논문에서 소개하는 이탈리아 신민법 제2857조는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 신민법 제2857조(대위의 한계)

① 대위는 제3자가 저당권 설정을 위해 제공한 물건이나 채무자가 양도한

물건으로 그 양도가 만족을 얻지 못한 채권자의 저당권 부기 전에 등기된

것에 대해서는 행사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앞서 언급한 저당권부기 후에 취득한 물건의 경우, 만족을 받

지 못한 채권자는 만족을 받은 채권자가 그의 사법저당권을 그 물건에 미

친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해서도 대위할 수 있다.

③ 대위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만족을 받은 채권자의 저당권에 부

기등기를 해야 한다. 부기등기를 위해서는 만족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순위들의 사본을 등기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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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Blanket mortgage right

Park Yu-hwa

Civil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lanket mortgage right is used when the price of a mortgage does

not reach the amount of mortgaged bond. Several pieces of real

estate are put up as collateral to make the value of collateral be more

than the amount of mortgaged bond by adding up the values of the

collateral. The advantage of blanket mortgage is that the risk can be

dispersed to other mortgages if the value of a mortgage decreases

due to destruction, damage, reduction in price, etc. For such an

advantage, blanket mortgage right is often used in business

transaction.

However, while such a characteristic of blanket mortgage can be

advantageous to the holder of blanket mortgage right, the interest or

just expectation of the mortgagees in next priority of the mortgage

or other stakeholders may be infringed upon if focus is put on

guaranteeing the freedom of the holder of blanket mortgage to make

maximum use of the value of the mortgage. Due to such a problem,

Article 368 of the Civil Law stipulates for the realization of the value

of coordination of interests of concerned parties and fair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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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making an allocation, and matters about mortgage right are

stipulated in Article 357 of the Civil Law. However,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various problems caused in relation to the execution of

blanket mortgage right by the foregoing two articles only.

Starting with such a problem, this study reviews the various

problems involved with blanket mortgage right, especially the

problems related with allocation made in different times.

Though mortgage right is the most frequently used in our life, it

is stipulated in only Article 357 of the Civil Law and as a result

difficulties arise in solving various practical affairs.

Especially, as it does not seem that blanket mortgage is being

researched as much as other areas of the Civil Law, this study

reviewed the controversial problems related to blanket mortgage right

from Chapter 2 to Chapter 6 mainly through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However, it is not desirable in a long-term point of view to

depend on theories and precedents for the solution of such various

problems and it is necessary to enact explicit laws. In the case of

Japanese Civil Law, most of the problems discussed in the academic

world were reflected to the law when it was revised in 1971. In our

case, the following matters can be considered for the legislation in

relation to blanket mortgage right.

Firstly, legislation is necessary on whether or not cumulative

blanket mortgage shall be acknowledged if the purpose of blanket

mortgage is not registered.

Secondly, it is necessary to make explicit legislation on the reason

for confirmation of mortgage right.

Thirdly,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influence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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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a reason for a mortgage on another mortgage in a case

of blanket mortgage.

Fourthly, in relation to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368 of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have a clear stipulation if Article 368 of

the Civil Law is applied when a part or all of the blanket mortgage

is possessed by the surety by the ownership of the objet of blanket

mortgage and Article 368 of the Civil Law is applicable to blanket

mortgage.

Fifth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clear regulations on the precedence

between the subrogation of the mortgagees in next priority of the

mortgage and the subrogation of the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if the two collide.

keywords : mortage right, blanket mortage right, cumulative

mortage right, allocation, confirmation, scope

Student Number : 2014-2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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