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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
1)

權 英 俊

**

요 약
전통적으로 계약관계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라는 관점에서 주로 조망되어 왔다. 그
러나 계약관계는 계약 당사자의 신뢰라는 관점에서도 조망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의 의사를 발견하여 이를 관철시켜 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두 관점은 적대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
나 연혁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볼 때 두 관점 사이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존재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의사적 관점은 개인 본위의 사상적 토대 위에서 계약법의 주도적 지
위를 차지하였으나, 신뢰적 관점은 공동체를 배려하려는 사상적 토대 위에서 의사적
관점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계약법적 쟁점들은
이러한 긴장관계의 틈바구니에서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해결의 모습도 그 균형점을
어디에서 찾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계약법의 지형(地形)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뢰보호의 문제는
계약관계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계약성립 이전 단계에서는 주로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이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계약교섭과정에서의
정보제공 등 계약체결 이전에 상대방의 언동을 믿은 계약 당사자의 신뢰보호 문제로
나타난다. 계약성립단계에서는 주로 청약이나 승낙을 받은 계약 당사자의 신뢰보호
문제로 나타난다. 계약해석단계에서는 주로 규범적 해석과 관련해서 계약내용이 무엇
인지, 또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뢰보호 문제로 나타난다. 계약존속
단계에서는 계약존속을 허물어뜨리는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사유를 얼마나 너그럽게
파악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계약존속을 믿은 상대방의 신뢰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
지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러한 존속신뢰보장의 문제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특히 두
드러진다. 계약이행단계에서는 임의이행에 대한 신뢰보호, 임의이행이 좌절된 경우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통한 신뢰보호의 문제로 나타난다. 계약관계의 소멸단계
에서는 채무이행으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믿은 당사자의 신뢰보호 또는 더 이상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2011. 8. 30. 주최한 법과 신뢰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글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이다. 학술회의에서 좋은 토론을 해 주신 최봉경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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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은 채무자의 신뢰보호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처럼
신뢰보호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파편성(破片性) 때문에 이를 하나의 틀 안
에서 묶으려는 시도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약관계의 곳곳에서 다양하게 작동하는 신뢰보호는 한편으로는 효율성을
증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평성을 증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쌍방의 이
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일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곧 타방의 이익을 해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는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일정한 선에서 멈추어야 한다. 이는 곧 신뢰보호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정리하자면 신뢰야기자에 관한 요건으로는 그에게 귀책 가능한 신뢰
야기, 신뢰자에 관한 요건으로는 이에 관한 정당한 신뢰와 이로 인한 신뢰투자가 각각
요구된다. 다만 이러한 요건은 추상적인 것이어서 실제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고려기준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고려기준들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이익형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계약법, 계약관계, 신뢰, 신뢰보호, 신뢰이익, 강제이행, 손해배상, 이익형량,
효율성, 형평성

Ⅰ. 서 론
계약은 신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계약은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신뢰하여
체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관계는 신뢰관계의 속성을 지닌다. 만약 계약관계
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약체결을 주저할 것이다. 계약이 사
회에 유익한 제도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러한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
다. 따라서 계약관계에서는 신뢰보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신뢰보호의 문제는 그 보호대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계약 당
사자의 신뢰보호이다. 이는 계약관계 내부의 신뢰보호이다. 다른 하나는 제3자의
신뢰보호이다. 이는 계약관계 외부의 신뢰보호이다. 민법은 계약 당사자의 신뢰보
호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형태로 규정하지 않지만, 제3자 신뢰보호에 대
해서는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형태의 조항들을 두고 있다.1) 이처럼 신뢰보호라는
1)

이는 제3자 보호규정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민법 제107조(비진의표시), 제108조(통정허위
표시), 제109조(착오), 제111조(사기⋅강박), 제249조(선의취득), 제548조(해제의 효과)
등의 제3자 보호규정들이 그러하다. 이러한 제3자 보호규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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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요청이 계약관계 내부에서는 강력한 형태로 드러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주로 의사(意思)의 관점에서 구성하는 근대 계약법
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이는 거래안전이라는 비의사적 요청 아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문제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한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보호는 통일된 틀 속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계약법의 다
양한 제도와 법리 안에 때로는 명시적으로, 그러나 대부분은 묵시적이고 개별적인
모습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보호는 제3자의 신뢰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신뢰보호라는 주제의 광범위성을 생
각하면 이 글에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글
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보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계약관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
뢰보호 관련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서술한다. 우선 ｢II. 계약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에서는 계약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편의상 의사적 관점과 신뢰적 관점으로 분류
한 뒤, 각 관점의 배경, 내용, 특징 등을 설명하고 양자의 긴장관계를 분석한다.
｢III. 계약관계의 단계별 신뢰보호｣에서는 계약관계의 각 단계에서 계약 당사자 간
신뢰보호가 실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검토한다. ｢IV.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
뢰보호의 기능｣에서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신뢰보호의 모습들을 토대로 계약관계
에서 신뢰보호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한다. ｢V.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
보호의 요건｣에서는 신뢰보호의 요건 일반론 및 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
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VI. 결론｣에서
는 앞의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고민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한다.

Ⅱ. 계약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 글은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를 담고 있다. 그 논
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신뢰라는 관점에서 계약관계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
다. 편의상 이를 “신뢰적 관점”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전통적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등 다른
특별법에서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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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계약관계는 주로 의사(意思)라는 관점에서 조망되어 왔다. 편의상 이를 “의사
적 관점”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두 가지 관점은 꼭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은 아니지
만 계약을 바라보는 차별화된 시각을 제공한다. 따라서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해 보
는 것은 본격적 논의에 앞서 계약관계와 신뢰의 일반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데 요
긴하다.

1. 의사적 관점
의사적 관점은 계약의 성립과 이에 따른 계약의 구속력 발생을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관점이다. 이는 근대 계약법의 주류적 태도를 잘 반영한다. 근대
계약법은 신분의 굴레에 따라 법적 지위와 운명이 영향을 받는 봉건적 신분제의
잔재를 청산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었다.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법률적 운명을 결정하는 패러다임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 인간의 의사를 계약관계의 핵심에 놓는 의사주의(will
theory)가 이러한 전환의 강한 동력을 제공하였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
약법 내에서 차지하는 의사의 지위도 한껏 제고되었다. 사뷔니(Savigny)의 표현에
따르자면 근대적 계약법에 있어서는 의사가 유일하게 중요하고 유효하였던 것이다.2)
이러한 의사적 관점은 영국의 폴락(Pollock) 등에 의해 “마음의 만남(meeting of the
minds)”이라는 관념 아래3) 영국의 계약법에서도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4) 이러한
사고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 계약법에도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초 미국의 저명한
계약법학자였던 코헨(Cohen)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국 계약법에 있어서도 의사는
“존중되어야 할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will is something inherently worthy of
respect)”이고, 그 의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계약법의 주된 사명이었다.5)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사적 관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신의 의사에 기해 권리의무관계
가 변동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사상을 잘 대변하여 왔다.
2)
3)
4)

5)

v. Savigny, 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III, 1849, S. 258.
Frederick Pollock, The Principles of Contract (4th ed. 1881)에 이러한 사상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초기의 영국 판례로서는 Household Fire and Carriage
Accident Insurance Co. Ltd v. Grant [1879] 4 Ex D 216; Carill v. Carbolic Smoke Ball
Company [1893] 1 QB 256 등이 있다. 다만 영미법계는 대륙법계와 달리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 의사합치 이외에도 약인(consideration)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륙법계에서 발
견되는 순수한 의사적 관점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Morris R. Cohen, “The Basis of Contract”, 46 Harv. L. Rev. 553, 57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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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의사주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완화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오
늘날에도 의사는 여전히 계약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근대 계약법을 계수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여전히 계약에 관한 수많은 쟁점들이 법률행위나 의사
표시 등 의사적 관점을 함축한 개념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
법으로 설명되고 있다. 당사자의 의사는 계약 성립과 구속력 발생에 대한 정당성
의 근거를 제공한다. 바꾸어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누구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한 법률적 운명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의사가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정당화 근거가 되려면 그 의사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의사형성과정과
의사표시과정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어느 과정에 흠이 있다면 계
약의 구속력은 부정되거나 불완전한 것이 된다.6) 한편 계약이 온전한 효력을 지니
게 되었다면 그 다음의 논리적 단계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계약의 해석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계약의 모습이 최종적으
로 확정되면 그 계약상 채무가 이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계약의 이행은
계약에 담겨진 당사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마음 속에 있던 의사는 현실 속에서 구현된다. 반면 계약상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
면 그 의사를 강제로 실현하거나(강제이행), 이와 가치적으로 동등한 상태를 실현
(손해배상)하는 방법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때 법원은 법에 의해 부여된 힘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제도적 도구에 머물러야 한다. 따라서 계약을 직권으로
수정하는 등 당사자의 의사를 변방으로 밀어내는 적극적인 개입은 가급적 자제되
어야 한다.7)

2. 신뢰적 관점
신뢰적 관점은 계약의 성립과 이에 따른 구속력의 발생을 당사자의 신뢰보호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관점이다. 신뢰적 관점의 등장은 의사주의 및 그 배후에 있는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궤를 같이 한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의사주의는 많은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사상적으로 공동체적 가치가 강조되면서 개인의 의사에

6)

7)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7조(진의아닌 의사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법원의 계약수정권과 사적 자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권영준, “위험배분의 관점에서
본 사정변경의 원칙”, 民事法學 제51호 (2010. 12), 25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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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무게를 두는 사고방식에 대한 경계가 시작되었다.8)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자신”을 넘어서 “타인”과의 관련성을 비중 있게 파악하는 신뢰의 개념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9)
먼저 우리 민법의 토양이 되어 온 독일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자. 독일 계약법에
있어서 신뢰에 대한 논의는 주로 신뢰책임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1861년 루돌프 폰
예링(Rudolf v Jhering)에 의해 제기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론(Culpa in contrahendo)
이 그 의미있는 출발점이었다.10) 이 이론에 따르면 계약교섭의 개시와 더불어 각
당사자에게는 상대방을 배려할 의무를 수반하는 특수한 법적 관계가 개시된다.
이러한 법적 관계는 당사자들이 최종적으로 계약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된다.11) 이는 계약과 관련된 책임을 오로지 당사
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설명하려는 기존 태도에서 벗어난 이론이었다. 그 이후에도
신뢰와 관련된 계약법적 논의는 지속되었는데, 이는 계약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과
구분되는 신뢰책임(Vertrauenshaftung)에 대한 논의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12) 이
러한 일련의 사고방식은 의사표시적 요소가 결여된 상태에서도 신뢰에 기초한 책임
을 도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의사지상주의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8)

9)

10)

11)

12)

Patrick Atiyah, The Binding Nature of Contractual Obligations, in: Donald Harris/Denis
Tallon(ed.), Contract Law Today (1989), p.28; Patrick Atiyah, The Rise and Fall of
Freedom of Contract (1979), p.571, 602; Peter Loser, Die Vertrauenshaftung im
schweizerischen Schuldrecht (2006). S. 35.
가령 커너트 L. 홀, 피터 카스텐 지음, 손세정 옮김, 미국법의 역사와 문화 (원제 :
The Magic Mirror - Law in American History -) (2009), 483-484면에서는 계약법을 지
배하던 객관성과 형식주의에 대한 신념이 19세기말에 이르러 약화되면서 계약법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신뢰이익이나 비양심성 원리와 같은 새로운 원칙의 출현이
계약법의 사회적, 경제적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였다고 평가한다.
v. Jhering, Culpa in contrahendo oder Schadensersatz bei nichtigen oder nicht zur
Perfection gelangten Verträgen, in : Jahrbücher für die Dogmatik des heutigen römischen
und deutsche Rechts, 4. Band (1861).
이 이론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오다가, 2002년 독일 개정 민법
제311조에 입법화되었다. 그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는 Canaris, Die Reform des Rechts
der Leistungsstörungen, JZ 2001, 520 참조. 이는 그리스 민법 제197조 및 제198조, 슬로
베니아 민법 제20조, 포르투갈 민법 제227조, 이탈리아 민법 제1337조, 불가리아 민법
제12조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에 대한 고전적인 문헌으로서 von Craushaar, Der Einflúß des Vertrauens auf die
Privatrechtsbildung (1969); Canaris, Die Vertrauenshaftung im deutschen Privatrecht
(1971). 민사책임의 2대 기둥인 계약책임 및 불법행위책임과 구분되는 제3의 책임으로
서 신뢰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독일 내에 견해 대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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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 국가들에서도 신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19세기말부터 판례를 통해 형성되기 시작한 약속에 의한 금반언(promissory estoppel)
의 원칙이 1932년 제1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제90조에 수용됨으로써 약인
(consideration)이 없어도 약속에 따른 신뢰보호를 근거로 계약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13) 이러한 태도는 1979년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제90조에서도 수정
을 거쳐 유지되었다.14) 한편 계약법상 손해배상의 영역에 신뢰가 핵심적 화두로
등장한 것은 1936년이었다. 풀러(Fuller)는 1936년 그의 논문을 통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본질은 계약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
시 의사주의의 압도적 영향력 아래에 있던 미국 계약법학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
다.15) 풀러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영국의 계약법학자인 아티야(Atiyah)는 신뢰에
기초한 문제제기를 손해배상의 범위를 넘어서서 계약의 구속력 자체의 차원으로
확장하기에 이른다. 그는 1970년대부터 계약자유의 쇠퇴와 고전적인 계약법 이론
의 실패를 관찰하면서, 계약구속력의 근거는 약속자의 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행위로 인한 상대방의 신뢰나 계약을 통해 얻는 이익과 같은 객관적 사실에
있다고 주장하였다.16) 그는 급기야는 이를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이익도 받지 않
았고 상대방을 신뢰하고 행위한 바도 없는 미실행계약(executory contract)에는 계
약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까지 발전시킨다. 이처럼 의사를 제치고
신뢰를 계약법의 핵심에 등장시킨 아티야의 혁신적 견해는 의사와 신뢰의 대립구
도를 부각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신뢰가 의사를 제치고 주도적 지위를 획득하
게 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신뢰의 개념도 의사만큼이나 모호한 면이 있고,17) 모든

13)
14)

15)

16)
17)

한편 영국에서는 Central London Property v. High Trees House Ltd. [1947] K.B. 130
이후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이 확장되기 시작한다.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제90조는 더 이상 수약자의 신뢰가 확정적이며 실질적
인 성격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고, 수약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신뢰를 유도하리라
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견해야 했던 경우에도 이 법리를 적용하는 등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다만 그 구제에 있어서는 정의가 요구하는 한도 이내로 제한될 수 있
다고 하여 그 구제범위의 축소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엄동섭, 미국계약법 Ⅰ (2010),
194면.
L. L. Fuller & William R. Purdue, “The Reliance Interest in Contract Damages”, 46
Yale. L. J. 52 (1936). 그는 이행이익의 배상도 결국은 계약위반으로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도구이면서, 일반 거래계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도구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Patrick Atiyah, “Contracts, Promises, and the Law of Obligation”, in Essays on Contract
(1990), pp.21-22.
Picker, Vertragliche und deliktische Schadenshaftung, JZ 198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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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상 문제를 오로지 신뢰에 기대어서만 설명할 수 없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18)
하지만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뢰적 관점을 부각시키려는 아티야의 견해는
계약이 준수되어야 하는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신뢰적 관점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 형성과 실현에 있어서 신뢰
라는 외부적 요소를 중심에 놓는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와 연결되기가 쉽다. 그
점에서 자유주의적 사상을 대변하는 의사적 관점과 차별화된다. 이와 관련해서 신
뢰적 관점이 왜 공동체주의와 연결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계약의 관련자들을 “단일한 계약 당사자 ⇒ 계약 당
사자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계약 공동체 ⇒ 계약 공동체 바깥에 있는 이해관계 있
는 제3자, 나아가 거래사회나 국가 등 더 큰 의미의 공동체”로 단계적으로 넓혀 보
도록 하자. 의사적 관점은 가급적 계약 당사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최대한
보호하고 관철시켜 주려는 사고방식에 기초한다. 반면 신뢰적 관점은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통해 계약 ｢공동체｣의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사고방식에
기초한다.19) 이러한 면에서 신뢰적 관점에서는 공동체지향적 사고의 맹아(萌芽)가
발견된다.
이러한 신뢰적 관점에 기초하면 계약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계약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부여하여 그에 기초한 상대방의 행위변화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계약의 구체적 모습을 확정하는 계약해
석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에 대
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계약을 가급적 유지․존속시키는
방향의 법리가 형성되어야 한다.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과 불이행도 계약의 목
적에 대한 상대방의 기대 내지 신뢰와의 관련성 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이나 강제이행 등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은 계약에 걸었던 상대방의
신뢰를 실현시키거나 지키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계약분쟁해결 단계에서도 합리
성이나 신뢰와 같은 외부적 요소가 일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범
위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한발 물러설 수도 있다.

18)
19)

예컨대 신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해서 그 구속력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권영준,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저스티스 통권 제124호 (2011.6), 176-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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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적 관점과 신뢰적 관점의 긴장관계
위에서 살펴본 의사적 관점과 신뢰적 관점이 반드시 상호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보호한다는 것은 그 의사에 포함된 기대 또는 신뢰를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의사보호와 신뢰보호는 양립가능하다. 물론 일방의
의사와 타방의 신뢰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특히 의사를 표시주의가 아니라
의사주의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 그러하다. 그러나 이때에도 양자는 상호배척의 관
계에 있다기보다는 상호타협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상호타협의 관계는 민법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다. 가령 의사표시 당시 표의자가 진의가 아니었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든지
(제107조),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해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표
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게 하는 것(제109조)은
민법이 이미 표의자의 자기결정과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상관적으로 결합하여 그
효력을 최종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0) 따라서 학설상으로도 계약이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근거로서 의사와 신뢰의 양자 중 하나만을 극단적으로 고집하기보다
는 양자를 조화롭게 고려하는 태도가 오히려 일반적이다.21)
그러나 의사적 관점과 신뢰적 관점 사이에 아무런 긴장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혁적으로도 신뢰적 관점을 강조하는 견해는 의사적 관
점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실제적으로도 의사는 의사표시를 한 주체의
관점에서 출발하지만 신뢰는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출발하므로
양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에는 어떤 관점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두 관점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관계는 여러 단면으로 분해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자율신장과 신뢰보호 사이의 긴장관계라는 측면이 있다. 의사적 관점은 개
인의 자율을 최대한 신장하려는 사고방식 위에 입각해 있다. 이때의 자율은 개인
의 의사에 의해 계약관계를 형성, 유지, 파기해야 한다는 적극적 측면 이외에도 개
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계약관계가 형성, 유지, 파기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측면도 지닌다. 그런데 신뢰적 관점이 강조되어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폭이 커지면
자율의 소극적 측면이 그만큼 제한될 수 있다. 가령 계약교섭과정에서 장차 계약
20)
21)

李東珍, “公序良俗과 契約 當事者 保護”,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135-136면.
이에 대해서는 우선 池元林, “法律行爲의 效力根據로서 自己決定, 自己責任 및 信賴
保護”, 民事法學 제13⋅14호 (1996), 3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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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결되리라는 상대방의 신뢰를 더 많이 보호하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자유”는 그만큼 제한된다. 또한 계약교섭과정에서 신뢰를 유발하는 말
이나 행동이 해석을 통해 계약내용에 더 많이 편입되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속력이 주는 부담을 떠나서 말하고 행동할 자유”는 그만큼 제한된다. 계약관계의
존속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더 많이 보호하면, 계약 당사자가 “계약관계로부터
벗어날 자유”는 그만큼 제한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계약에 있어서 신뢰보호가
자율신장과 긴장관계에 놓인다.
둘째, 계약법과 불법행위법 사이의 긴장관계라는 측면이 있다. 의사적 관점은 계
약법과 불법행위법을 선명하게 구분한다. 불법행위는 계약과 달리 의사표시를 필
수적 구성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적 관점에서 보면 신뢰보호는 계약 자
체의 요청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계약법은 계약 당사
자의 의사를 최대한 보호하고 관철하는 본래 목적을 수행하면서 상대방의 신뢰보호
문제는 불법행위법에 맡기게 된다. 이처럼 당사자법(當事者法)으로서의 계약법의
독자성을 강조하게 되면 계약법이 사회이념적 문제를 다루는 철학 등 다른 학문과
분리되는 현상이 가속화된다.22) 반면 신뢰적 관점은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선명
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 판례가 실질적인 계약분쟁에 불법행위법을 빈번하게
적용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긴장관계라는 측면이 있다. 대다수의 법문제가 그러
하듯이 의사적 관점과 신뢰적 관점의 긴장관계도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공동체 간
의 긴장관계로 환원된다. 의사적 관점은 자율지향적이자 개인지향적이다. 반면 신
뢰적 관점은 관계지향적이자 공동체지향적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긴장관계는 대부
분의 중요한 법적 문제들의 가장 근원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서 가장 개인지향적
인 규범체로 이해되는 계약법에서도 예외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22)

권영준(註 19), 173면. 이러한 현상은 근대 계약법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중세 계
약법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철학에 기초하여 발전한 것과 대조적인 것이다.
중세 계약법의 철학적 기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J. Gordley, The Philosophical
Origins of Modern Contract Doctrine (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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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계약관계의 단계별 신뢰보호
계약관계도 사람의 삶과 비슷하다. 우선 삶의 다양함만큼이나 계약관계의 모습
도 다양하다. 현실매매로 인한 계약관계는 순식간에 형성되고 소멸된다. 장기원자
재공급계약으로 인한 계약관계는 장기간의 치열한 계약교섭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수십년 간 존속되기도 한다. 둘 다 “계약”이라는 동일한 개념의 우산 아래에 있지
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계약관계의 모습은 쉽사리
일반화할 수 없다. 다만 관념적인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계약관계도 사람의 삶과
비슷한 사이클을 거친다. 마치 사람이 태아기를 거쳐 출생하여 살아가다가 다양한
형태로 삶을 마감하고 그 뒷정리가 이루어지듯이, 계약관계도 교섭과정을 거쳐 성
립되어 존속하다가 때로는 정상적 채무이행을 통하여, 때로는 비정상적 해소로 인
하여 종료되어 청산된다. 그런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결코 혼자만
의 것일 수 없듯이, 계약관계 역시 한 계약 당사자만의 것일 수 없다. 그러므로 사
람이 상호의존적 삶을 살듯이 계약관계 역시 상호의존적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사람의 삶이건 계약관계이건 신뢰의 토대 위에서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신뢰보호는 포괄적으로 보자면 민법 제2조에 규정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규율된다. 하지만 각 개별적 단계의 차원으로 내려가면 신뢰
보호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아래에서는 그 모습에 관하여 개관해 보
고자 한다.

1. 계약성립 이전 단계
엄밀히 말하면 계약관계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야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성립 이전 단계에서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교섭
을 하는 당사자들 사이에는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 또는 언명의 상호작용이 이
루어지고, 이로부터 법적 문제들이 등장한다.23) 이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으로 표
상되는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문제들은 의사적 관점이 아
니라 신뢰적 관점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게 된다. 따라서 계약성립 이전 단계에서

23)

계약체결 전의 법률관계 일반에 대해서는 김동훈, “契約締結 前의 法律關係”, 民事法學
제36호 (2007.5), 32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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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가 가지는 지위는 상대적으로 공고하다.
가. 계약체결상 과실
우리 민법은 계약성립 이전 단계에 대한 일반적인 규율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동적 프로세스로 존재하는 계약체결의 현실을 법전에 생생히 포착하지 못한
채 어느 한 순간 계약이 성립된다는 이미지를 전제로 한 경직된 계약법의 특징을
보여주는 태도이다. 다만 민법 제535조는 계약체결상 과실 문제에 관하여 규정함
으로써 유일하게 계약체결 전의 법률관계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이 조항은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의 신
뢰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서 고의나 과실이 있는 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신뢰책임을 지우는 조항이다. 그러
한 점에서 민법 제535조는 신뢰보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그
다지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계약의 원시적 불능은 그리 흔하게 일어나는 사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판례도 많지 않다. 그렇게만 본다면 민법 제
535조가 계약성립 이전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신뢰보호기능은 매우 제한
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민법 제535조의 적용범위를 계약성립 이전 단계의 다른
법적 쟁점들로 넓힘으로써 그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 이는 독일의 논의 흐름24)에 압도적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독일과 다른 법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논의를 여과없이 가져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5)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불법행위에 대한 포괄적 조항
이 존재하지 않아 불법행위의 규율범위가 한정적이다.26) 따라서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론에 신뢰보호의 부하(負荷)가 강하게 걸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27)
하지만 우리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포괄적 규율을 제공한다. 반면 계약
24)
25)

26)
27)

MünchKomm/Emmerich(4 Aufl.), § 311 Rn. 55 ff.
梁彰洙, “契約締結上의 過失”, 民法硏究 第1卷(1991), 381면 이하; 최흥섭, “계약이전
단계에서의 책임(소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민법 제535조의 의미 – 특히 독일판
례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민사법학의 현대적 발전, 연람 배경숙 화갑기
념논문집 (1991), 576면 이하.
MünchKomm/Emmerich(註 24), § 311 Rn. 57.
독일의 판례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이론적 근거를 일반적인 신뢰보호(allgemeinen
Vertrauensschutz)에서 찾고 있다. BGHZ 60, 221, 223=NJW 1973, 752; BGHZ 71, 386,
692=NJW 1978, 18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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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상 과실책임에 대한 민법 제535조의 규율범위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우리 민
법의 법제적 특성상 계약법이 무리하여 신뢰보호의 기능을 떠안을 것이 아니라 이
를 불법행위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
리 판례가 취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계약교섭시 정보제공의 문제
계약성립 이전 단계에서 핵심적인 신뢰보호의 문제는 계약체결상 과실보다는 계
약교섭의 부당파기와 계약교섭과정에서의 정보제공이라는 두 가지 국면에서 더 빈
번하고 첨예하게 나타난다. 우리 판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일반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50조를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1)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계약 당사자는 계약교섭이 깨질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교섭에 임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계약교섭과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
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체결
여부, 계약 상대방의 선택, 계약내용의 결정, 계약방식의 결정에 있어서 계약 당사
자가 자유를 가진다는 입장이다. 그 중 계약체결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이는 계약을
체결할 자유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한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는 특히 계약교섭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계약교섭과
정에서 신뢰보호의 범위가 지나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가 잠식된다. 그러
나 계약교섭과정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마땅한 신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지 문제된다.28)
우선 이러한 신뢰는 계약 당사자 스스로 설정한 계약적 장치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대표적 예는 본계약 체결에 앞서 일종의 제한적, 예비적 합의를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합의는 실무상으로는 가계약, 예약,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원칙적 합의(Agreement in Principle), 의향서(Letter of Intent) 등 다양한 명칭과 모습
28)

국제적인 모델법에서도 “신의칙에 반하는 교섭”(Negotiations contrary to good faith) 등
의 형태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컨대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 of European Contract
Law) 제2:301조,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제2:15조,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Ⅱ-3:301조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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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계약 당사자가 스스로 신뢰보호를 위한 계약 장치를 마련
하였다면 그에 투여된 신뢰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에 대
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그 합의에 위반하는 때에는 손
해배상책임을 지우게 된다. 예컨대 우선협상대상자 제도나 기업의 인수합병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금 제도는 계약체결 전 신뢰보호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다.
가령 인수합병계약의 인수대상회사는 그 교섭과정에서 인수희망자에게 실사를 허용
하고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다른
교섭의 기회를 포기하는 등 상당한 신뢰투자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도 인수희망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인수대상회사는 결과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수대상회사는 계약을 통해 인수
희망자에게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계약미체결시 그 이행보증금을 몰취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신뢰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 침해가 일어날 경우 이로 인한
신뢰손해를 전보 받는 것이다.29)
한편 계약교섭과정에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
되리라는 신뢰를 부여한 뒤 이를 배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규모가 큰 계약들은
입찰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입찰공고시부터 본계약 체결시
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신뢰투자도 일어난다. 따라서
신뢰보호가 빈번하게 문제된다.30) 이에 관해 우리 판례는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
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
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
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다.31) 이처럼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관한
29)

30)

31)

대형 인수합병에 있어서는 이행보증금의 액수도 천문학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이행보
증금의 몰취를 둘러싼 분쟁들이 종종 벌어지기도 한다. 대판 2008.2.14, 2006다18969;
대판 2008.11.13, 2008다46906; 서울중앙지판 2010.12.31, 2009가합7903 등 참조.
이러한 신뢰보호는 대체로 가처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판례는 국가 등이 실시하
는 입찰절차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입찰실시기관의 행위적법성과 절차투
명성이 상당히 담보되어 있고 그에 따라 입찰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입찰참가자들에
게 나머지 입찰절차가 관계법령 등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계속 진행되리라는 입찰참가
자들의 신뢰 내지 기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신뢰와 기대는 관계법령과 신의칙
등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법적 이익에 해당하여 하자 있는 낙찰자선정의 무효확인
이나 낙찰자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확인, 절차의 속행금지 등에 의한 재판
상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대판 2000.5.12, 2000다2429 등 참조.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예로는 대판 2001.6.15, 99다40418(하도급공사의 수주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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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의 통로를 열어놓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이 계약교섭에 상당한 신뢰를 투자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
이 있다. 다만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책임이 지나치면 오히려 그러한 책임
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계약교섭을 회피하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계
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적정한 책임범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참고로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들은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도 계약관계에 준하는
관계가 존재한다고 이해하면서 계약관계에 적용되는 신의칙이 이 관계에도 적용된
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 하에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32)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도 신뢰보호의 정도가 높아진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들은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 계약관계에 준하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관념이 희박하다. 아울러 신의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대륙법계 국가들만큼 적극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또는 공정하게 거래하거나 협상할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33)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신
뢰보호의 정도가 낮아진다. 계약교섭과 신뢰보호의 상호관계는 계약교섭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동이 계약의 해석에 참고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유
럽의 대륙법계 국가들은 이를 계약에 참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34) 이는
계약교섭과정의 언동에 대한 신뢰보호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 아래에서는 계약체결과정에 관한 광범위한 사실관계의 고려가 중요해진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들은 이를 계약에 참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35) 이는
계약교섭과정의 언동에 대한 신뢰보호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 아래에서는 계약을 둘러싼 사실관계보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담긴 최종 텍스

32)
33)
34)
35)

망하면서 견적서, 이행각서 등을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이 확실
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상당하고도 정당한 기대나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따른 책임 부정), 이를 긍정한 예로는 대판 2003.4.11,
2001다53059(원고가 제출한 조형물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수년간 계약체결을 미루다가 조형물의 설치를 취소하기로 하였다고 일방적
으로 통보한 피고에게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따른 책임 긍정) 참조.
O le Lando et al. (e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Part Ⅰ& Ⅱ (2000),
p.116.
Lando(註 32), p.116. 또한 尹眞秀, “美國 契約法上 Good Faith의 원칙”, 民法論攷 I
(2007), 71면 이하 참조.
Lando(註 32), p.293.
Lando(註 32),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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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더 중요하다. 물론 영미법계 계약법이 신뢰보호를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
만 신뢰보호의 문턱을 서면에 의한 합의 등 좀더 확실한 장치로 구비하여 거래의
확실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2) 계약교섭과정에서의 정보제공
계약교섭과정에서는 교섭 당사자 사이에 수많은 정보가 교환된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계약 당사자가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의 토대
형성에 기여한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었는데도 이를 진실한 정보로 신뢰
하고 계약체결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신뢰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필요
하다.
영미법상으로는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의 법리36)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상응하는 법리나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대체로 착오(민법 제109조)나 사기(민법 제110조)의 법리로 해
결된다. 그런데 착오나 사기는 모두 계약의 취소사유이다. 이는 계약관계로부터 벗어
나려는 당사자에게는 유용한 구제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
하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유
용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허위광고를 믿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곳에 이미 거주하는 수분양자가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여 아파트분양계
약을 취소하고 다른 아파트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다. 그러나 위
와 같은 허위광고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쉽게 계약위반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불법행위법에 기초해서 손해배상을 구함으로써 계약과 관
련된 실질적인 신뢰보호를 도모하는 경우가 많다.37) 이는 비단 위에서 예로 든 분
36)

37)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는 어느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행한 사실의 허위진술로
서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러한 부실표시는 고의에 기
한 경우(fraudulent misrepresentation), 과실에 기한 경우(negligent misrepresentation)뿐만
아니라 정당한 근거에 따른 선의에 기한 경우(innocent misrepresentation)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부실표시가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에
기한 부실표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부실표시 일반에 대해서는
Chitty on Contracts, Vol Ⅰ (2004), pp.429-496 참조.
대판 2009.4.23, 2009다1313; 대판 2009.8.20, 2008다51120,51137,51144,51151; 대판
2010.7.22, 2007다59066. 다만 흥미롭게도 대판 2007.6.1, 2005다5812,5829,5836에서는
결국은 허위의 광고로 드러난 내용에 관해 계약 당사자간에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
다고 한 뒤 이를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金載亨, “分讓
廣告와 契約”, 民法論 Ⅳ (2011), 6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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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고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부당한 투자권유와 관련해서도 유사하게 문제되고
있다.38)

2. 계약성립과 계약해석단계
가. 계약성립
계약은 둘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한다. 의사합치가 이루
어지기 전과 달리 의사합치를 전제로 하는 계약성립의 국면에서는 신뢰가 활동할
영역이 그리 넓지 않다. 의사적 관점이 전면에 나서기 때문이다. 계약성립 전의 법
률관계와 대비되는 점이다.
그렇다고 계약성립과 관련해서 신뢰보호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계약 당
사자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생각하면 이에 기초해서 다른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나아간다. 가령 원자재공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생각하는 계약 당사자는 이를 기
초로 공장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홍보를 개시하고 판매처와 판매계약을 체
결한다. 이처럼 계약성립은 일정한 신뢰투자를 유발하므로 계약성립에 관한 신뢰
보호의 필요성이 생긴다. 이에 부응하여 민법은 계약성립에 관한 신뢰보호규정들
을 두고 있다. 가령 민법 제527조는 청약의 철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으로
써 승낙의 이익에 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한다. 또한 민법 제528조 제3항은 연
착된 승낙에 대해 청약자의 연착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승낙이 도달하였으리라
고 믿은 승낙자의 신뢰보호를 도모한다.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의사적 관점이 후퇴하고 신뢰적 관점이 전면에 나아온 파
격적 이론으로는 독일의 사실적 계약관계론이 있다.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계약은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일치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독일의 귄터 하
우프트(Günter Haupt)가 1941년에 주장한 사실적 계약관계론은 이러한 전통적 관
념을 뒤집는 과감한 이론이었다.39) 하우프트는 사실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당사
자의 의사합치 없이도 사실상의 행태 자체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사실적 계약관계를 ① 사회적 급부의무 또는 생존배려의무에 의한 사실적
계약관계(대중교통기관의 이용이나 전기․수도․가스의 공급이나 유료주차장 이

38)
39)

대판 2001.4.27, 2000다30943; 대판 2002.12.26, 2000다56952; 대판 2003.1.24, 2001다
2129 등.
Haupt, Über faktische Vertragsverhältnisse, Festschrift der Leipziger Juristenfakultät für
Dr. Heinrich Siber (1943), S. 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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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등 대량거래에서 발생하는 관계), ② 공동체관계에의 가입에 의한 사실적 계약
관계(무효인 조합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기해 사실상 공동체관계에서 활동을 계속
한 경우에 발생하는 관계), ③ 사회적 접촉에 의한 사실적 계약관계(계약체결상의
과실, 호의동승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배제 등 사회적 접촉에 기하여 발생하는 관
계)로 유형화하였다. 그 중 특히 ③ 유형은 훗날 칼 라렌츠(Karl Larenz)에 의해 사
회정형적 행위론으로 발전되어 독일의 판례에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
다.40)
이러한 사실적 계약관계론은 일단 사실상 행태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상 행태에 기초한 신뢰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 가령 유료주차장에 입차
(入車)하는 행위는 주차장 운영자에게 주차비를 지불하리라는 신뢰를 부여하는 것
이고, 설령 입차시 주차비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그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
다는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학설의 반대와 판례의 태도변경41)으로 인해
사실상 소멸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적 계약관계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
는 것이 주류적 태도이다.42) 이러한 상황은 본래 의사적 관점에 기초하여 형성된
계약법에서 의사적 관점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신뢰적 관점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 계약해석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야 계약의 최종적인 유효성
과 규율대상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이처럼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을
계약해석이라고 한다. 계약해석은 좁게는 계약의 실체적 내용확정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계약의 당사자 확정도 포함한다.43)
계약을 의사합치의 산물로 보는 이상 계약해석도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당사자의 의사를 쉽게 확정할 수 있다면 계약해석은 그다
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안이 법률가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의사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계약해석이 문제되는 사안은

40)
41)
42)

43)

BGHZ 21, 319.
BGHZ 95, 393.
金曾漢⋅金學東, 債權各論, 第7版 (2006), 50-53면; 金亨培, 債權各論, 新訂版 (2001),
112-113면; 李銀榮, 債權各論, 第5版 (2005), 108-109면; 양창수/김재형, 계약법(2010),
62면.
대판 1995.9.29, 94다4912도 계약 당사자의 확정을 계약해석의 문제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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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그 숫자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극히 다양하여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그 의사를 확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통상 계약해
석의 방법으로 통상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의 삼분론(三分論)이
제시되고 있다.44) 물론 이러한 추상적인 차원의 해석방법론만으로는 구체적 사안
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관해서는 좀더 사안친화적인 세부기준들
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위 세 가지 해석방법
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원론적 방법은 당사자 간에 실제로 합치된 의사를 밝
히는 자연적 해석이라야 할 것이다.45)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실제의 합치된 의사가 쉽게 규명될 정도라면 애당초 계약
해석분쟁에 이르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계약해석분쟁에서는 어떤
의사표시를 놓고 쌍방이 각각 다른 이해에 기초하여 주장한다. 이때에는 규범적
해석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등장한다. 이에 따라 합리적 상대방의 관점에서 표시된
의사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작업에서는 개별
적이고 구체적인 표의자의 주관적 내심이 아니라 일반화된 합리적 상대방의 객관적
이해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판단잣대로 떠오른다. 이러한 판단잣대에 따라 해석하
는 것은 합리적 신뢰의 관점에서 표시된 의사를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규범적 해석에 이르러서는 합리성이나 신뢰와 같은 외부의 기준이 개입한다. 이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흠결 상태에서 그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보충적 해
석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라는
이름을 빌려 행해지기는 하지만 결국은 법원이 객관적으로 행하는 합리적 계약형
성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계약해석에 있어서도 의사라는 이름 아래에
서 실제로는 신뢰가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의 확정도 마찬가지이다. 계약당사자의 확정은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문제된다. 이에 관한 우리 판례의 확립된 태도는 아래와 같다.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
의 당사자로 확정한다. 이는 자연적 해석에 대응하는 것이다. 한편 행위자와 상대
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44)

45)

한편 尹眞秀, “契約 解釋의 方法에 관한 國際的 動向과 韓國法”, 民法論攷 I (2007),
224면 이하에서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문언해석-객관적 해석주관적 해석-규범적 해석-보충적 해석의 5단계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대판 1993.10.26, 93다2629,2636에서도 계약의 해석에서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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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한다.46) 이는
규범적 해석에 대응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분쟁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의 확정 역시 대부분 합리적 상
대방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바꾸어 말해 계약당사자의 확정에서도 역시 누구를
상대방으로 신뢰하는가 하는 관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3. 계약의 존속단계
가. 일반적인 경우
계약이 성립되고 그 해석을 통해 계약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계약은 원칙
적으로 그 확정된 내용대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계약에 무효, 취소 등의
하자가 있거나 계약해제 내지 해지의 사유가 있으면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또는
그 이후에 부정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얼마나 넓게 또는 좁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계약의 존속가능성 정도가 달라진다. 만약 이를 넓게 해석하면 계약의 존속
가능성은 줄어든다. 만약 이를 좁게 해석하면 계약의 존속가능성은 늘어난다. 특히
의사의 하자와 관련된 사항에 이르게 되면 의사표시의 온전성과 신뢰보호의 필요
성 중 어느 쪽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계약의 존속가능성 정도가 좌우된다.
(1) 착오의 경우
착오가 그 대표적 예이다.
우리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착
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때가 아닌 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는 표의자의 의사표시의 온전성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요청 때문에 존재한다. 자신
이 진정 의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
이다. 하지만 착오는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너그
럽게 해석하면 상대방의 신뢰는 쉽게 저해되고 거래의 안정성은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착오에 관한 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신뢰보호의 요청도 존재한다. 두 요청
의 상관관계에 따라 착오에 관한 해석론의 모습은 달라진다. “착오”, “내용”, “중요
부분”, “중과실” 등 착오취소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요청을 앞세우는가

46)

대판 2003.9.5, 2001다32120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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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우리 판례는 동기의 착오는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내용”의 착오
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를 불허함으로써 신뢰보호를 도모하면서도, 그 동기가 표
시되었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허용하고 있
다.47) 상대방에게 동기가 표시되었다거나 그것이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하
여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가 된다고 본다는 논리전개는 비논리적인
것이라고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신뢰보호 필
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판례가 이를 신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표시
의 온전성과 신뢰보호의 필요성을 유연하게 조화시킨 해석론의 예이다.
한편 학설로서는 신뢰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착오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신뢰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48) 그러나 독일
민법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무리
한 해석론이다. 한편 2004년 민법 개정안 제109조의2에서는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요건은 기존대로 설정하되, 일정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익 배상책임을 부과
하여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도모하고자 하였다.49) 그러나 일단 착오취소를 허용한
뒤 신뢰이익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신뢰이익
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
로 계약을 취소당하는 상대방에게 소의 제기와 소송수행, 판결확정, 강제집행에 이
르는 현실적인 부담과 위험을 부과하는 것은 상대방 보호의 관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 오히려 입법론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는 동기의 착오까지 포
섭하여 규율하되 착오의 요건론 단계에서부터 신뢰보호의 요청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50) 우리 민법은 착오로 인한 취소권을 발생시키는 요건
으로 표의자측의 요건만 설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보호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기
47)
48)
49)
50)

대판 1997.9.30, 97다26210; 대판 1998.2.10, 97다44737; 대판 1999.4.23, 98다45546;
대판 2000.5.12, 2000다12259.
대표적으로 李英俊, 民法總則 [韓國民法論 I] (2005), 381면 이하.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2004. 11), 233-236면. 다만 2004년 민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다가 17대 국회의 회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2004년 민법 개정안 작성 당시 윤진수 교수는 법률행위의 내용 또는 동기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① 그 착오가 상대방에 대하여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 ② 상
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③ 상대방이 그 착오의 원인을
제공한 때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개정
안을 제안하였다. 그 상세한 내용과 배경은 尹眞秀, “民法上 錯誤規定의 立法論的
考察”, 民法論攷 II (2008), 5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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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2) 무능력의 경우
이처럼 신뢰보호의 요청이 중시되어야 하는 착오와 대조적인 것이 무능력 제도
이다.51)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때에도 상대방의 신뢰를 해할 위험성이
크다. 민법 제15조(상대방의 최고권), 제16조(상대방의 철회권 및 거절권), 제17조
(사술로 인한 무능력자의 취소권 배제)는 제한적으로나마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도
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 민법은 무능력
자의 계약취소를 포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무능력자의 보호를 앞세우는 태도를 취
한다. 이는 무능력자 보호라는 요청 앞에 신뢰보호의 요청이 뒤로 물러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대판 2007.11.16, 2005다71659, 71666, 71673에서는 미성년자가 스
스로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 거래를 한 뒤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사안이 문제되었다. 이때 미성년자의 취소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가가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성년자 보호입법의 이념과 취지를 중시하여 그러한 취
소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52)

51)

52)

현행 민법상의 무능력제도는 민법의 부분개정으로 인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상당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무능력자”도 “제한능력자”로
표현을 바꾸었다. 다만 아직은 개정 민법 시행 전이므로 일단 이 글에서는 무능력자
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
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
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
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
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사이에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
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미성년자가 가맹점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취소권을 행사하
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미성
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
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
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
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
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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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속적 계약관계의 경우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계약존속과 신뢰보호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계속적 계약관계는 고용계약, 임대차계약, 전속계약, 프랜차이즈계약 등 급부의
실현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급부의 범위도 그 기간에 좌우되는 계약
관계이다.53) 이러한 계약관계에서는 급부의 실현과 범위가 기간에 좌우되므로, 계
약 당사자로서는 계약이 본래 예정했던 “기간”만큼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관계”가 중
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가령 고용계약에 있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또는
전속계약에 있어서 매니저와 연예인의 관계는 일시적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는 혼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이다. 따라서 계속적 계약관계는 일시적 계약관계와 다른 취급이 필요하다.54)
이는 신뢰적 관점에서도 그러하다. 계약관계는 일반적으로 신뢰관계의 특성을 가
지고 있다. 그런데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이러한 신뢰관계로서의 특성이 더욱 강
하게 부각된다(매매와 고용을 비교해 보라). 이러한 강한 신뢰관계는 계약관계 관
련 법리에 두 가지 요청을 제기한다. 하나는 계약관계에 내재하는 신뢰관계가 유
지․존속되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다른 하나
는 그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거나 약화되었을 때에는 당사자가 계약관계
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우선 계속적 계약관계는 그 특성상 신뢰관계를 유지․존속하는 방향으로 장려되
어야 한다. 가령 전형적인 계속적 계약관계의 하나인 위임계약에서는 위임인과 수
임인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가 요구되고 이로부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수임인의 의무가 도출된다(민법 제681조). 이러한 의무는 심

53)
54)

따라서 매매대금을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지급되는 것은 계속적 계약관계라고 말할
수 없다. 기간에 따라 급부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기에르케가 1914년에 계속적 계약관계에 대한 별도의 조망을 시도하
였고(Otto von Gierke, Dauernde Schuldverhältnisse, Jherings Jahrbuch für die Dogmatik
des bürgerichen Rechts, Bd. 64 (1914), S. 355ff.), 일본에서도 이미 1921년에 계속적
계약관계에 대한 연구서가 나왔다(平野義太郞, “繼績的債權契約の特質と賃貸借およ
び雇傭”, 民法におけるロ-マ思想とゲルマン思想, 有斐閣 (1924), 311面以下). 이를 관
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학자들도 있다. 가령 Ian R. Macneil,
THE NEW SOCIAL CONTRACT: AN INQUIRY INTO MODERN CONTRACTUAL
RELATIONS (1980) p.10. 이하; 또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內田 貴, 契約の
再生 (1990), 223면 이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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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무상위임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무상위임이라고 해서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의무들도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뢰관계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신탁설정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하여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를 관리⋅처분하게 하는
제도이다.55) 이때 위탁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대내적, 대외
적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행위에까지 이르는 데에는 당연히 강한 신뢰관계가 전제
된다.56) 이러한 신뢰관계가 유지․존속될 수 있도록 신탁법은 수탁자에게 이익향
수금지의무(제29조),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할 의무(제30
조),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취득 금지의무(제31조), 신탁사무의 위임시 수
익자의 동의를 얻을 의무(제37조) 등을 부과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와 관련하
여 위에서 열거한 제반 의무들은 신뢰관계의 장애물인 대리인 문제(agent proble
m)57)에 대항하여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들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면 신뢰를
존속의 기초로 삼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생각은 성문법과 그 해석론에도 반영되고 있다. 가령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든지 위임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신뢰관계가 깨어졌
는데도 위임계약에 얽매이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되(민법 제689조 제1항),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임대차계약에 있어
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일반적인 계약해제⋅해지사유 이외에도 특별한 계약해제⋅
해지사유의 적용을 받는데 이 역시 임대차관계의 신뢰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신뢰관계의
특성을 가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면 계약
55)

56)
57)

신탁법은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신탁법이 아직 발효 전이므로 본문의 조항은 현재 시행 중인 신탁법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실제로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을 정의함에 있어서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라
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의 희생 위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기적 동기를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대리인
문제라고 한다. 朴世逸, 法經濟學, 改訂版 (2000), 4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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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해소시키는 사유를 형식적으로만 파악하여 이를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
여서는 안 된다. 대표적 예는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어서 배신행위 이론이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차 목적
물을 전대하였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대
법원은 이 조항을 축소해석한다.58) 즉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은 원래 당사자의 개인
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전제한 뒤, 이 조항의 목적은 임대인
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다고 파
악한다.59) 따라서 무단양도 또는 무단전대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60) 요컨
대 민법 제629조는 배신적 행위에 대해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므로 배신적 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지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61) 그 이외에도 같
은 맥락에서 계속적 계약관계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사례들은 종종 발견된다.62)

4. 계약상 채무이행단계
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
계약을 통해 특정한 채권을 가지게 된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기대
하게 된다. 그러한 기대는 계약이라는 정당한 권원에 터 잡은 것이므로 정당하다.

58)

59)
60)

61)

62)

이는 아마도 일본 판례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임대차의 기초인 상
호 신뢰관계를 파괴할 정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단순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
지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日 最高裁 昭和 39년(1964년)
7월 28일 판결(民集 18. 6. 1220) 참조.
대판 1993.4.27, 92다45308; 대판 1993.4.13, 92다24950; 대판 2007.11.29, 2005다64255.
예컨대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여 온 경우에는 해지권의 발생이 제한된다(대판 1993.4.27, 92다45308). 또한 임
대인의 부도로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계속 거주하여
오던 주택임차인이 생업관계로 지방으로 이주하여야 할 사정이 생겼는데, 임대인측과
연락도 두절되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임차보증금보다 적은 전세보증금으로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해지권행사가 제한된다(대판 2007.11.29, 2005다64255).
이 이론에 대해서는 임대차관계는 더 이상 인적 신뢰에 기초한 법률관계가 아니고,
배신적 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비법률적인 것으로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들어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이준현, “계약인수와 임차권의 양도”, 저스티스
통권 제89호 (2006. 2), 25면 이하. 이 견해에서는 배신행위 여부 대신 임대차의 종류
별 특색에 따라 동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자고 하면서, 주택임대차에서는 동의를 요구
하되 토지임대차에서는 이를 완화하여 해석하자고 한다.
가령 대판 2006.2.10, 2003다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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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기대｣와 ｢신뢰｣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다. 만약 신뢰를 구체적
⋅주관적⋅사실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구체적 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채무이행
에 대해 실제로 지니고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이해한다면 양자는 다른 개념이
다.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기대하지만 그 이행이 실제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지 않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뢰를 일반적⋅객관적⋅당위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채무이행에 대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양자는 같거나 유사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채무이행
을 기대한다는 것은 곧 상대방의 채무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당연히 전제하
기 때문이다. 후자의 관점은 신뢰를 좀 더 넓은 범주로 파악하는 태도에 기한 것
이다. 이 관점에 따라 서술해 본다.
기대 내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이행의 원칙적 모습은 임의이행이다. 임의이
행은 계약의 목적달성에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의이행에 대
한 계약 당사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법 자체에서는 상
대방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있어도 개념상 ｢임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 임의이행은 강제되는 순간 더 이상 임의이행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가령 근로자로서의 지위보전 가처분을 통해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실상 유
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임의이행의 법적 ｢강제｣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임
의이행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차선책은 임의이행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법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비교법적으
로는 대륙법계 국가들은 대체로 강제이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영미법계 국
가들은 이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면서 손해배상을 1차적 구제수단으로 삼고 있다.63)
우리 민법은 대륙법계 국가들의 주류적 태도에 따라 강제이행을 원칙적으로 허용
하고 있다(제389조). 그런데 이는 임의이행과의 규범적 동일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태도라고 생각된다.64)
63)

64)

콘라드 츠바이게르트, 하인 쾨츠 지음, 梁彰洙 옮김, 比較私法制度論 (1991), 291면.
다만 양 법계의 차이는 실제로는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같은
책, 298면.
Thomas S. Ulen, “The Efficiency of Specific Performance: Toward a Unified Theory of
Contract Remedies”, 83 Mich. L. Rev. 341 (1984)에서는 강제이행의 경제적 효율성을
옹호한다. 또한 츠바이게르트(註 63), 301, 302면에서는 영미법에서 특정이행(강제이
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일법에 비해 집행절차가 체계적으로 정비되
어 있지 않은 채 법정모독을 이유로 하는 형벌에 의지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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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제이행이건 손해배상이건 규범적으로는 임의이행된 것과 같은 가치로 여
겨지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그 가치가 임의이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어느 것이라도 실제 이를 이행 또는 배상금의 현실지급에 이르도록 관철시키려면
번잡하고 불확실하며 비싼 소송절차나 집행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실 또는 불편함은 기존 법체계 내에서 충분히 전보되지 못한
다. 특히 손해배상에서는 과소배상(undercompensation)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또
한 법관이 오판하여 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계약법 내부의 메커
니즘만으로는 임의이행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법 외부에서 임의이행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주는 메커니
즘들이 있다. 계약 당사자는 꼭 계약법을 염두에 두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아니
다. 오히려 계약 당사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도덕적인 죄책감, 상대
방과의 관계악화에 따른 두려움, 당해 거래계 내부에서 발생할 평판 내지 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65) 같은 맥락에서 설령 분쟁이 발
생하였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가급적 소송절차에 의지하지 않은 채 내
부적인 교섭과 타협의 메커니즘에 의거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66) 이
러한 계약외부적 관계는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계약 상대방, 나아가 거래
계 내부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타인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가 결국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문제를 중심으로
계약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민법 제393조 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된다(민법 제393조
제2항).
계약상 채무의 이행에 대한 기대 내지 신뢰는 임의이행 또는 강제이행에 의해
직접적으로 충족되지만 위와 같은 조항들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도 간접적으로 충

65)
66)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반적 연구로 David Charny, “Nonlegal Sanctions in Commercial Relationship”, 104 Harv. L. Rev. 373 (1990) 참조.
Stewart Macaulay, “Non-Contractual Relations in Business: A Preliminary Study”, 28
Am. Soc. Rev. 55, 60-62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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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된다. 양자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은 이행된 것과 마찬가지
의 상태를 지향하여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즉 이행이 있었더라면
가지게 되었을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행이익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신뢰이익, 즉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었던 손해에 대응하는 이익이
있다.67) 신뢰이익에 관한 유일한 민법 규정인 제535조는 이를 계약이 무효인데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응하는 이익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나, 학
설과 판례는 이를 나아가 유효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응하는 이익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68) 한편 채무불
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이행이익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을 배상하게 하
는 경우도 있다.69) 이러한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관계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
하여 빈번하게 다루어져 왔지만,70) 여기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배상은 모두 신뢰보호와 관련이 있다. 신뢰이익이
신뢰보호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개념인 이행이익에 관해서는 신뢰보호와의 관련성을 놓치기가 쉽다.
만약 신뢰보호를 신뢰투자의 보호라고 좁게 이해한다면 신뢰이익만 신뢰보호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신뢰이익은 채무가
이행되리라고 믿고 투자한 비용(그것이 현실적인 지출비용이건 아니면 무형적인
손실이건)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도구개념이기 때문이다. 이행이익의 배상은 반드
시 신뢰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투자보호와는 거리가 있다.

67)

68)

69)

70)

그 대표적인 예는 계약의 이행을 믿었기 때문에 지출된 비용, 가령 식당으로 사용할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리라고 믿고 미리 지출한
광고비용이나 대출비용 등이다. 그 이외에도 이미 체결한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그 후에 이루어진 다른 유리한 제의를 거절하는 데 따른 소극적 이익의 상실도 신뢰
이익에 해당한다.
가령 대판 1999.7.27, 99다13621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
한 비용인 이른바 신뢰이익의 손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설도 이러한 개념을 전제로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대판 1999.7.27, 99다13621; 대판 2002.6.11, 2002다2539. 참고로 2002년부터 시행된
독일 민법 제284조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
상, 즉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무익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관해서는 우선 金載亨, “契約의 解除와 損害賠償의 範圍”, 民法論 II (2004),
78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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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뢰보호를 계약이행에 대한 기대의 보호라고 넓게 이해한다면 이행이익도
신뢰보호와 관련성이 있다. 이행이익을 기대이익(expectation interest)으로 표현하는
영미법의 용어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71) 이행이익은 곧 계약이행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대이익의 배상을 신뢰보호의 관
점에서 설명하는 태도는 1936년 듀크대 로스쿨 교수이던 풀러(Fuller)가 당시 같은
로스쿨 3학년생이던 퍼듀(perdue)와 공저한 기념비적 논문72)에 나타나 있다.
풀러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목적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73) 첫째, 원고가 피고의
약속을 믿고 피고에게 일정한 가치를 공여하였는데 피고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자신이 받은 가치를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호되는 이익은 원상회복이익(restitution interest)이다. 둘째, 원고
가 피고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입장(position)을 바꾸었는데 피고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자신의 입장을 바꾸기 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도록 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호되는 이익은 신뢰이익(reliance interest)
이다. 셋째, 원고가 피고의 약속에 따라 기대했던 바가 있는데 피고가 자신의 약속
을 지키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약속이 이행되었더라면 원고가 처하였
을 상태, 즉 그의 기대를 실현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호되는 이익은
기대이익(expectation interest)이다.
풀러는 본래 법원이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손해는 신뢰이익 상당액이라고 한
다.74)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가 아닌 가해자의 이득을 반환하게 하거
나, 피해자가 실제로 가져보지 못한 장래의 기대를 적극적으로 실현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회복시켜 주는 사명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
런데 더 주목을 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기대이익의 배상을 명하는
이유에 대한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를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소개하면
서 이를 분석하고 있는데,75) 그가 비교적 설득력 있다고 여기는 관점은 경제적․제
71)

72)
73)
74)
75)

미국계약법에서는 L. L. Fuller & William R. Purdue, “The Reliance Interest in
Contract Damages”, 46 Yale. L. J. 52 (1936)의 영향 아래 손해배상에 의해 보호되는
계약법상 이익을 원상회복이익(restitution interest), 신뢰이익(reliance interest), 기대이익
(expectation interest)의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기본적인 틀로 자리잡고 있다.
Fuller(註 71), p.52.
Fuller(註 71), p.56.
Fuller(註 71), p.54-56.
Fuller(註 71), p.57 이하에서는 이를 심리적(psychological) 관점, 의사이론(will theory)적
관점, 경제적(economical) 또는 제도적(institutional) 관점, 법률적(juristic) 관점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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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이다. 경제적․제도적 관점에 따르면, 신용(credit)이 의미있
고 지배적인 관례가 된 사회에서는 계약에 의해 창출된 장래의 기대가 하나의 재
산(property)으로 취급되므로 신용시스템이 강화되는 사회일수록 그러한 기대보호
의 필요성이 크다고 한다.76) 한편 법률적(juristic) 관점에서는 법원이 기대이익의
배상을 명하는 이유로 ① 신뢰에 의해 유발된 손해를 치유하고 예방할 필요성, ②
비즈니스상 합의에 관한 신뢰를 촉진할 필요성을 든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들은
모두 기대이익의 배상을 신뢰보호라는 이념 아래 조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틀 아래에서 풀러는 신뢰의 존부를 묻지 않고 기대이익이 배상되는 현상을 신뢰이
익 침해의 예방책(prophylaxis)으로 이해한다.77) 물론 신뢰 또는 신뢰이익을 계약법
의 전면에 내세운 풀러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도 가해지지만,78) 의사적 관점에서
“의사를 끝까지 관철하는 것”으로 이해되던 기대이익의 배상을 신뢰적 관점에서
조망한 풀러의 통찰력은 분명히 음미할 가치가 있다.

5. 계약관계의 소멸단계
가. 채무이행으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믿은 당사자의 신뢰보호
계약관계의 형성 못지않게 계약관계의 소멸단계에서의 신뢰보호도 중요하다.
계약관계의 정상적 소멸원인은 채무의 이행이다.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믿은 채무자나 채권자는 일단 그 계약관계가 소멸하였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기초
위에서 다음 의사결정 또는 행동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신뢰의 보호문제도 등장한다.
(1)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고 믿은 채무자의 신뢰보호
우선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고 믿은 채무자의 신뢰보호에 관해서는 여러
조항들이 있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 조항은 민법 제470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이다. 이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니면서도 마치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인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에게 선의⋅무과실로 변제를 한 자를 보호하기

76)
77)
78)

어 설명하고 있다.
Fuller(註 71), p.59.
Fuller(註 71), p.61.
우선 D. Friedmann, “The Performance Interest in Contract Damages”, 111 L.Q.R. 628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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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있으므로 변제자의
신뢰는 보호된다.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1조),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2조)도 모두 같은 취지의 조항들이다. 또한 채권양도에 관해서는 민
법 제452조 제1항이 있다. 이 조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
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
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채권양
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채권양도가 무효라면 채권은 여전히 양도인에게
남아 있다. 이때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양도인의
통지로 인하여 그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하였다고 믿고 그에게 채무를 이행한 채
무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민법 제452조 제1항은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이념을 한층 더 확장시키면 상계권자의 신뢰보호 문제에 이
르게 된다. 즉 장차 상계의 방법으로 채무를 이행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채무도 이
행 받게 되리라는 상계권자의 신뢰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더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그 완성 후에
도 상계를 허용하는 민법 제495조가 바로 이에 관한 조항이다. 본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적상에 이르러 쌍방의 채무가 함께 소멸하였다고 믿은 자
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해석론의 차원에서는 민법 제498조가 상계권자의 신뢰보호범위와 관련하
여 문제된다. 민법 제498조는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상계권자와 압류채권자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그 후에 취득한 채권”의 구체적인 해석과 관련해서 그 동안 우리나라 판례는 상
당한 변동을 겪어왔다. ① 처음에는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었으면 압류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고 하다가(압류 전 상계적상에 이른 상계권자 보호),79) ② 압류 이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더라도 실제로 상계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상계할 수 없
다는 태도로 변경하였고(압류 전 실제 상계권을 행사해야만 보호),80) ③ 다시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었으면 압류 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는 처음의 태도로 회귀하였
79)
80)

대판 1964.4.21, 63다658.
대판 1972.12.26, 72다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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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압류 전 상계적상에 이른 상계권자 보호),81) ④ 압류 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였으면 압류 후에 상계할 수 있다고 하여 그 보호범위를 1차 넓히고
(압류 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상계권자 보호),82) ⑤ 압류 후에라도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또는 적어도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도래하면 상계할
수 있다고 하여 그 보호범위를 재차 넓혔다(압류 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
지 않더라도 그 이후 그것이 먼저 또는 최소한 동시에 도래할 상계권자 보호).83)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상계권자가 상계에 대해 가지는 기대 또는 신뢰의 보호범위
가 점차 넓어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체로 일본 판례와 학
설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본 판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압
류 후에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면 변제기의 선후를 묻지 않고 상계가 가능한 단계
로까지 나아간 상태이다.84) 이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을 문언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하면서 아울러 상계권자의 신뢰보호를 끝까지 밀고 간 것이다.85)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계권자의 신뢰보호 확대는 압류채권자의 신뢰보호 축소로 이
어질 수 있어 상당히 복잡한 문제양상을 띠고 있다.86)
(2)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받았다고 믿은 채권자의 신뢰보호
한편 채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받았다고 믿었는데 그 이
후에 그 이행의 법적 원인이 효력을 상실하여 그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에 채권자의 신뢰는 보호될 수
있는가?
우선 해제와 무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신뢰보호가 필요하지 않다.
쌍무계약에서 채권자(그는 동시에 채무자이기도 하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상
81)
82)
83)
84)
85)

86)

대판(전) 1973.11.13, 73다518.
대판 1980.9.9, 80다939.
대판 1982.6.22, 82다카200.
日 最高裁 昭和 45년(1970) 6월 24일 판결 등.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김병재,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요건”, 민사판례연구 10권 (1988).
이러한 견해는 압류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제3채무자의 상계 가능 여부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사고 위에 기초한 것이다.
加藤雅信, 債權總論 (2005), 423면에서는 이를 둘러싼 복잡한 일본 판례의 전개를 “착
종(錯綜)된 문제상황”이라고 표현하면서 상계권자의 기대를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일
본 판례의 태도에 반대하고 상계 당시 적어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어야 한
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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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면 그 채무불이행의 주체인 채권자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없다. 그 이외에 약정해제나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스스로 해
제라는 결과를 감수하는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계약의
무효사유인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행위), 제107조(비진
의표시), 제108조(통정허위표시), 강행법규 위반에 있어서도 채권자가 스스로 무효
상태의 창출에 관여하였으므로 신뢰보호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87) 한편 취소
사유 중 사기․강박(민법 제110조)의 경우에는 사기나 강박을 행한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착오와 무능력에 있어서는 신뢰보호가 문제될 수 있
으나, 앞서 검토하였듯이 그 신뢰보호는 취소요건의 해석론 또는 취소권의 행사기
간 등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행하거나(착오의 경우) 보다 더 큰 공익을 위해 과
감하게 뒤로 물러서게 된다(무능력의 경우). 그렇게 본다면 해제, 무효, 취소에 있
어서는 이미 급부된 바의 반환이라는 국면에서의 신뢰보호가 별로 문제되지 않는
다.88)
반면 민법 제555조 내지 제557조에 기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민법 제558조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와 관련성이 있다. 민법 제555조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제
556조는 수증자의 배신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557조는 증여자의 재산상태의 변경
과 증여의 해제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58조는 위와 같은 각 증여
에 의해 이미 이루어진 이행부분에 대해 형성된 채권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입법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증여이건 매매이건 일단 이를 원인으로 하여 재산이 수

87)

88)

물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무효인 계약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자가 계약의
무효임을 내세워 그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대판 1986.10.14, 86다카204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후 공용폐지가 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재산을 회수하여 공공의 용도에 사용하려는데 그 목
적이 있는 것도 아니며 한편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행
위 당시에 그 토지가 행정재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수인으로서도
그 처분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처분행위 후 20년
가까이 경과하고 공용폐지까지 된 이제 와서 당해 토지가 매매 당시에 행정재산임을
내세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
다고 본다.
이러한 사유에 대해 선의인 수익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데,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그 신뢰를 보호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248

뺷서울대학교 法學뺸 제52권 제4호 (2011. 12.)

증자의 지배영역에 이전되었다면 수증자는 그 재산상태를 기초로 다음 단계의 의사
결정이나 행위로 나아가게 될 것이므로, 오로지 증여자에게 속한 사정이나 심경의
변경을 이유로 나중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게 한다면 수증자의 신뢰는 해쳐지게
될 것이다.89) 반면 수증자의 배신행위를 이유로 한 해제에 있어서까지 이행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게 한 부분은 신뢰보호의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뜻 이해하
기 어렵다. 그 신뢰를 먼저 깬 것은 바로 수증자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배신행위
및 재산상태 변경을 이유로 한 증여해제에 있어서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허
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민법 개정작업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다.90)
나.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은 채무자의 신뢰보호
(1) 소멸시효의 완성을 믿은 채무자의 신뢰보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믿은 채무자의 신뢰보호는 소멸시효와 신의칙의 상호
관계에서 문제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들어 항변을 제기
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9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
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
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
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
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89)

90)

91)

이는 주로 학교나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와 관련하여 문제될 것이다. 만
약 그것이 가족 사이의 문제라면 대부분 부양의무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반환이 가능
할 것이고, 친구 사이의 문제라면 도덕관념 또는 사회관습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무부는 2009년 2월에 민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민법(재산편) 전
면개정작업을 개시하였다. 이 작업은 1년 단위로 총 4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고,
2011년 2월 18일에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대판 1994.12.9, 93다27604에서 처음 이 문제에 관하여 다루기
시작한 이래, 대판 1996.4.26, 95다49417; 대판 1997.12.12, 95다29895(소멸시효 주장의
신의칙위반을 긍정한 최초의 판결임); 대판 2002.10.25, 2002다32332; 대판 2003.3.28,
2002두11208; 대판 2006.8.24, 2004다26287, 26294; 대판 2007.3.15, 2006다12701 등
다수의 판결들이 이를 다루고 있다. 그 중에는 신의칙위반을 긍정한 판결들(대판
1997.12.12, 95다29895; 대판 2008.11.27, 2006다18129; 대판(전) 2008.9.18, 2007두2173;
대판 2008.9.11, 2006다70189 등)도 있고, 이를 부정한 판결들(대판 2008.9.25, 2006다
18228; 대판 2008.5.29, 2004다33469; 대판 2008.3.27, 2006다70929, 70936; 대판
2010.9.9, 2008다15865)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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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92) 이처럼 신
의칙에 의한 소멸시효 항변의 봉쇄가능성을 열어놓은 판례의 태도는 수긍할 수 있
다. 소멸시효 제도라고 해서 신의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적 안정성을 지향하는 소멸시효와 구체적 타당성을 지향하는 신의칙의
만남은 묘한 전선(戰線)을 형성한다. 그리고 소멸시효 제도 본래의 취지와 신의칙
의 적용범위에 대한 시각 차이에 따라 신의칙에 기한 소멸시효 항변의 배척 범위
도 달라질 수 있다. 사견으로는 신의칙이 구현하고자 하는 법이념은 다른 법제도
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제도에도 이미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어서 일단 소멸시효
제도의 내부적 메커니즘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타
당하고, 신의칙을 쉽사리 끌어들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93) 이러한 신의칙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은 비교법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94)
이러한 점은 신뢰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신뢰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의 뒤늦은 권
리행사에 대해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신뢰침
해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후술하듯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
의 뒤늦은 권리행사를 봉쇄할 수 있게 하는 실효의 원칙을 떠올려 보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무정형한 신의칙을 내세워 소멸시효 항변을 광범위하게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의미에서 신의칙의 정신을 해치는 결과가 될 수도
92)
93)

94)

前註의 각 판결들 참조.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재산법연구 제26권 제1호 (2009. 6), 22면. 대판 2010.9.9,
2008다15865도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
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
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
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법원칙을 들어 말하자면 당해 법제도의 외부로
부터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의 해석⋅적용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본적으로 중요
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법률관계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필연적으로 내재하는바 그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을 취지로 하는 소멸
시효제도에 있어서는, 애초 그 제도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
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관하여 신의칙을 원용
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에 관한 영국, 독일, 일본 등의 태도에 대해서는 권영준(註 93), 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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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신
뢰보호와의 관련성 아래에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95)
첫째, 소멸시효 제도가 마련한 기존의 장치들에 의하여서는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당해 제도 내부에 정의나 형평에 대한 고려가 담겨져 있는 경우에
는 가급적 그 제도 내부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 고려가 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고, 그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비로소 신의칙이 개
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신의칙의 보충성).
둘째, ① 채무자가 자신 또는 자신이 책임져야 할 타인의 적극적이고 비난받을
만한 언동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만드는 상태를 작출하였어야
하고,96) ② 이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어야
한다. 즉 이러한 유책한 행동을 방치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개인적 구
도 안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의 관점에서도 시효완성을 방해하기 위한 유책한 행동
에 시효완성의 혜택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면서 오히려 이를 격려하는 꼴이 되어 받
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틈이야말로 신의칙이 시효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일반적으로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이나 당사자 사이의 보호필요성에 큰 차이가 나는 경우에서는 신의
칙의 효용이 커진다.
(2) 실효의 원칙 등에 따른 채무자의 신뢰보호
실효의 원칙도 신뢰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
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

95)
96)

권영준(註 93), 24-26면 참조.
유럽계약법원칙 주석서에서도 권리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그 항변을 하는 경우를 신의칙에 위반하는 유형으로 들고 있다. O le Lando et
al. (e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II (2003), p.196. 또한 미국
의 법리에 따를 때에도 금반언(estoppel)의 법리로 소멸시효 주장을 봉쇄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원고의 소 제기를 지연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유도(affirmative inducement)”가
있거나｛Howard University v. Cassel, 126 F.2d 6 (D.C. Cir. 1941)｝
, 피고의 유책한 행
동이 개입하여야 한다｛Glus v. Brooklyn E. Dist. Terminal, 359 U.S. 231, 233-23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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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면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97) 이는 일정한
기간으로 고정되어 있는 소멸시효와 별도로 개별적 상황에 유연한 방식으로 구체
적 타당성을 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원칙은 ① 권리자의 상당한 기간에 걸친
권리불행사, ② 이에 따라 향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리라는 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요건으로 한다.
한편 ①의 요건 없이 ②의 요건만으로도 채무자의 신뢰가 보호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이른바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는 민법
제452조에서 정면으로 수용된 원칙이기도 하다.98)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의 선행하는 행위에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에 원래
대로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면 그 선행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다른 사람의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 우리 판례에서도 금반
언의 원칙을 적용하여 후행행위를 불허한 예들이 다수 있다.99) 이 원칙은 고용100)
이나 매매101) 등의 계약관계에도 적용된 바 있다.

Ⅳ.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기능
1. 효율성 증진
가. 일반론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는 계약의 효율성을 증진한다.102)
97)
98)

99)

100)
101)
102)

대판 1992.5.26, 92다3670; 대판 1992.12.11, 92다23285; 대판 2002.1.8, 2001다60019;
대판 2005.10.28, 2005다45827.
민법 제452조는 표제 자체를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고 하면서, 양도인이 채무자
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
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
다고 규정한다.
대판 1986.10.14, 86다카204; 대판 1987.5.12, 86다카2788; 대판 1989.9.29, 88다카
19804; 대판 1991.6.11, 91다9299; 대판 1995.9.26, 94다54160; 대판 1993.12.24, 93다
42603; 대판 2000.1.5, 99마4307 등.
대판 1989.9.29, 88다카19804.
대판 1986.10.14, 86다카204.
Hans-Bernd Schäfer/Claus Ott, Lehrbuch der ökonomischen Analyse des Zivilrechts
(2000), S. 461,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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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외관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만약 외관에 관한 신뢰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계약 당사자는 외관을 넘어서서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느 계약 당사자가 A와 계약 교섭을 하고 그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
서를 작성한다면 혹시 그 배후에 실질적인 당사자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
약 A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관련 서류들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
려고 한다면 혹시 그가 외관과는 달리 대리권이 없으면서 관련 서류들을 위조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한다. A가 “201-1 번지 대지를 팔겠다”라고 말하였더라도
혹시 A가 착오에 빠졌거나 비진의표시를 한 것은 아닌지 유의하여야 한다. 나중에
A로부터 매매대금채권을 양수받은 B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때에도 채권양도가 실
체적으로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이 늘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고 해서 실체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는 보장도 없다. 그러므로 신뢰보호의 메커니즘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는 늘 일정
한 오류의 위험을 안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은 계약의 체결을 꺼리
게 하거나 적어도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초래하게 된다.
신뢰보호는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의미 있는 정도로 감소시킴으로써 거래를
촉진하거나 불필요한 거래비용의 지출을 방지할 수 있게 해 준다. 신뢰보호는 외
관과 실체 사이의 괴리로 인하여 문제된다. 신뢰보호는 일정한 요건 아래 이러한
괴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상대방이 아니라 그 외관을 창출한 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전가는 거래비용을 줄인다. 이는 외관창출자로 하여금 실체와
다른 외관을 창출하지 않도록 노력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외관창출자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외관보유자는 상대방보다 더 적은 비
용으로 외관과 실체의 괴리를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외관창출자
는 이른바 최소비용회피자(least cost avoider)이므로 그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
이 더욱 효율적이다.103)
이러한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한 신뢰보호의 효율성 제고기능은 정보라는 관점에
서도 설명할 수 있다.104) 신뢰보호는 신뢰한 바와 실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103)

104)

Richard A. 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 (4th ed. 1992), p.52; Guido Calabresi &
A. Douglas Melamed,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85 Harv. L. Rev. 1089, 1095 (1972).
Loser(註 8), S. 6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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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문제된다. 만약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러한 불일치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신뢰보호의 필요성은
정확한 정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정보부족현상은 계약관계에서 흔히 발
견되는 일상적인 정보비대칭 현상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존재한다.105) 따라서 신뢰
보호가 문제되는 상황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 당사자에게 정확한 정보
가 제공되도록 하여 정보비대칭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약법과 정보제공의무의 문제가 등장한다.106) 하지만 정보제공에도 한
계가 있다. 우선 계약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할 인센
티브가 크지 않다. 그렇다고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언
제 어느 만큼의 정보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도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
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왜 특정한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
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나아가 정보제공강제의 메커니즘을 관철시
키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처럼 정보제공을 통한 정확한 정보의 취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 대용물로
서 외관에 대한 신뢰보호가 부여된다. 왜냐하면 외관은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매우 요긴한 정보전달매체이기 때문이다. 가령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이름을 기
재하는 자는 자신이 예금채권의 당사자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대리인으로
서 위임장,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와 인장을 교부하는 자는 자신이 적법
한 대리인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등기를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자는
자신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나 상태로 인하여 창출
된 외관은 진실한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법이 상대방에게 그 정
보를 신뢰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메시지를 던져줌으로써 정보제공비용이나 정보취
득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나아가 외관창출자에게는 신뢰보호에 따
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외관과 실재를 일치시킬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양자의 괴리를 좁히는 데 이바지한다.
위에서 본 신뢰보호의 정보관련비용 감소기능은 상표(trademark)에서 두드러지게

105)

106)

정보비대칭의 폐해와 이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George Akerlof,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84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488-500 (1970) 참조.
권영준(註 19), 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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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상표는 일정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표지이다. 식별력이
높은 상표일수록 상품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물론 그러한 상표가 부착되
었다고 그 상품이 늘 그 상표가 표상하는 신뢰도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상표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수요자들도 거
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표를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는다. 가령 ｢샤넬｣이라는
상표는 핸드백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함축적이고 신빙성 있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상표가 없었다면 지출했어야 할 상품에 대한 정보취득이나 품질조사의 상당 부분
을 생략할 수 있고, 나아가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상
표에 내재해 있는 상품의 신뢰가치에 기꺼이 가격을 지불한다. 그러한 점에서 신
뢰는 가격의 형태로 내부화된다. 그러므로 상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비
단 거래질서의 유지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의 거래비용 절감, 상품가치의
정당한 반영이라는 측면도 지닌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법제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서 상표에 관한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도구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나. 효율적 계약파기이론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효율적 계약파기이론은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사회의 효용을
더 증진시킨다면 이를 장려해야 한다는 이론이다.107) 가령 甲이 乙에게 100만 원
상당의 부품을 팔기로 한 뒤, 丙으로부터 같은 부품에 대해 200만 원을 지급할 의
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甲은 乙에 대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丙에게 200만 원을 받고 그 부품을 팔았다. 보편적 사고방식으로 보면 甲은 도덕
적으로나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다. 계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甲
은 효율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부품에 100만 원의 효용을 부여한 乙이 아니라
200만 원의 효용을 부여한 丙에게 그 부품을 판매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乙이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乙은 부품을 받지 못하는 대신 그 부품 상당의
이행이익, 즉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기 때문이다. 요컨대 丙의 효용은 상승하였
고, 乙의 효용은 적어도 해쳐지지는 않았다. 이는 사회 전체로 보면 파레토 우월
(pareto superiority)108)이 달성되어 더욱 효율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계약파기를 효
107)

이에 대해서는 Posner (註 99), pp. 93-96; E. Allan Farnsworth, CONTRACTS (2d. ed.
1990), §12.3 pp.846-8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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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 계약파기(efficient breach of contract)라고 한다. 법제도는 가급적 이러한 계약
파기를 허용하고 나아가 장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효율적 계약파기이
론의 요체이다. 이는 미국의 법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다. “보
통법에 있어서 계약준수의무는 만약 당신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예상을 의미할 뿐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올리버 웬델
홈즈의 언명도 효율적 계약파기이론에 맞닿아 있다.109)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d servanda)”라는 명제를 신봉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사상은 도발적이기까지 하다. 그런데 계약에 대한 신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이론이 결과적으로 계약존속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상대방에게 더 많은 돈을 제안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상대방
이 언제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약 또는 계약 상대방을 신
뢰할 수 있는가? 신뢰보호도 효율적 계약파기가 추구하는 바로 그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증진한다는 점을 떠올리면 효율적 계약파기이론의 존재는 혼란스럽기도 하
다.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와 효율적 계약파기이론은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2) 소견
(가) 효율적 계약파기와 신뢰보호의 양립가능성
우선 효율적 계약파기이론이 신뢰보호를 도외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효율적 계
약파기는 어디까지나 계약파기를 당하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다. 즉 계약이 이행된 것과 같은 손해배상을 해 줌으로써 계약의 존속과 이행에
관한 상대방의 신뢰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보호가 적
어도 규범적으로 볼 때 충분한 정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신뢰보호와 효율적 계
약파기는 양립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효율적 계약파기이론의 전제 중 하나인
“계약파기를 당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통해 본래 계약이 의도하였던 바와 같은
가치를 부여하였다면 그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없지 않은가?”라는 사고를
떠올리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08)
109)

어느 한 사람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진하는 것
을 말한다.
Oliver Wendell Holmes, “The Path of the Law”, 10 Harv. L. Rev. 457, 462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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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율적 계약파기와 신뢰보호의 대립가능성
문제는 효율적 계약파기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신뢰보호방법인 손해배상을 넘어
서서, 강제이행이나 제3자 채권침해에 대응한 불법행위법적 구제,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계약관계의 존속을 도모하는 다른 수단들이 동원되는 경우이다. 효율적
계약파기이론에 따르면 효율적 계약파기에 대해 이러한 수단들이 동원되는 것은
그 계약파기를 직⋅간접적으로 막아 효율성을 저해하는 조치이다. 반면 이러한 수
단들은 신뢰적 관점에서 볼 때 계약존속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주므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국면에 이르게 되면 양자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긴장관계는 결국 효율적
계약파기이론의 전제가 가지는 불완전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효율적 계약파기이론은 계약관계의 지배가치를 효율성으로 전제하고 있지만,
이러한 효율성 지상주의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제의가 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렵다.
신뢰보호는 뒤에서 설명하듯이 형평의 이념을 만족시키는 기능도 수행하는 것이므
로 오로지 효율성만을 내세워 이를 도외시할 수 없다.110)
둘째, 효율적 계약파기이론은 미국법적 사고방식에 터 잡은 것으로서 우리나라
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에 여과 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계약법은 계약 당사자 개인의 자율을 강조하는 경향을,
대륙법적 계약법은 계약 공동체 내부의 상호배려와 협력을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다. 효율적 계약파기이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효용증진에 더 큰 관심
을 가진 이론이다. 또한 미국의 계약법은 강제이행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1차적 구
제수단으로 하는 반면, 대륙법적 계약법은 손해배상이 아닌 강제이행을 1차적 구
제수단으로 한다. 효율적 계약파기이론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강제로 그 계약상
채무를 이행당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해 주면 족하다는 법리 위에 구성된 것이다.
이처럼 다른 사상적, 법리적 토대 위에 세워진 이론을 수용할 때에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효율적 계약파기이론은 손해배상을 통해 상대방이 계약에서 본래 기대했

110)

나아가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허용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과연 사회의 효용을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있다. 오히려 이러한 잦은 계약파기가 계약
체결 자체를 꺼리게 만들어 효용증진의 기회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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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효용이 충족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전제
는 다분히 이상적이다. 실제로 손해배상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수반
되어 과소배상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구제수단들을 통해
손해배상만으로 메울 수 없는 괴리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효율적 계약파기이론은 계약에 관여하는 주체들이 각각 계약이 주는 효용
을 사전에 알고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이 주는 효용을 사
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효율적 계약파기이론 자체의 불완전함을 감안한다면 이를 무시한 채 그
이론을 관철시키는 것은 계약의 효용은 높이지도 못한 채 신뢰보호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계약금의 수수에 따른 약정해제권의 유보(민법 제565조 제1항 참조)
처럼 애당초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장래의 계약파기를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111) 계약목적에 더 큰 효용을 부여하는 제3자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행하는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장려하는 태도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법제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상 채무의 강제이행을 허용하거나,
채권침해를 이유로 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다) 계약파기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문제
또 다른 문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등을 통해서
제재적 조치를 취하면서까지 계약관계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줄 것인가 하
는 점이다.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외로 하더
라도,112)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우리 형법상 배임죄의 적용이 실제로 문제되고 있
으므로 여기에서 간략하게 언급한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 성립한다(제355조 제2항). 이는 신뢰보호를 위해 마련된 구성요건이다. 이때
계약상 채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가가 자주 문제된다. 우리 판례는 원칙적

111)
112)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스스로 계약파기의 가능성을 감수하였으므로 신뢰
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효율적 계약파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계약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로서 John A. Sebert, Jr., “Punitive and
Nonpecuniary Damages in Actions Based Upon Contract: Toward Achieving the
Objective of Full Compensation”, 33 U.C.L.A. L. Rev. 1565, 1569 (1986) 참조.

258

뺷서울대학교 法學뺸 제52권 제4호 (2011. 12.)

으로 계약상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
하는 행위는 매수인을 위한 등기협력의무에 위배하는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왔다.113) 이러한 태도는 면허권․허가권 등의 이중양도,114) 채권의 이
중양도,115)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의 처분116)에도 유지되어 왔다. 즉 이러한 경우
에는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 또는 신뢰관계가 형벌법규에 의한 제재를 통하여 보호
할 가치가 있는 법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 목적물
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
고되었다.117) 이 판결에는 무려 40면에 걸쳐 다수의견, 보충의견, 반대의견, 반대의
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수의견은 법구성적 측면에서의
논리에 호소하고, 반대의견은 법상황적 측면에서의 실질에 호소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더 깊은 배후에는 과연 계약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위배가 형사법규의
개입을 정당화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동산
과 부동산에 있어서 계약존속의 신뢰보호 필요성을 각각 달리 파악하여 전자는 민
사상 채무불이행 법리에, 후자는 그 이외에도 형벌법규에 의한 제재 법리에 의하
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118)
어쨌든 계약파기(설령 그것이 더 큰 효용을 가져오는 것이더라도)에 대한 형사
제재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신뢰보호가 오로지 효율성의 관점에 의해서만 좌우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중도금을 수령한 뒤에도
효율적 계약파기는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사처벌로 억제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신뢰보호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은 형평성 증진이라는 또
다른 기능에 관해 검토할 필요성이 생긴다.

113)
114)
115)
116)
117)
118)

대판 1986.7.8, 85도1783; 대판 1988.12.13, 88도750; 대판 2008.7.10, 2008도3766 등.
대판(전) 1979.11.27, 76도3962; 대판 1979.7.10, 79도961; 대판 1981.7.28, 81도966 등.
대판(전) 1999.4.15, 97도666; 대판 2007.5.11, 2006도4935 등.
대판 1983.3.8, 82도1829; 대판 1998.11.10, 98도2526 등.
대판(전) 2011.1.20, 2008도10479.
다수의견의 취지를 적용해 본다면, 우리나라 부동산거래와 같이 부동산 등기와 점유도
이전받지 못한 채 거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는 구도 아래에서는 미리 신뢰투자를
한 매수인의 신뢰를 강하게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결국 부동산거래 자체를 꺼리게
되는 문제(이는 일종의 hold-up problem이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하나의 논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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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평성 증진
미시적 차원에서 관찰하면,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는 계약의 형평성을 증진
한다.
계약의 형평성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래 신의(glauben)라는
말 자체가 당사자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상대방의 정당한 믿음을 배반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119) 이는 바꾸어 말하면 신뢰에 좇은 행위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120) 따라서 신뢰보호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만족시키고, 이를
통해 계약의 형평성을 증진한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앞서 살펴 본 효율성과 관련이 없지는 않다. 신의칙에 기대지
않은 채 오로지 계약에 명시된 내용만으로 계약관계가 규율되어야 한다면 당사자
들은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을 규율하는 이른바 완전계약(complete contract)을 체결
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거나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 계약체결 자체를 꺼릴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은 계약체결을 통해 본래 계약 당사자와 사회가 누릴 수
있었던 효용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법적 문제가 그러하듯이 신의칙 및 이로부터 비롯된 신뢰보호의 이
념은 오로지 효율성의 개념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121) 오히려 신의칙
은 형평 또는 정의에 관한 공동체의 윤리관념 또는 일반적인 상식에 기대어 이해
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122) 신의칙을 계약관계의 윤리화(moralization)와 연결
시켜 설명하는 태도도 이러한 이해 위에 터잡고 있다.123) 위와 같은 신의칙의 토
대 이념들은 대체로 법제도 자체에 이미 구현되어 있다. 하지만 법제도가 미처 포
착해 내지 못하는 논리와 형평, 형식과 실질, 법규범과 보편적 상식의 틈은 언제든
지 존재할 수 있다. 신의칙은 그 틈을 보충적으로 메움으로써 법이 형평성을 획득
하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한 점에서
신의칙은 보충적인 형평규범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신의칙의 보충성과 형평지향성은 그로부터 비롯된 신뢰보호 관련 법리에

119)
120)
121)
122)
123)

民法注解, 總則(1) (1992), 96면 (梁彰洙 집필부분).
民法注解(註 119), 같은 면.
尹眞秀, “法의 解釋과 適用에서 經濟的 效率의 考慮는 가능한가?”, 서울대학교 法
學, 통권 제150호 (2009.3), 41-42면.
최병조, 로마법강의 (1999), 321면 이하에서는 계약윤리적 개념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생성되어 온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Lando(註 31),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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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역사적으로 발견된다. 신의칙의 역사적 발전은 이미 로마법에서부터 시작되
었다. 이는 엄격소송(嚴格訴訟)과 대비되는 성의소송(誠意訴訟, bonae fidei iudicia)
의 발전 및 일반적 악의의 항변(exceptio doli generalis)의 인정과 관련되어 있
다.124) 이러한 일련의 제도들은 로마 시민법의 엄격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 법무관(法務官)이 형평(aequitas) 또는 선함과 형평함(bonum et aequum)에 의거
하여 창조한 것으로서 엄격법을 완화하는 보충적인 형평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125)
이러한 역사적 연원에 상응하여 신뢰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리들도 보충
성과 형평성이라는 이념 위에 탄생하였다. 가령 독일에 있어서 계약체결상 과실의
법리는 쌍방의 의사합치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에 따른 책임도 없다는 기
존의 계약법리가 미처 포착해 내지 못한 틈을 형평의 관점에서 메우고자 하였다.
표의자의 착오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계약 교섭주체가 무책임한 언동으
로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의 신뢰를 부여한 뒤 계약교섭을 파기하는 경우에 단지 계
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았다는 형식논리만을 내세워 책임을 면하는 것은 형평
의 이념에 반한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또한 영미에 있어서 약속에 의한 금반언
(promissory estoppel)의 법리는 약인(consideration)이 없으면 약속을 강제할 수 없
다는 기존 보통법(common law)의 계약법리가 미처 포착해 내지 못한 틈을 형평법
(equitable law)의 관점에서 메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고의 외연을 좀더 넓혀나가
면 신탁(trust)의 법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본래 신탁은 13세기 초 무렵부터 이
용되기 시작한 영국의 유스(use)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유스는 국왕의 요청으
로 전쟁에 참여하는 기사가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토지를 이전하고
이 토지를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빈번하게 이용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 유스의 수탁자가 신의에 반하여 위탁된 토지를 양도하는 일이 자
주 발생하였다. 당시 보통법(common law)상으로는 위탁자가 이를 돌려받을 수 있
는 법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영국의 형평법관(Chancellor)은 15세기 중엽
부터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따라 유스의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구제를 허락하기 시

124)

125)

民法注解(註 119), 75면. 성의소송은 문언에의 구속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엄격소송과
달리 심판인이 당해 개별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광범위하게 고려하여 신의성실에 기
하여 급부할 의무가 있는 것 전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형태의 소송이었다. 한편
일반적 악의의 항변은 악의(dolus)에 의한 소의 제기에 대항하여 행사할 수 있는 항
변이었다.
民法注解(註 119),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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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고, 이를 토대로 형평법의 영역에서 신탁의 법리가 발달하게 되었다.126) 신
탁은 이처럼 신뢰관계가 형평의 이념에 따라 계약관계에 체화된 대표적 유형이다.
이와 같이 신뢰보호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형평의 이념에 기초하여 기존의 법
리체계가 가지는 경직성을 부드럽게 만드는 유연제의 기능을 보충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은 이미 기존의 실정법 체계에 편입되었다. 하지만 그것
이 실정법 조항이건 아니면 그 해석에 관한 법관의 판단재량 영역이건 신뢰보호와
관련된 법리에는 경직된 실정법 체계 속에서 소외될 수 있는 형평성을 유연하게
메워주는 특색이 남아 있다. 이는 특히 신뢰보호가 이익형량에 친하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사적 관점에서는 의사의 ｢존부｣가 주로 문제되지만 신뢰적 관
점에서는 신뢰의 ｢정도｣가 주로 문제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신뢰보호는 사회의 효율성 제고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구체적 사안의 미시적인 차원에서도 경직된 형식논리에 따른
부당함을 막고 형평성 있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미세조정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신뢰
보호의 문제 중에서도 제3자 보호는 이를 직접 겨냥한 구체적인 실정법 조항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계약 당사자 보호는 보다 포괄적이고 간접적
인 실정법 조항들을 해석,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이익형량을 통해 미세하게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미세조정기능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따른 신뢰책임은 계약체결 여부에 따라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 식으로 책임을 결정하는 경직성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임차권 무단양도를 이유로 한 해지권에 관한 배신행위 이론은 신뢰라는 개념
을 매개로 해서 임대차 존폐의 운명이 지나치게 기계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권리자가 향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같은 언동을 통해 상대
방으로 하여금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는 신뢰를 주었다가 “권리가 실체법상 소멸한
바 없다”는 부인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워 권리행사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실효의
원칙은 상대방에게 기존 법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억울함이 없도록 보살핀다. 이
러한 세심한 보살핌을 통해 신뢰보호는 그것이 추구해야 할 윤리적 기능을 충족하
는 것이다.127)
126)
127)

이러한 유스(use)의 발전사에 대해서는 이연갑, “신탁법상 신탁의 구조와 수익자 보
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2009), 12-21면 참조.
참고로 Canaris(註 12), S. 492.ff.에서는 제3자가 아닌 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보
호하기 위해 법윤리적 필요성에 따른 신뢰책임(Die Vertrauenshaftung kraft rechtsethischer Notwendigkeit)이 성립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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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요건
1. 일반론
계약관계에서 신뢰가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 또한 각 단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언제
신뢰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쌍방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일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곧 타방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보호 요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민법에서
는 신뢰보호의 요건 일반을 담고 있는 조항이 없다. 또한 사법(私法)의 영역에서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판례나 학술적 논의도 그다지 많지 않다.
이와 대조적으로 헌법이나 행정법 등 공법의 영역에서는 신뢰보호의 요건에 관한
다수의 판례가 집적되어 있다. 이는 사법의 영역에도 참조할 바가 있다. 판례의 태
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
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
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는 신
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다.128) 이를 요약하면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② 개인의 귀책사유 없는 신뢰, ③ 신뢰에 기한 행위, ④ 신뢰에 반
하는 처분을 통한 신뢰침해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중 ①과 ④는 신뢰야기자, ②와
③은 신뢰자에 관련된 요건들이다.
한편 독일의 카나리스(canaris)는 독일의 신뢰책임(Vertrauenshaftung)에 관한 그
의 저서에서 사법(私法) 영역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에 대해 상세하게

128)

법외관책임(Die Rechtsscheinhaftung)과 구별한다. 그에 따르면 법외관책임은 거래보호
를, 법윤리적 필요성에 따른 신뢰책임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법윤리를 실현하기 위
한 목적을 가진다. 신뢰보호가 가지는 두 가지 다른 측면을 제시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판 1998.9.25, 98두6494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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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私法)에도 참조할 수 있는 보편적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신뢰보호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신뢰구성요건(Vertrauenstatbestand)이 존재
해야 한다.129) 신뢰구성요건은 신뢰를 발생시키는 객관적 사정(가령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 등기되어 있는 상태, 선행행위 등)을 말한다. 한편 신뢰
구성요건에 기초해서 신뢰자에게 ① 선의, ② 신뢰구성요건에 대한 인식, ③ 처분
또는 신뢰투자, ④ 신뢰와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⑤ 취득절차에 있어서의 보호가
치가 요구된다.130) 마지막으로 신뢰야기자에게 신뢰보호에 따르는 책임을 귀속시
킬 수 있는 귀책가능성이 있어야 한다.131) 여기에서의 귀책가능성이 꼭 신뢰야기
자에게 고의나 과실과 같은 유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32)
미국의 제2차 계약 리스테이트먼트 제90조 제1항에서는 약속에 따른 금반언
(promissor estoppel)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참조할 바가 있다. 이 조항에서는 “약
속자가 그 약속이 약속의 상대방이나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유도할 것을 합리
적으로 예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러한 작위나 부작위를 유도한다면 그 약속을
강제함으로써만 부정의를 피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위반에
대한 구제는 정의의 요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133) 이를 요건화해
보면 “① 일방의 약속이 있을 것, ② 그 약속이 타방의 행위를 야기하리라는 합리
적 예견가능성이 있을 것, ③ 실제로 그 약속으로 인해 타방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 ④ 그 약속을 강제하지 않으면 부정의한 결과가 될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단 이러한 일련의 신뢰보호 요건론을 종합하여 계약관계상 신뢰보호의 문제에
단순화하여 적용해 보면, ① 신뢰야기자에 관한 요건으로는 그에게 귀책 가능한
129)
130)
131)

132)

133)

Canaris(註 12), S. 491 ff.
Canaris(註 12), S. 503 ff.
Canaris(註 12), S. 517 f. 다만 Canaris는 등기의 공신력(독일 민법 제892조 참조)과
같이 순수한 외관책임(Rechtsscheinhaftung)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귀책가능
성 요건이 포기될 수 있다고 한다.
Canaris는 그 귀책근거에 관해 야기주의(Veranlassungsprinzip), 유책주의(Verschuldensprinzip),
위험주의(Risikoprinzip)를 소개한 뒤 그 중 원칙적으로는 위험주의가, 보충적으로는
유책주의가 적용된다고 한다. Canaris(註 12), S. 473 ff. 따라서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신뢰야기는 신뢰야기자의 위험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면 충분하고 꼭 이에 대해 신뢰야
기자의 고의나 과실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 90. Promise Reasonably Inducing Definite and Substantial Action
: (1) A Promise which the promisor should reasonably expect to induce action or
forbearance on the part of the promisee or a third party and which does induce such
action or forbearance is binding if injustice can be avoided only by enforcement of the
promise. The remedy granted for breach may be limited as justice requ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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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야기, ② 신뢰자에 관한 요건으로는 이에 관한 정당한 신뢰와 이로 인한 신뢰
투자가 각각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고려기준
그런데 대부분의 법적 문제가 그러하듯이 이러한 추상적인 신뢰보호의 요건만으
로는 구체적 사안에서 신뢰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보호 문제는 제3자에 대한 신뢰보호 문제와 비교할 때 더 높은 정도의
이익형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 요건의 한계는 더욱 현저하게 드러난
다.134)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러한 형량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
적 기준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가. 신뢰야기자측 요건에 관련된 고려기준
(1) 신뢰야기자의 특성
우선 신뢰야기자가 당사자로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
다. 통상 당사자의 전문성, 정보, 협상력이 상대방에 비해 더 높을수록 상대방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이는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상호 역학관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한다.
예컨대 백화점 사기세일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고판 1992.10.30, 92나2310
2135)에서는 대형백화점이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뒤 본래 판매가격을
마치 할인가격인 것처럼 표시하여 백화점 고객들을 기망한 변칙세일이 문제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변칙세일은 다소의 과장 내지 허위광고 수준을 넘어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뒤 백화점의 위자료책임을 인정하였다. 이 사
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송물로 한 사건으로서 계약관계에 관한
소송은 아니다. 그러나 판결이유에 스며들어 있는 논리는 계약관계에 관해서도 충
분히 음미할 가치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소의 과장 내지 허위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형백화점이 “고도의 사회적 신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134)

135)

Canaris(註 12), S. 529에서도 계약 당사자간에 적용되는 법윤리적 필요성에 따른 신
뢰책임은 법외관책임과는 달리 일반화와 친하지 않아 개별 사안에 관련된 법윤리적
가치평가를 거칠 필요가 크다고 한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상고되었으나 대판 1993.8.13, 92나52665로 상고기각되었다. 대
법원 판결은 정신적 손해배상 문제에 대하여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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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라는 점에 특히 주목하였다. 따라서 “백화점이 고도의 사회적 신뢰를 바탕
으로 정찰제와 품질보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광고를 전적으로 믿고
거래”한 고객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였다.
만약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거래주체가 백화점이 아니라 재래시장의 상인이었다면
같은 결론이 나왔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이는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누가
신뢰야기의 주체인가에 따라 신뢰보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한 논리는 대판 2008.10.23, 2007다44194에서도 발견된다. 이 사건에서
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현대
산업화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피고와 같은 대기업이 시
공하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구조, 면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아파트의 광
고 내용의 진실성에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일반인의
신뢰나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여기에서도 계약 당사자의 비대
칭성에 주목하여 열위에 있는 상대방의 신뢰보호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반면 대판 2001.6.15, 99다40418에서는 수급업체인 원고들과 하수급업체인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교섭이 진행되던 중 피고가 그 교섭을 파기한 것이 위법한가가
다루어졌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공동수급업체로서 대규모 공사 입찰에 참가하
기에 앞서 피고에게 하수급 의사를 타진한 뒤 피고로부터 견적서, 이행각서, 계약
보증서 등을 제출받았다. 그 뒤 이에 기초하여 응찰가를 결정한 뒤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다. 그 이후 원고들은 피고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
해 교섭을 거쳤으나 결국 계약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고는 당초 원고의 재촉에
의해 하루만에 졸속 작성하여 제출한 견적서의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과소하다는
점을 들어 공사대금의 인상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체결
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마치 견적서의 취지대로 하도급공
사계약을 체결할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뒤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근거의 하나로서
원고들이 대규모공사전문업체인 대기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할 공사의 내역과 정보
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의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는 거꾸로 신뢰보호를 받으려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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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오히려 협상력이나 정보력에 우위가 있는 경우에 신뢰보호의 범위가 축
소된 사례이다.
(2) 신뢰야기행위의 특성
신뢰야기행위가 가지는 개별적 특성들은 신뢰보호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기준이다.
일단 계약관계라는 특별결합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그 관계로부터 바로 신뢰보호
의 필요성은 도출된다.136) 그런데 계약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밀접할수록 신뢰보
호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객관적으로 동일한 신뢰야기행위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미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여하
는 신뢰의 정도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의 관계가 장기
간 지속되어 온 경우에는 그 관계의 밀접성도 높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가령 대판 2004.5.28, 2002다32301은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
당해 사건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의 하나로 “계약교섭이 1년
여라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충실하게 이루어”진 점을 든다.
한편 계약관계가 민사거래인 경우보다 상사거래인 경우에 신뢰보호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상사거래는 신뢰에 기초해 신속한 거래의 고리가 원활하게 이어질 필
요성이 더 크다. 따라서 신뢰보호가 추구하는 법적 안정성에 대한 더욱 강한 요청
을 가진다. 이러한 요청은 이미 상법에 다수 반영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도 상사거래에 있어서의 신뢰보호는 민사거래에 있어서보다 더욱 강하게 이루어지
게 된다. 한편 민사거래인 경우에도 편무계약보다 쌍무계약, 무상계약보다 유상계
약에 있어서 신뢰보호가 더욱 강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관계의 상호의존성
및 이에 따른 신뢰의 요청이 쌍무계약, 유상계약에서 더욱 높기 때문이다. 편무,
무상계약인 증여에는 다른 계약에 없는 특유한 해제원인 세 가지가 규정되어(민법
제555조 내지 제557조) 계약존속에 대한 신뢰보호가 약화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137)
136)

이 점에서 그러한 특별결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불법행위의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가령 회계법인이 허위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신뢰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모든 투자자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이는 회계법인과 모든 투자자들 사이에 이
러한 신뢰보호의 관계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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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이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면 신뢰보호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는 사회관념상 서면에 기한 언동에는 더욱 큰 신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판 2004.5.28, 2002다32301은 수정계약서에 피고의 재무책임원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까지 한 사정을 계약교섭 부당파기에 따른 신뢰책임 부과의 중
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이는 계약해석상 문언해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면에 기재된 바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문언해석은 신뢰보호와 친한 해석방법이다.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방법에 관하여 다룬 대판(전) 2009.3.19.,
2008다45828은 처분문서로 이루어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계약서에 기재된
예금명의인이고 이에 대한 예외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138)
이러한 판시는 주로 실명확인절차의 특수성, 금융거래의 대량성 및 정형성과 관련
있지만, 서면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강한 신뢰보호의 필요성과도 연결된다.
신뢰야기행위에 대한 신뢰야기자의 귀책가능성도 고려대상이다. 귀책가능성이
강할수록 신뢰보호의 가능성이 커진다. 이처럼 신뢰야기자측의 귀책가능성과 신뢰
자의 보호가능성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신뢰보호가 궁극적으로는 이익형량의 문
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야기자측의 귀책가능성이 강할수록 아래에서 살펴볼
신뢰자측 요건의 엄격함은 약하게 요구되고, 반대로 신뢰야기자측의 귀책가능성이
약할수록 신뢰자측 요건의 엄격함이 강하게 요구된다. 이는 불법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상관관계설과 유사한 모습이기도 하다.139)
137)

138)

계약 당사자 사이의 문제는 아니지만 동산의 무상취득에 대해서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시도도 같은 문제의식
위에 있다. 제철웅, “선의취득제도의 해석론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民事法學
제16호 (1998. 6), 126면 이하; 양창수/권영준, 권리의 변동과 구제 (2011), 154면.
1993. 8.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금융실명
제가 실시된 이래 판례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인을 예금주로 보면서도 예금명의인이
아닌 제3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도 예금주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다(대판 1998.1.23., 97다35658;
대판 1998.6.12., 97다18455; 대판 1998.11.13., 97다53359 등). 그런데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예금계약서상 명의인이 아닌 제3자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대폭 좁혔다. 이에 따르면 제3자를 예금주로 인정하는 경우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
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
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
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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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조항들을 보면 이러한 상관성이 입증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미묘하게 드러나 있다. 민법상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제125조), 대리권을 넘어선 대리행위에 의한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 소멸
후 대리행위에 의한 표현대리(제129조)로 나누어진다. 위 표현대리는 선의․무과
실(제125조, 제129조)이나 정당한 이유(제126조)를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조문의
규정형식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하면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
의 또는 과실을,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본인이 과실, 상대방이 선의를,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를 각 입증하게 되어 있다.140) 이처럼 제125조,
제129조, 제126조의 순서에 따라 본인의 입증책임이 높게 부과되는 현행 규정체제
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보호가치 형량의 결과를 조문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스스로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한 본인의 귀책가능성이 가장 크다(제125조). 외관창
출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대리권이 소멸한 뒤에 대리인의 대리행위
를 막지 못한 경우(제129조)와 대리권 존속 중에 대리인의 월권대리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제126조)에 대해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리권의 잔영(殘影)
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대리권의 유월(踰越)을 막지 못한 것보다 더 귀책가능성이
크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렇게 본다면 표현대리의 제반 규정들은 본인의 귀
책가능성이 신뢰보호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 입법의 예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나. 신뢰자측 요건에 관련된 고려기준
신뢰보호가 이루어지려면 그 신뢰에 보호가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뢰보호
에 있어서의 신뢰는 사실상 기대나 심리적 신뢰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규범적 신뢰이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마음에 품은 근거 없는 희망까지도
법에 의해 신뢰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는 없다. 그런데 무엇이 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정한 신뢰인가는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고, 사안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
139)

140)

상관관계설에 의하면 위법성은 “침해이익”과 “침해행위의 태양”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선 피침해이익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 침해되었는지 등 결과불법적 요소를 고려한다. 또한 침해행위의 태
양에 발현된 악성(惡性)이 얼마나 중대한지 등 행위불법적 요소를 고려한다. 이 두
가지 고려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전자가 강한 경우에는 후자가 약하더
라도 위법성이 성립할 수 있다. 반면 전자가 약하더라도 후자가 강한 경우 역시 위
법성이 성립할 수 있다.
이는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5판, 2006), 443-4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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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아래 요소들은 그 중 대표적인 고려사항
들이다.
(가) 신뢰투자에 대한 예견가능성
손해배상에 관한 예견가능성의 법리는 적정한 신뢰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법경제학적 논의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제한은 과도신뢰(overreliance)
를 방지한다.141) 만약 손해배상이 제한 없이 인정된다면 채권자는 과도한 신뢰투
자를 할 유인이 발생한다. 가령 식당이 건축될 것을 전제로 음식재료를 과도하게
사전주문하였는데, 건축채무가 불이행되어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
자. 이때 과도하게 사전주문한 음식재료에 기초해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까지
모두 배상하게 한다면(즉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모든 효용을 배
상하게 한다면) 채권자로서는 과도한 신뢰투자를 하게 된다. 어차피 그 신뢰투자
에 기초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까지도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예견가능성(foreseeability)의 법리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채권자가 적정신뢰(optimal reliance)에 기하
여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통하여 계수한 민법 제393조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
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예견가능성의 법리를 규정한다.142) 이때 과도한 신뢰투자로 인한 손해는 특
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결국 그 손해배상 여부는 예견가능성 여부
에 좌우된다. 그렇게 본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신뢰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신뢰투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143)

141)
142)
143)

Cooter & Ulen, Law & Economics (5th ed. 2007), pp.216-217; 朴世逸(註 57), 238면
각 참조.
이러한 일본 민법의 태도는 1854년 영국의 Hadley v. Boxendale 판결(156 ER 145; 9
ExCh 341)에서 비롯된 영미법상 예견가능성의 법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oter & Ulen(註 141), pp.216-217. 영미법의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도 합리적 예견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1979년 제2차 계약법 리스
테이트먼트 제9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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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뢰자의 귀책 정도 또는 보호가치
한편 신뢰자의 귀책 정도 또는 보호가치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신뢰자의 귀책 정도에 대해서 본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뢰보호
에 대해서는 이미 실정법에 이와 관련된 입법적 결단이 반영되어 있다. 가령 현행
민법상 제3자 보호제도는 제3자의 선의만 요구하는 경우(제107조 내지 제110조,
제251조, 제449조 제2항, 제492조, 제827조, 제943조)와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경우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제249조)가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11조와 부동산실명
법 제4조에서는 선의일 것만 요구한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대해서
는 실정법에 이러한 명시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악의
라면 신뢰보호의 필요성은 부정된다. 결국 계약 당사자에게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의 신뢰에 과실이 있다면 쉽게
신뢰보호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종국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에게 실체에
대한 조사의무가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다만 실정법에서 명시적으로 과실을
보호배제사유로 명시하지 않는 한 과실 유무는 당연히 신뢰보호의 필요성을 탈락
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형량의 중요한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신뢰자의 보호가치에 대해서 본다. 신뢰자의 보호가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상인보다 비상인이, 무상취득자보다 유상취득자
가 더 보호가치가 높다. 또한 계약 당사자간의 정보, 인지, 협상력 사이에 구조적
인 비대칭상태가 존재하고, 신뢰자가 열위에 있는 계약 당사자라면 그의 보호가치
가 더 높다. 이는 입법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소비자 보호 관련 법
령들을 보면 청약의 구속력에 대한 예외 조항들이 다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청약 철회권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해석론에도 나타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 합의해지
의 청약으로서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더
라도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를 허용하
는 것이 사용자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되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있다.144) 본래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
지 못한다(민법 제527조). 이는 청약을 받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다. 한편 근로계약의 해지를 합의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다. 따라서 그 청약 역시
144)

대판 1992.12.8, 91다4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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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27조에 의해 철회하지 못하여야 마땅하다. 그러한 점에서 위와 같은 판례
의 태도는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안의 두 가
지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위 사안은 계약관계의 형성이 아니라 계약관
계의 해소에 관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요소인 일반적인
청약과 꼭 같이 볼 것만은 아니다. 더욱 주목하여야 할 점은 청약 주체가 근로자,
청약의 상대방이 사용자라는 것이다. 아마도 대법원은 사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근
로자 보호의 강한 필요성 앞에서 추상적 차원으로 존재하는 사용자의 신뢰보호 필
요성을 후퇴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신뢰자의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신뢰
야기자의 보호가치에 비해 떨어졌던 점이 사안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던 하나의 대
표적 예이다.

VI. 결 론
이 글에서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신뢰보호 문제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계약관계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라는 관점에서 주로 조망되어 왔다.
그러나 계약관계는 계약 당사자의 신뢰라는 관점에서도 조망될 수 있다. 계약 당
사자의 의사를 발견하여 이를 관철시켜 주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에 대해 가
지는 신뢰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두 관점은 적대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나 연혁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볼 때 두 관점 사이에 미묘한 긴장관계가 존재하
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의사적 관점은 개인 본위의 사상적 토대 위에서 계약법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였으나, 신뢰적 관점은 공동체를 배려하려는 사상적 토대 위
에서 의사적 관점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계약
법적 쟁점들은 이러한 긴장관계의 틈바구니에서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해결의 모습
도 그 균형점을 어디에서 찾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계약법의 지형(地形)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뢰보호의 문
제는 계약관계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계약성립 이전 단계에서
는 주로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이나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계약교섭과
정에서의 정보제공 등 계약체결 이전에 상대방의 언동을 믿은 계약 당사자의 신뢰
보호 문제로 나타난다. 계약성립단계에서는 주로 청약이나 승낙을 받은 계약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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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신뢰보호 문제로 나타난다. 계약해석단계에서는 주로 규범적 해석과 관련해
서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신뢰보호 문제로
나타난다. 계약존속단계에서는 계약존속을 허물어뜨리는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사
유를 얼마나 너그럽게 파악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계약존속을 믿은 상대방의 신
뢰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러한 존속신뢰보장의 문제는 계
속적 계약관계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계약이행단계에서는 임의이행에 대한 신뢰보
호, 임의이행이 좌절된 경우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통한 신뢰보호의 문제로
나타난다. 계약관계의 소멸단계에서는 채무이행으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믿은 당
사자의 신뢰보호 또는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은 채무자의 신
뢰보호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처럼 신뢰보호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파편
성(破片性) 때문에 이를 하나의 틀 안에서 묶으려는 시도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계약관계의 곳곳에서 다양하게 작동하는 신뢰보호는 한편으로는 효율성을 증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평성을 증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쌍방의 이해관
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일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곧 타방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는 무제한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일정한 선에서 멈추어야 한다. 이는 곧 신뢰보호의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의 문제로 귀착된다. 정리하자면 신뢰야기자에 관한 요건으로는 그에게 귀책 가능
한 신뢰야기, 신뢰자에 관한 요건으로는 이에 관한 정당한 신뢰와 이로 인한 신뢰
투자가 각각 요구된다. 다만 이러한 요건은 추상적인 것이어서 실제 사안을 해결
함에 있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고려기준들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
러한 고려기준들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이익형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신뢰를 디딤돌로 삼아 신뢰가 없었더라면 하지 않았을 행위나 의사결
정으로 나아간다(단순한 예로 신용카드를 떠올려 보라). 또한 사람들은 신뢰의 토
대 위에서 그러한 토대가 없었더라면 고려하지 않았을 장래의 일을 기획하고 지배
한다(단순한 예로 先物契約을 떠올려 보라). 따라서 신뢰보호는 사람이 가지는 행
동의 자유 영역을 실질적으로 넓혀주고, 이를 기초로 사회가 더욱 정교하고 효율
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그러므로 신뢰보호의 필요성은 사회
의 선진화에 비례하여 커진다. 이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가 가지는 이론적
비중이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점증하리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 계약관계와 신뢰보호의 다양한 문제들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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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주제의 광범위함과 필자가 가진 능력의 불충분함, 이
글의 시론(試論)적 성격과 지면의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상
세하게 다루지는 못하였다. 신뢰보호의 철학적, 경제적, 윤리적 뿌리들이나 신뢰와
자율이나 후견, 정보 등 다른 계약법상 화두들의 상호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 신뢰를 보호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좀 더 손에 잡히는 명확한 판단의 틀을 제
시하는 것, 나아가 신뢰보호의 효과 일반론을 체계화하는 것 등은 부득이하게 향
후 연구 과제로 남겨 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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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tecting Reliance in a Contractual Relationship
Kwon, Youngjoon*
145)

Traditionally, a contractual relationship has been viewed from the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a will theory. However, it is now widely accepted that a
contractual relationship can also be viewed from the theoretical framework based on
a reliance theory. These two perspectives pose a delicate tension in the contract law.
While a will theory is deeply rooted in the private autonomy paradigm, a reliance
theory proactlvely embraces communitarian value. Many of the legal issues in the
contract law arise out of this tension.
Against this backdrop, reliance plays diverse roles in various phases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In the pre-contractual phase, culpa in contrahendo and other
pre-contractual liability imposed for undue behaviour protect reliance. In the
formation phase, protecting reliance of the offeror and offeree in the course of
exchanging an offer and an acceptance becomes an issue. In the interpretation phase,
protecting reliance of the contracting party emerges as a key factor of the contract
interpretation. As for the continuation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reliance plays a
vital role,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a relational contract as oppose to a discrete
contract. In the performance phase, the controversy over expectation interest and
reliance interest raises the issue of protecting reliance of the contracting parties with
regard to the compensation of damages. In the extinction phase, protecting reliance
of the contracting party who innocently but erroneously believed that his obligation
has extinguished through his pereformance or through the expiry of the period of
prescription becomes an issue.
Protecting reliance, as witnessed in various phases of contractual relationship,
enhances both effciency and equity. However, a boundary line has to be drawn a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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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ope of protection. This brings us to the issue of requirements for protecting
reliance. To summarize, the party who imputatively induced the other party to invest
reliance with good reason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either preserving the relied
state or compensating for reliance. Yet, these requirements are highly abstract. Thus,
case-by-case analysis by balancing relevant interests need to be done in order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scope of protection for reliance.
Keywords: contract law, contractual relationship, reliance, protection of reliance,
reliance interest, specific performance, damages, balancing of interests,
efficiency, equ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