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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관련성 요건과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을 

비교법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학설과 판례를 개관

하고, 그에 관한 독일⋅프랑스⋅영국의 상황을 살펴본 다음,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사용자책임 및 사무집행관련성 요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자신이 스스로 

사무를 집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피용자를 사용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위험이 증가하

였다면 그 한도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을 긍정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용

자가 사무집행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거나 용이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사적인 동

기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안에서도 원칙적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은 인정되어야 한

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인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무집행관련성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안유형을 기초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특히 피용자의 폭

행⋅강간⋅절도 또는 자동차 사고 등에 의해 불법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도,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적 접촉 및 정상적인 사무집행에 대

한 피해자의 정당한 신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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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수료)과 좋은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글에서 비교법적 분석 부분은 축약된 형태로 “Die deliktische 

Gehilfenhaftung im europäischen Vergleich”라는 제목 하에 Zeitschrift für Europäisches 

Privatrecht (ZEuP)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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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1. 민법1) 제756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는 － 선임ㆍ감독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한 －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로써 법률은 불법

행위법에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가해행위와 사무집행 사이

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을 종래 

강학상 사무집행관련성이라고 명명해 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실무는 사용자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사실상 사용

자의 면책입증(제756조 제1항 단서)을 거의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동시에 확고한 

대법원 판례2)와 통설3)은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제750조)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실무에서 사용자책임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사용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4) 그러므로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과 무관하게 발생

하였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피용자 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은 제756조 적용에 있어서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사용자에게 귀책

시키는 중요한 요건으로 기능하고 있다. 

  

2. 피용자가 원래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야

기한 경우에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이에 대해 어려운 

문제는 피용자가 직무집행의 기회에 직무에 의하여 부여된 수단을 가지고 직권을 

1) 아래에서 다른 법명의 지시 없이 인용하는 법조문은 민법의 조문이다.
2) 大判 1981.8.11., 81다298, 집 29-2, 263; 1991.11.8., 91다20263, 공보 1992, 74.
3)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2003, 419, 420면;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XVIII], 2005, 

580면 이하(이주흥); 권오승, “사용자책임에 대한 검토”, 상사법논총 : 제남 강 두 박사 

화갑기념, 하권, 1996, 631-632, 635면; 면책입증 부정과 관련하여 김증한ㆍ김학동, 채

권각론, 제7판, 2006, 839면 등.
4) 아래에서는 현재 실무에서 정착한 이러한 대위책임적 사용자책임을 전제로 하여 논의

를 진행하기로 한다. 사용자책임에서 자기책임주의적 입법과 비교한 대위책임주의적 

입법의 특징에 대해서는 우선 Gerhard Wagner, “Grundstrukturen des Europäischen 

Deliktsrechts”, Zimmermann (Hrsg.) Grundstrukturen des Europäischen Delitsrechts, 2003, 

S. 291ff.; 平井宜雄, 債権各論 II : 不法行爲, 1992, 22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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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불법행위를 범한 경우에 비로소 제기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리과장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회사 명의

의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위조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의 소지자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택시 기사가 승객을 폭행한 경우에는 어떠한

지 등의 사안이 현실적으로 판단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학설과 판

례의 논의도 이러한 사안들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직무일탈 내지 직무남용의 경우에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한다면 사용자

책임의 적용범위가 축소될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입법자는 그러한 

결과를 의도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민법 초안 제749조의 “사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문언이 바로 그러한 직무일탈ㆍ직무남용의 사안유형을 규율할 수 있

도록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표현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① 본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자기의 활동범위를 확장한 자는 그 확장된 범위에 

있어서 보상책임(이익이 歸하는 곳에 손실이 歸한다는 이념)을 입법한 것으로서 

본조의 ｢사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문구는 본래의 사무집행 자체에 국한하는 것

으로 오해되기 쉬워서 너무 협소하여 상기 보상책임의 정신에 위반되므로 ｢사무

집행에 관하여｣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② 제1항 중 ｢사무집행으로 인하여｣를 ｢사

무집행에 관하여｣로 수정한다. (제34조 참조)”5)

5)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445면. 물론 입

법관여자들이 여기서 ‘보상책임’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명백한 것은 아니다. 그

들은 동시에 사용자가 면책되는 경우 예외적 무과실책임을 정하는 초안 제750조를 삭

제하면서 자유주의적 과실책임주의를 사용자책임과 관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

시의 법학사조에 의하면 개인주의에 배태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서 단체주의에 배

태하는 인류사회공동생활에 있어서의 ｢손실의 적절한 부담분배사상｣의 경향으로 이행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초안이 “사용인에 있어서의 과실을 요하는 제도를 […] 

인정하여 […] 무과실자의 무책임을 규정하면서” 초안 제750조에서 “｢자기책임의 원칙｣

에 대한 전면적인 예외를 설하여 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무과실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개인의 자유활동을 부당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더욱이 개인주

의에 기초를 두고 자유활동, 자유경쟁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이

러한 무과실책임주의의 전면적 채택은 재고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에는 특별법에 의한 입법조치 기타의 방법으로 어떤 정도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재해보험제도에 의하여 손실부담의 사회화를 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민법안심의록, 상권, 446면). 이러한 심의내용은 입법관여자들이 이른바 ‘손실의 

적절한 부담분배사상’(그 배후에는 我妻栄, “損害賠償理論における ｢具體的衡平主義｣” 

(1922), 民法硏究, VI, 1969, 193면 이하가 있다고 추측된다)을 명시적으로 배척하면서 

자유주의적 태도에 기초한 자기책임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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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할 때, 직권일탈 내지 직무남용의 사례에 일률적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6)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례에 일률적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는 없다.7) 그러

므로 사무집행관련성 판단을 위해서는 직무일탈 내지 직무남용의 경우에 그 손해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사안유형과 그렇지 않은 사안유형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II. 우리 판례와 학설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

이러한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우리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대법원의 판례

(1) 현재의 대법원의 판례는 사무집행관련성에 관하여 이른바 外形理論을 취하

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그 피용자의 행위가 본래의 직무집행행위가 아니더

라도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행위도 사무집행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8) 사용자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외형의 판단 기준으로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

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되기도 한다.9) 즉 가해행위와 직무의 

관련성의 정도 및 사용자가 창출한 위험상태를 상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학설에서는 사무집행관련성에 관한 판례를 분석할 때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법률행위적 거래를 매개로 하여 그 기회에 행해진 경우(이른바 거래적 불법행위)

와 그렇지 않고 순수한 사실행위를 매개로 하여 행해진 경우(이른바 사실적 불법

행위)를 구별하는 시도가 보인다.10) 아래에서는 일단 잠정적으로 이러한 문헌의 

6) 양창수, “회사 경리직원의 어음위조와 사용자책임”, 민법산고, 1998, 272면 참조. 
7) 김형배, “사용자책임과 판례 : 비교법적 시각에서”, 고려법학, 제48호, 2007, 13면. 
8) 大判 1985.8.13., 84다카979, 집 33-2, 149.
9) 大判 1988.11.22., 86다카1923, 공보 1989, 11.
10) 민법주해[XVIII] (주 3), 555-556면 (이주흥); 김재형,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성

(1)”, 법조, 제44권 제6호, 1995, 28면; 지원림,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무집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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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에 따라 판례의 입장을 간략하게 개관해 보고자 한다(그 비판에 대해서는 아

래 IV. 3. (4) 참조).

(2) 이른바 거래적 불법행위의 영역에서, 판례는 외형이론에 기초해 사무집행관

련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a) 판례상 자주 문제되었던 사례군은 피용자에 의한 어음ㆍ수표 위조 사안이다. 

판례는 피용자가 어음작성사무나 어음작성준비사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피용자가 

어음작성사무나 어음작성준비사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인장 및 어

음용지의 보관을 소홀히 하여 피용자로 하여금 어음위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 두었는지를 고려하여 사무집행관련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11) 즉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

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12)는 기준이 여기에 잘 부합한다. 예컨대 대법원은 피용자가 어음의 작

성사무나 그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직무상 그러한 

사무에 접근가능성이 큰 경우, 외형을 이유로 사무집행관련성을 긍정한다. 따라서 

경리과장의 어음위조의 경우 직무상 보관 중이거나 위조한 인장으로 발행한 어음 

사례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이 있다고 한다.13) 

그러나 어음사무와는 무관한 자동차 판매담당자14)나 출납계장15), 대표권한 없는 

상무대리16)가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는 그러한 외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한다. 여기서는 피용자의 사무가 어음사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된다.17)

하여’ 판단기준”, 수원지방변호사회지, 제4호, 1993, 191면 등. 
11) 민법주해[XVIII] (주 3), 556면 (이주흥). 
12) 大判 1988.11.22., 86다카1923, 공보 1989, 11.
13) 大判 1966.9.20., 66다1166, 집 14-3, 49; 1982.10.26., 81다509, 공보 1983, 55 (“약속어

음을 위조한 행위는 […] 정당한 사무집행행위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사무내용에 밀

접히 관련되어 있고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도 흡사 […] 사무범위 내의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 1985.8.13., 84다카979, 집 33-2, 149 등.
14) 大判 1973.12.11., 73다635, 공보 1974, 7634.
15) 大判 1976.10.12., 76다1743, 요지집 I, 1257.
16) 大判 1979.11.26., 74다993, 집 22-3, 98.
17) 김재형 (주 10),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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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러한 법리는 금전차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상호신용금고 지점장 

서리가 지점장 명의로 금전차입절차 없이 금전을 차용한 경우 실제로 권한의 존재

한다는 것을 이유로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나,18) 농협 지점의 경우 차입은 오로

지 농협중앙회에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사무집행관

련성이 부정된다.19)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금융기관의 내부적 제한은 사용자책임

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아 사무집행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법

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로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하여 사용자책임을 제한

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20) 그 밖에 은행직원이 대출을 받는 자에 대하여 선이자 

및 이면담보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도 사무집행관련성이 인

정된다.21)

(c) 그 밖에 금융기관의 피용자가 금융기관의 업무과 관련해 지급보증을 한 경우

에는, 피용자가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

된다.22) 이는 지급보증행위가 대출업무과 관련성을 가진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23)

그 밖에 증권회사의 직원이 유가증원을 위탁받아 편취한 경우,24) 은행의 예금사

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부받은 통장을 이용해 예금을 인출하거나25) 내부의 인장

을 이용해 인출한 경우26)에도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었다.

(d) 이러한 거래적 불법행위의 영역에서 사용자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에 속하지 않음을 알았거나27)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28)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① 피용자의 행위가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인식가능성, ② 

18) 大判 1990.3.23., 89다카555, 공보 1990, 943.
19) 大判 1968.5.14., 68다249, 집 16-2, 23.
20) 민법주해[XVIII] (주 3), 563면 (이주흥); 김재형,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성(2)”, 

법조, 제44권 제7호, 1995, 19면. 
21) 大判 2006.10.26., 2004다63019, 공보 2006, 1969.
22) 大判 1986.3.11., 85다카1600, 집 34-1, 117; 1971.5.24., 71다656, 집 19-2, 70. 
23) 민법주해[XVIII] (주 3), 564면 (이주흥); 김재형 (주 20), 23-24면.
24) 大判 1980.1.15., 79다1867, 공보 1980, 12585.
25) 大判 1975.5.27., 74다2083, 집 23-2, 89; 1995.10.13., 94다38168, 공보 1995, 3761.
26) 大判 1971.12.28., 71다2299, 집 19-3, 210.
27) 大判 1980.12.13., 80다134, 공보 1981, 13573.
28) 大判 1983.6.28., 83다카217, 집 31-3,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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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경험과 직위, ③ 피해자와 피용자의 종래의 거래관계, ④ 은행의 개인으

로부터 차용행위 등 경험칙상 피용자의 행위가 이례에 속한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

여 악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29)

(3) 더 나아가 대법원은 다수의 사건에서 피용자의 폭행이나 손괴 등이 개입하

는 경우 즉 이른바 사실적 불법행위의 영역에서 사용자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도 

일반론으로는 외형이론을 근거로 하여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a) 여러 재판례가 있으나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회사친선 체육대회에서 판

정과 관련하여 폭행이 발생한 경우,30) 택시 운전사가 운행 중 승객인 부녀를 강간

한 경우,31) 호텔 종업원의 손님에 대한 상해의 경우,32)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이 그 

직원을 성추행한 경우33) 등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었다. 그 밖에 피용자가 

절취횡령행위를 한 경우,34) 고철의 수집ㆍ정리를 담당하던 피용자가 고철을 수집

하러온 피해자에게 농약을 음료수로 오인하고 건네주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35) 

등에서도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었다.

반면 사적인 전화를 받던 레스토랑 종업원이 지배인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

한 후 레스토랑을 나가 약 8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과도를 사 가지고 레스토랑에 

들어왔는데 다시 지배인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지배인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담당

하게 된 사무의 집행과는 관련이 없이 자기 개인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

에 대항하여 살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사무집행관련성이 

부정되었다.36)

(b) 판례에서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 예가 다수 있다.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민법의 특별규정으로서 양자는 법조경합관계에 있

29) 민법주해[XVIII] (주 3), 575면 (이주흥); 김재형 (주 20), 42-43면.
30) 大判 1989.2.28., 88다카8682, 공보 1989, 530..
31) 大判 1991.1.11., 90다8954, 집 39-1, 1.
32) 大判 2000.2.11., 99다47297, 공보 2000, 665.
33) 大判 2009.2.26., 2008다89712, 공보 2009, 421.
34) 大判 1963.12.5., 63다519, 집 11-2, 279.
35) 大判 1997.10.10., 97다16572, 공보 1997, 3427. 
36) 大判 1994.11.18., 94다34272, 공보 1995, 53.
37) 大判 1978.12.26., 78다1889, 집 26-3, 372; 1982.4.27., 81다카957, 공보 1982,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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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8) 그러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人身損害의 배상은 

이 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처리되고, 사용자책임에 의해서는 기타의 물적 손해가 

배상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집행관련성 판단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개념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례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창기에 대법원은 운행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로 개별적인 사안에서 

운행자성을 판단하고 있었으나, 판례의 축적과정에서 운행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별요소들이 점차로 부각되게 되었다.39) 더 나아가 무단운전 특히 피용자에 의한 

무단운전이 문제된 사안에서 사용자책임에서와 유사하게 운행의 객관적 외형을 중

시하는 해석이 시도되었다. 즉 자동차의 운전 및 관리상황 등으로 보아서 객관적

ㆍ외형적으로 자동차 소유자를 위하여 한 운행이라고 인정되는 경우40) 내지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에 기한 목적적 운행과 관련성을 갖는 운행이거나 외관상 소유자의 

운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가 휴일에 사사로운 용무를 보기 위하여 상사

의 승낙 없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에도 피용자가 “항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관계로 보아 객관적ㆍ외형적으로” 소유자의 운행자성

이 인정된다고 한다.41)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그러한 무단운전 사실을 

알았던 경우 예컨대 사고당일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비번중의 택시를 운전자도 

아닌 자가 무단운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알면서 그 차에 승차한 경우이거나42) 운전

사가 일과시간 후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그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38) 곽윤직 (주 3), 436면.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는 적용된다

고 하면서도(大判 1967.9.26., 67다1695, 집 15-3, 152; 1969.6.10., 68다2071, 집 17-2, 

177),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大判 

1988.3.22., 86다카2747, 공보 1988, 672) 실질적으로 청구권경합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39) 大判 1970.9.29., 70다1554, 집 18-3, 135; 1971.5.24., 71다617, 집 19-2, 63; 1980.9.24., 

79다2238, 공보 1980, 13221. 반면 大判 1980.4.22., 79다1942, 집 28-1, 221은 계약금

만 수령한 매도인이 자동차를 인도한 경우에는 명의변경시까지 매도인 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이라고 복 수 있으므로 운행에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 밖에 大判 1977.7.12., 77다91, 집 25-2, 168. 
40) 大判 1978.2.28., 77다2271, 집 26-1, 166.
41) 大判 1979.7.24., 79다817, 집 27-2, 219. 大判 1980.2.26., 79다2123, 공보 1980, 12655도 

참조.
42) 大判 1978.2.28., 77다1987, 집 26-1,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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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43) 자동차 소유자

를 운행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44) 물론 시정되어 충분히 보관상의 주의의무가 

가하여져 있었는데 제3자가 불법으로 가해차량을 시동시켜 무단운행 하다가 사고

를 일으킨 절취운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운행자성이 부정되었다.45) 

그러나 이러한 판례 형성과정에서 운행에 의한 이익의 귀속이나 운행에 대한 현

실적인 통제가능성 등이 고려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후 점차로 

이러한 요소들을 강조하면서 운행자성의 판단에 있어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라는 기

준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46) 그 결과 무단운행의 사례도 이제 “일반

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운행자로 정의됨으로써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추인되는 자동차 소유

자는 사고를 발생케 한 당해 운전행위가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에 의한 경우라 하

더라도 […]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47)이라는 입장에 도달한다.4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의 판례는 초창기에는 외형이론을 근거로 하

여 운행자성을 판단하고 있었으므로 그 경우 현실적으로 사무집행관련성 역시 인

정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라는 기준으로 운행

자성을 판단하므로, 외형이론에 기초한 사무집행관련성과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

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판단이 내

려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관점에서, 자동차손해보장보험법상 운행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로 인한 사용자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의 사무집행관련성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49)

2. 학설

(1) 종래 다수설은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대체로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

43) 大判 1981.2.10., 80다2720, 공보 1981, 13679. 
44) 大判 1981.3.10., 80다2973, 집 29-1, 114도 참조. 
45) 大判 1978.6.13., 78다628, 공보 1978, 10950.
46) 大判 1980.4.8., 79다302, 공보 1980, 12773.
47) 大判 1981.7.7., 80다2813, 집 29-2, 207. 
48) 大判 1981.12.22., 81다331, 공보 1982, 217도 유사하다. 
49) 김재형 (주 2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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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0) 특히 판례의 외형이론은 사무집행관련성 여부를 제3자 내지 상대방의 시각

에서 판단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한다.51)

(2) 그러나 판례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a) 우선 판례가 외형기준을 적용하면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해태를 판단요소로 

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 즉 사용자책임의 근거가 보상책임인 

이상, 그러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이 병존ㆍ혼재되어 있

는 것으로서 법이론상 모순이라고 하며, 이는 우리 민법과는 맥락이 다른 프랑스 

민법의 이론의 영향이라고 한다.52) 이와 관련하여 그러한 요소들은 사용자의 선임

ㆍ감독의 주의와 관련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53)

(b) 반면 판례의 외형이론이 판단의 실질적인 기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외형이론의 문제는 그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

이어서 실제로 포섭가능한 가치기준을 적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

된다.54) 이 기준은 판례가 사무집행관련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가장이유(Scheingrund)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55) 

특히 학설에서는 판례가 이른바 사실적 불법행위에서 피용자의 폭행 등에도 사

무집행관련성을 넓게 인정하는 것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56) 즉 외형표준설은 어

음이나 주식과 같이 거래적 불법행위의 영역에서 발달하고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

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이후 이 외형이론이 제3자의 신뢰가 문제되지 않는 사실적 

불법행위에까지 적용되게 되었는데 이는 사실적 불법행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는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고 한다.57) 이러한 경우는 외형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50) 곽윤직 (주 3), 418-419면; 김증한⋅김학동 (주 3), 832면. 반면 판례가 사무집행관련성

을 넓게 인정한다고 비판하는 입장으로는 김형배 (주 7), 17면. 
51) 김증한ㆍ김학동 (주 3), 832면. 김형배 (주 7), 15면 참조. 
52) 민법주해[XVIII] (주 3), 577면 (이주흥).
53) 김증한ㆍ김학동 (주 3), 834면; 지원림,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외형이론의 한계”, 민사

례연구[XIV], 1992, 241면. 
54) 김형배 (주 7), 17면; 지원림 (주 54), 241면. 
55) 양창수 (주 6), 272-273면. 김재형 (주 10), 32-33면도 참조. 
56) 김형배 (주 7), 17면. 
57) 황적인, 민법론 IV, 증보판, 1987, 402면; 김재형 (주 10), 31-33면; 지원림 (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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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무집행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즉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것인 때에는 그 위험이 현실화된 한도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이 인

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58)

3. 판례와 학설에 대한 평가

이상의 개관으로부터 판례와 학설이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아

직 만족할 만한 명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 우선 판례는 형식적으로는 모든 사안에 외형이론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으

나, 실제로 각각의 사안에서 고려되고 있는 요소들은 보다 다양하고 또한 사안유

형에 따라 특수성을 보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일부 학설에서 판례의 

기준이 포섭 가능한 지침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사무집행관련성을 확장하기 

위한 가장이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주 54, 55 참조). 판례가 특정 사안유형에서 외형이론을 구체화하면서 언

급하는 기준인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주 9 참조)도 대체로 추상론의 설

시로 그치고 개별적인 판단의 상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 기준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문헌은 판례가 외형기준을 사실적 불법행위의 사안 

특히 피용자의 폭행ㆍ강간 등이 개입한 사안에 적용하여 넓게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에 비판적이다. 그러나 비판적인 견해 역시 피용자의 폭행ㆍ강간 등이 

개입한 사안들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는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이 현실화한 한도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이 있다고 하지만(주 58 

참조) 이는 판례의 외형이론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모호하여 현실적인 적용에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피용자의 폭행ㆍ강간 등이 

개입한 사안에서 판례가 사무집행관련성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태도는 대체로 

결과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비교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242면.
58) 김증한ㆍ김학동 (주 3), 834면; 지원림 (주 53), 242면. 황적인 (주 57), 402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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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학설에서 제기되는 판례 비판에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아래 IV. 3. 참조). 

(3)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이 문제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사안유형을 

획득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도출하려는 시도(주 10 참조)는 일단 그 

출발점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대법원의 판례는 대체로 외형이론을 추상적으로 설시한 다음 바로 구체적

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고, 

그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들을 명백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탐색하려는 시도는 자칫하면 분석을 

하는 사람의 주관적 기준을 판례에 투영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둘째, 판례를 통한 유형화는 현재 있는 법에 따라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기준을 

정립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판례에 존재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정하기

에는 충분한 방법이 될 수 없다. 또한 판례의 결과를 법이론적으로 정당화할 수도 

없다. 이를 위해서는 판례를 통한 유형화를 넘어서는 이론적 접근이 불가결하다.

셋째, 종래 연구가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유형화의 결과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없지 않다. 법적으로 의미 있게 사안들을 유형화

하는 것은 연속선상에 있는 사안들을 일정한 정형성에 따라 파악하고 구분하여 각

각의 특성을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요소들을 적출하는 

것이다.59) 그런데 종래의 연구는 재판례들의 개별 사실관계를 － 구조적 요소의 

관점이라기보다는 － 그 내용에 따라 세세하게 분석하여(어음위조, 금전차용, 자동

차사고, 폭행 등) 한편으로 개별 구체론(Kasuistik)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그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유형을 사실적 불법행위 및 거래적 불법행위라는 

두 가지로 종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적 불법행위와 사실적 불법행위의 

구별은 유형이 되기에는 포괄하는 사안들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충분한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이러한 연구가 결국 피용자 직무와 불법행위의 

밀접한 관련성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회귀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게다가 이 견해는 두 유형의 구별기준으로 거래적 불법행위에서는 상대방의 신뢰

59) Arthur Kaufmann, Analogie und „Natur der Sache“. Zugleich ein Beitrag zur Lehre 

vom Typus, 2. Aufl., 1982, S. 46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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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제되지만 사실적 불법행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전제에서 이들 유형을 구별

하지만,60)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구별에는 의문이 있다(아래 IV. 3. 

(4), 4. (2) 참조). 상당수의 사실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사용자와 피해자 사이에 

거래관계 내지 거래적 접촉이 존재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른바 사실적 불법행위가 

문제되더라도 사무집행관련성 판단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신뢰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이상의 평가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도출된다. 사무집행관련성 판

단에서 보다 확실한 기초에 서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해 판례가 도달한 성과를 기

초로 유형화를 시도하고 그로부터 실질적인 판단기준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그러한 유형화는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평가요소들을 보이면

서도 구체적 적용에서 포섭가능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한 동시에 판

례의 표현에 집착하기 보다는 관계 사안유형의 이익상황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판례에 존재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면 이를 발견하여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무집행관련성 판단에 대한 다른 나라의 입

법과 재판례를 살펴보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비교법적인 연구에 

의해서 비로소 문제되는 사안유형의 이익상황이 보다 잘 드러날 수 있고, 또한 동

일성과 차이의 비교에 의하여 보다 타당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유럽의 몇몇 나라의 입법과 재판례를 

중심으로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III. 사무집행관련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 입법례

(1) 확인가능한 대부분의 입법례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무집행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입법은 드물다. 예를 들어 사무집

행관련성 요건은 “피용자를 사용한 사무범위에서”(dans les fonctions auxquelles ils 

60) 김재형 (주 20), 31,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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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ont employe ́́s; 프랑스 민법 제1384조 제5항), “사무집행에서”(in Ausführung der 

Verrichtung; 독일 민법 제831조 제1항),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事業の執行につい

て; 일본 민법 제715조)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 및 판단은 판

례의 운용에 맡겨져 있다.

(2)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문언으로 규율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스페인 

민법과 네덜란드 민법을 들 수 있다. 

스페인 민법은 피용자가 “고용된 영역의 사무집행에서 또는 그 직무의 기회에 

야기한 손해에 대해서”(en el servicio de los ramos en que los tuvieran empleados, o 

con ocasio ́́n de sus funciones)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동법 제1903조 

제1항). 스페인 민법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무집행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무집

행의 기회에 직무의 남용의 가능성을 이용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사무집행관

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한 문언으로 밝히고 있는 것에 특징이 있다.

네덜란드 신민법은 피용자의 불법행위(非行;  fout)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불법

행위의 위험이 사무처리 위탁에 의해 증대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de kans op 

de fout door de opdracht tot het verrichten van deze taak is vergroot)에 사용자책임

을 성립시킨다(동법 제6:170조 제1항). 즉 네덜란드 신민법 역시 단순히 엄밀한 의

미에서 사무집행에 의해 불법행위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사무집행이 피용자에

게 이를 기화로 직권을 남용할 가능성을 창출한 때에는 그러한 위험증대에 상응하

여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네덜란드 민법은 “하

위자가 어떤 자연인의 사무를 처리하였고 후자의 직업이나 영업을 위하여 근로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하위자가 비행에 관하여 그에게 위탁한 사무의 이

행으로 행위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동조 제2항)고 하여, 자연인의 비

영업적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본래의 사무집행과 관련해서만 사용자책임

이 성립하도록 함으로써, 비영업적 자연인에 대해서는 손해비용을 경감시키는 예

외규정을 두고 있다. 

(3) 이상의 내용에서 사무집행관련성에 대한 각국의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의 규정만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재판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적용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인식된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법

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이 어떻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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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되고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독일

비교법적으로 독일은 사무집행관련성을 비교적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는 나라에 

해당한다.

(1) 독일 민법은, 피용자가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책임요건으로서 사무집행관련성

을 요구하고 있다(동법 제831조 제1항). 지배적인 견해와 판례는 이러한 사무집행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한다. 즉 피용자의 사무집행과 위법행위 사이에는 직접적

인 내적 관련성(unmittelbarer innerer Zusammenhang)이 존재해야 하며, 피용자가 

단지 사무집행의 기회에(bei Gelegenheit) 사무집행으로 가능하게 된 수단을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61) 물론 이러한 

공식은 불명확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충분하게 해명되었

다고 할 수는 없다.62) 그러나 우선 피용자가 정당한 사무집행의 과정에서 과실로 

불법행위를 야기한 경우에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63)

(2) 통설과 판례는 앞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피용자의 위법행위가 피용자에게 위

탁된 사무범위(Kreis oder Rahmen der übertragenen Aufgaben)를 일탈하지 않은 경

우에는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한다. 즉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권한 범위를 벗어나 행동한 경우

에는 통상 사무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여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

다. 반면 위탁된 권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면 피용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였

더라도 사무집행관련성에는 지장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의 위법행위가 있

61) BGHZ 11, 151; BGH VersR 1967, 353; Sprau in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68. 

Aufl., 2009, § 831 Rn. 9; Finkentscher/Heinemann, Schuldrecht, 10. Aufl., 2006, Rn. 

1671; Esser/Weyers, Schuldrecht, Band II, Teilband 2, 8. Aufl., 2000, S. 210; Belling i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2008, § 831 Rn. 81 등. 
62) Larenz/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II, Halbband 2, 13. Aufl., 1994, S. 

480.
63) Fikentscher/Heinemann (주 61), Rn. 1671; Wagner in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5, 5. Aufl., 2009, § 831 Rn. 24.



366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2호 (2012. 6.)

더라도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정해진 노선을 따

라 운행하던 버스 운전자는 고의로 과속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사무집행에 

관하여 가해를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는 지시를 이유로 하여(예컨대 과

속의 금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64) 

(a) 이러한 일반론에 따라 판례는 피용자가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권대리

인으로서 행위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위탁된 사무를 일탈하였음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부정한다. 예를 들어 계약교섭에 대한 사무위탁을 받은 피용

자가 대리인 행세를 하여 무권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

을 횡령한 경우 사무집행관련성은 부정되었다.65) 또한 자동차 판매회사의 계약을 

중개할 임무의 피용자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의 인장을 남용하고 

서명을 위조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표를 자신이 지급받아 금액을 횡령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이다.66) 

이러한 경향은 피용자가 거래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를 매개로 손해를 야기한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예컨대 사용자가 비행기의 이동만을 지시하였음에도 

공항에서 권한 없이 승객을 탑승시켜 운행하다가 손해를 야기한 비행사의 경우에

도 사용자책임은 부정되었다.67) 더 나아가 피용자가 사무집행의 기회에 폭행ㆍ절

도 등 고의의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사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부인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건축회사의 피용자가 공사의 기회에 도

급인의 집에서 절도를 한 경우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이 없다.68) 

이러한 내용은 피용자의 가해가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경우에도 같다. 그래서 

사용자의 차량을 운전하는 피용자가 사용자가 지시한 노선을 벗어나 운전한 경우

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69) 반면 사용자의 금지에 반하여 피용

자가 다른 사람을 승차시키고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이 없다고 

한다.70) 마찬가지로 피용자가 출퇴근시에 사용자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도 그러

64) MünchKomm/Wagner (주 63), § 831 Rn. 25. 
65) BGH WM 1977, 1169.
66) BGH WM 1971, 906.
67) BGH NJW-RR 1989, 723.
68) BGHZ 11, 151. 이는 방론으로 언급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결과적으로는 절도 등을 

예방할 감독의무 있는 피용자가 그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었다.
69) Palandt/Sprau (주 61), § 831 Rn. 9.
70) BGH NJW 1965,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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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71)

(b) 그러나 피용자가 고의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농산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피용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72) 철도에서 승객의 화물을 취급하는 직원이 이를 절취한 경우,73) 

여행안내서 작성을 위해 식당에서 시식을 한 피용자가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보고

하여 식당주에 손해를 가한 경우,74) 정보제공업자의 지점장이 고의로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가능하게 된 사기행위에 가담한 경우,75) 추심권한이 없는 직

원이 매매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권한 있는 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경우76) 등이 그

러하다. 여기서 학설은 피용자가 그에게 위탁된 사무에 의해 바로 그의 임무인 주

된 급부의무를 침해한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무

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이해한다.77) 

그러므로 사무집행의 기회에 고의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용자가 주된 

급부의무로서 위탁된 바로 자신의 사무 자체를 침해한 경우에만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이 없다는 결과에 도달한다. 이는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소유권 등의 보호가 사용자의 부수의무인 때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의 기회에 이를 침해해도 사무집행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반면 

그러한 보호가 사용자의 주된 급부의무로서 피용자에게 위탁된 때에는 그 침해에 

의해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78) 

(c) 그러나 이러한 판례와 통설에 대해서는 피용자의 위법행위가 사무범위를 일

탈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유력하다. 피용자

71) Staudinger/Belling (주 61), § 831 Rn. 82; Palandt/Sprau (주 61), § 831 Rn. 9.
72) BGH VersR 1981, 732.
73) BGHZ 24, 188.
74) BGH VersR 1998, 862.
75) BGH VersR 1968, 92. 이는 사용자책임과 동일한 내용의 사무집행관련성을 요구하는 

독일 민법 제31조에 대한 판결이다.
76) OLG Saarbrücken NJW-RR 1986, 672. 
77) Staudinger/Belling (주 61), § 831 Rn. 84(피용자는 “이로써 그의 임무를 보다 불완전

하게 이행한 것이다”); Krause in Seorgel, Bürgerliches Gesetzbuch, 13. Aufl., 2005, § 831 

Rn. 33 등. 
78) Palandt/Sprau (주 61), § 831 R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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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발ㆍ감독ㆍ지시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수단과 가능

성을 증진시키는 일이고, 피해자가 아닌 사용자가 바로 선임ㆍ감독ㆍ지시에 의해 

그러한 손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는 피용자가 태만하거

나 악의적이라는 사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인 인사위험(Personalrisiko)을 부담해

야 한다는 것이다.79) 또는 사무집행관련성은 사용자가 피용자를 사용하였다는 사

정이 아무런 특별한 위험증가와 결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배제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므로, 피용자가 사무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80) 

이들 견해에 의하면 결국 사용자가 피용자를 사용함으로써 위법행위가 가능하게 

되었거나 그것이 보다 용이하게 된 때, 반대로 말하자면 위법행위의 가능성이 높

아진 때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독일 판례와 통설

이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한 상당수의 사안에서 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예

를 들어 피용자가 사무집행의 과정에서 절도를 저지는 사안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는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용자의 사용에 의해 특별한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실현되었다고 해야 하고, 따라

서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81) 피용자가 다른 사람을 승차시킨 사안에

서도 마찬가지이다.82) 이 견해에 따르면 결국 사용자가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사업 

내의 수단에 의해 예방할 수 없는 피용자의 위법행위만이 사무집행과 무관한 것으

로 평가된다.83)

(3) 사무집행관련성에 관한 독일의 재판례를 살펴볼 때에는 불법행위법상의 사

용자책임에 관한 것 이외에도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련하여 이행보조자 책임이 문

79) MünchKomm/Wagner (주 63), § 831 Rn. 27; Looschelders, Schuldrecht. Besonderer Teil, 

6. Aufl., 2011, Rn. 1327.
80) Larenz/Canaris (주 62), S. 480.
81) Larenz/Canaris (주 62), S. 480; MünchKomm/Wagner (주 63), § 831 Rn. 27; Looschelders 

(주 79) Rn. 1327. 이러한 설명에 대해 사용자 자신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여도 그러한 

절도를 범할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Staudinger/Belling (주 61), § 831 Rn. 83). 그러나 이는 오해에서 기인한 비판이다. 물

론 사용자도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스스로라면 범죄행

위를 하지 않았을 사용자이더라도 피용자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절도가능성을 증가

시킨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고, 이는 부정하기 어렵다. 
82) MünchKomm/Wagner (주 63), § 831 Rn. 27.
83) Larenz/Canaris (주 62), S. 480; MünchKomm/Wagner (주 63), § 831 Rn. 27.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 / 金炯錫   369

제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a) 이러한 접근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용자 

내지 피용자와 계약적 접촉을 가지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손해를 입은 사안들은 이

른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culpa in contrahendo)으로 취급되고 있다(독일 민법 

제280조, 제241조 제2항, 제311조 제2항). 독일 민법이 인정하는 사용자의 면책입증 

가능성(동법 제831조 제1항 제2문)이 실무상 여러 가지 타당하지 않은 결과들을 

야기하였기 때문에, 판례와 통설은 일찍부터 계약적 접촉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

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책임의 적용을 회피하고 면책의 가능

성이 없는 이행보조자 책임(독일 민법 제278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84) 이러한 계약

책임의 확장은 사용자책임 사례의 상당수가 계약책임의 이행보조자 책임의 문제로 

치환되어 해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위탁된 사무와 피용자의 

위법행위의 관련성은 당연히 이행보조자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을 정하는 독일 민

법 제278조 제1항의 해석으로 논의되고 있다. 물론 판례는 이 두 규정에서 인정되는 

사용자 및 채무자의 책임범위를 서로 평행하게 해석하므로,85) 독일 민법 제278조 

제1항의 해석은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의미를 가진다. 

(b) 독일 민법 제278조에 의하면 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zur 

Erfüllung) 사용하는 사람의 과책(Verschulden)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여기서 “이

행을 위하여”의 해석이 문제되는데, 통설과 판례는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

성과 같은 내용의 기준을 가지고 이를 해결한다. 즉 이행보조자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행보조자의 위법행위가 채무의 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야 하며, 이행보조자가 단순히 채무이행의 기회에 이를 이용하여 손해를 야기한 

한 것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86) 사용자책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의 지시에 위반했다는 사정이나 심지어 고의의 불법행위를 했

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보조자의 유책한 행위가 

직무범위(Aufgabenbereich)를 벗어나지 않았어야 한다.87)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사용자책임의 경우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보

84) 우선 Staudinger/Belling (주 61), §831 Rn. 25ff. 참조. 
85) MünchKomm/Wagner (주 63), § 831 Rn. 24.
86)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I, 14. Aufl., 1987, S. 302; Fikentscher/ 

Heinemann (주 61), Rn. 662; Palandt/Heinrich (주 61), § 278 Rn. 20.
87) Larenz (주 86), S. 302f.; Fikentscher/Heinemann (주 61), Rn.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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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넓게 채무이행관련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은행의 지점장이 

예금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수취하고 이를 횡령한 경우,88) 추심권한 없는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료를 수취하여 횡령한 경우,89) 직원이 계좌이체 대리권을 남

용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계좌에서 제3자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시킨 경우,90) 운송

업자의 직원이 운송해야 할 화물을 절취한 경우91) 등에는 채무이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었지만, 수선의무가 있는 채무자의 이행보조자가 채권자의 재산을 절도하거

나92) 채권자를 폭행한 경우, 건축가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권 없이 현장감독이 상당

한 보수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93) 회사의 계좌이체 신청서를 은행에 전달하던 

사자가 보관하던 신청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시킨 경우,94) 보험

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이 해외 계좌에 이체하도록 교부한 금전을 횡령한 경우95) 등

에서는 채무이행과의 관련성이 부정되었다. 

(c) 이들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적 접촉이 있는 경우에 판례의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기준은 모호하고 불분명하다.96)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독일 민법 제831조와 비교할 때 비교적 너그러

운 적용이 행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독일의 학설도 채무이행의 위

탁에 의해 불법행위가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판례는 독일 민법 

제278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관찰된다고 지적한다.97) 그

래서 학설에서는 채무이행의 위탁이 이행보조자에게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창출하

여 손해위험을 증가시켰다는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책임이 긍정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유력하다.98) 특히 한 견해에 의하면 급부의무와 관련해서는 그 이행과 직

88) BGH NJW 1977, 2259.
89) BGH NJW-RR 2005, 756.
90) BGH NJW 1991, 3210. 이 사건에서는 이행보조자의 이행관련성이 있는 과실이 채무

자의 과실상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BGH NJW 2001, 3190도 유

사하다.
91) BGH VersR 1981, 732. 
92) Larenz (주 86), S. 302; Palandt/Heinrichs (주 61), § 278 Rn. 22; OLG Hamburg MDR 

1977, 752.
93) BGH NJW 1963, 2167.
94) BGH NJW 1994, 3344.
95) OLG Hamm VersR 2000, 213.
96) Palandt/Heinrich (주 61), § 278 Rn. 22.
97) Palandt/Heinrich (주 61), § 278 R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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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이행보조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하면서도, 독일의 통설과 판례가 불법행위법상 의무의 상당

부분을 채권관계의 보호의무로 인정하여 이행보조자가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에도 이행보조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99) 이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

의 “이행”보조자 책임을 운위할 수 없다고 한다. 상대방의 법익(완전성이익)을 침

해하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사용한다는 명제는 법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보호의무 위반의 영역에서는 피해자가 계약교섭의 기회에 상대방을 신뢰하

여 자신의 법익에 대한 영향가능성을 허여한 이상 피해자의 그러한 신뢰는 상대방

이 사용하고 있는 이행보조자에 대해서도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이행보조자가 그

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을 부담하

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100) 

이러한 비판들은 앞서 독일 민법 제831조와 관련해서 유력한 소수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견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프랑스

독일과는 달리 프랑스 법원은 사무집행관련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는 나라에 

해당한다.

(1) 프랑스 민법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가 “피용자를 사용한 사무범위에

서”(동법 제1384조 제5항) 행해졌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사무집행관련

성을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 한다. 이 문언은 그 자체만으로 고찰할 때에는 엄격

하게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불법행위 경우에만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

다고 이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프랑스 판례는 일찍부터 그러한 좁은 해석을 채

택하지 않고 피용자가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해오고 

98) Medicus/Lorenz, Schuldrecht I, 18. Aufl., 2008, Rn. 391; Grundmann in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2, 5. Aufl., 2007, § 278 Rn. 46; 

Loorschelders,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6. Aufl., 2008, Rn. 546.

 99) 우선 Larenz (주 86), S. 302 참조.
100) Eike Schmidt, “Zur Dogmatik des § 278 BGB”, AcP 170 (1970), 505ff.; Esser/Schmidt, 

Schuldrecht, Band I, Teilband 2, 8. Aufl., 2000, S. 103f. 그런 의미에서 아이케 슈미

트는 이 맥락에서는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보전보조자(Bewahrungsgehilfe)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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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101) 물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과 아무런 객관적 관련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피용자가 사용

자가 부여한 권한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사무집행의 기회에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프랑스 판례는 전통적으로 사무집행의 위탁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가

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는 경향이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직원이 고객이 위탁한 금전으로 투기를 한 경우, 사용자의 차량을 피

용자가 개인적인 여가를 위해 사용하였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극장의 직원이 

관람객을 화장실로 유인해 강간하고 살해한 경우 등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

었던 것이다.102) 

이러한 너그러운 해석은 노동관계에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종속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하며, 그래서 판례가 사무집행관련성을 넓게 인정하여 

사용자책임을 확장하는 태도는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고 지적된다.103) 그러나 1950

년대를 지나면서 업무에 있어서의 지시종속을 제외한다면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종속은 대부분 해소되어 평등한 관계로 이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종래 사

무집행관련성을 넓게 인정한 판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프랑스 파기원 내에서 민사2부와 형사부의 판례의 충돌에서 나타났다. 즉 형사

부104)는 피용자가 사용자에 의해 위탁된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사무집행의 기회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종래 파기원

101) Biller, Die Eigenhaftung des Verrichtungsgehilfen, 2006, S. 74; Flour, Aubert et Savaux, 

Les obligations, tome 2 (Le fait juridique), 11
e

 e ́́d., 2005, n
o

 216, p. 224; Viney et 

Jourdain, Traite ́́ de droit civil. Les conditions de la responsabilite ́́, 3
e

 e ́d., 2006, n
o

 804, 

p.1000.
102) Ferid/Sonnenberger, Das französische Zivilrecht, Band 2, 2. Aufl., 1986, Rn. 2O231의 

전거 참조. 
103) Biller (주 101), S. 75f.
104) 형사부가 사용자책임에 대한 판례 형성에 관여하는 것은 프랑스 소송법상의 부대소

송 제도와 관련이 있다. 즉 범죄의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의 민사소송

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미 진행되는 형사절차에 부대하는 소송으로 손해배상청

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피해자가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 형사법원이 손해배상 사

건에 대해 판단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상고사건도 파기원 형사부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우선 Wagner (주 4), S. 210f. 참조). 그런데 전통적으로 피해자

는 형사절차에서 발견되는 증거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법원이 

피해자의 구제라는 차원에서 손해전보를 배려하므로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Bell, Boyron and Whittaker, Principles of 

French Law, 2nd ed., 2008, p. 368-3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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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례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민사2부는 이를 제한하여 불법행위가 

사무집행과 내적인 관련성(connexite ́́)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사무에 의해 

불법행위가 가능하게 되었거나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특히 피용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였을 것을 요구하여 일정한 직무일

탈 사안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하기 시작한 것이다.105) 형사부와 민사2부의 

이러한 대립은 이후 5차례에 걸친 파기원 연합부(Chambres réunies) 내지 대법정

(Assemblée plénière)106) 판결을 야기하였다.

(2) 형사부와 민사2부의 판례의 조정이 시도된 최초의 사건은 1960년 3월 9일의 

파기원 연합부 판결이다. 여기서는 운전사로는 고용되지 않은 농업노동자인 피용

자가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사용자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

다가 사고를 야기한 사안이 문제되었다. 원심인 아미엥 항소법원은 사무집행관련

성이 없다고 하여 사용자책임을 부정하였고, 파기원 연합부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시인하였다. 

“사실심 법원은 손해를 발생시킨 화물차의 운행은 피용자의 권한에 부합하지 아니

하며, 그는 그러한 운행을 하도록 허락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지시를 무시하여 

사용자 모르게 이 사건 자동차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

였는데, 사용자의 책임은 피용자가 고용을 이유로 하여 가해의 도구가 있었던 차고에 

출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부터는 도출될 수 없었다. 피용자가 그의 고용주와의 피용

관계와는 독립적인 행위를 수행하였음을 함축하는 사실인정 및 설시로부터 항소

심은 사용자가 그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고,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여 판결하였으며 상고이유의 비난은 근거

105) Flour, Aubert et Savaux (주 101), n
o

 216, p.224-225; Viney et Jourdain (주 101), n
o

 

804, p.1000.
106) 종래 파기원에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과 파기원 사이에 법률의 해석에 대

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경우 연합부를 구성하여 이를 해결하였는데, 1967년의 조직

개정 이후에는 파기원 대법정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법정은 일반적으로 

원장이 주재하며, 각부의 長들, 각부의 최고참재판관들, 그리고 각부에서 파견된 한 

명의 재판관들로 구성된다(프랑스 법원조직법[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L421-5). 

상고사건은 그것이 중요한 문제(question de principe)일 때 특히 사실심법원들 사이 

또는 원심과 파기원 사이에 서로 다른 결론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법정에 회부되는

데, 이를 위해서는 파기원이 파기한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다시 내린 판결에 대해 

앞서 상고이유에서 지적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상고가 제기되었어야 한다(동

법 L431-6). 



374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2호 (2012. 6.)

가 없다.”107)

여기서 연합부는 명시적으로 형사부의 판례를 배척하고 민사2부의 해석을 채택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부 판결은 형사부와 민사2부의 

다툼을 해결할 수 없었다. 이 판결 자체가 일반적인 판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형사부는 이 판례를 개별사건에 대한 판단으로 축소하여 종래의 판례를 계속 유지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판례의 충돌은 계속되었던 것이다.108) 

그러한 이유로 파기원은 1977년 6월 10일의 대법정 판결로 다시 한 번 판례의 

조정을 시도하여야 했다. 이 사건에서는 주말에 회사의 운전사로 화물차를 다루고 

있던 피용자가 다섯 명의 동료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동차를 

이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그 동료들 중 하나가 사망하고 

나머지는 상해를 입은 사안이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사용자책임을 

부정하였고, 원고는 “한편으로 회사차량을 사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금지하였다는 사정은 사용자책임을 소멸하게 할 수 없고, 다

른 한편으로 피용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상시 운행하였는데 출퇴근 시에도 이를 

사용하였고 자기 집에 주차하였으며 이를 상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그가 

화물차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직무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결국 손

해의 실현이 그에게 허용되어 있는 그의 직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원에 

상고하였다. 이에 파기원은 “사용자는 직무를 위하여 부여된 자동차를 동의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피용자가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으며, 따라서 

항소심의 판단은 법적으로 이유 있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109) 이로써 대법

정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민사2부의 판례가 파기원의 공식적 입장임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판례에도 불구하고 형사부는 여전히 종래의 판례를 

107) Cass. ch. re ́́unies, 9 mars 1960, D. 1960, 529. 판결이유 중 고유명사는 사용자, 피용자 

등의 일반명사로 대체하였다. 이하 같다. 
108) Biller (주 101), S. 78f; Terre ́́, Simler et Lequette, Droit civil. Les obligaitons, 9

e

 e ́́d., 

2005, n
o

 834, p.805. 물론 형사부와 민사2부의 판례 충돌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

적된다. 형사부가 직무남용이 있다고 하여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였던 것도 아니고, 민사2부 역시 직무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항상 사무

집행관련성을 배제하였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쟁점이 되었던 것은 피용자가 사적

인 동기로 직무남용을 한 경우에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Viney 

et Jourdain (주 101), n
o

 804, p.1001-1002.
109) Ass. ple ́́n. Cass 10 juin 1977, D. 1977, 465.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 / 金炯錫   375

유지하였다. 즉 이 대법정 판결의 일반론은 피용자가 사용자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일탈의 경우에는 여전히 종

래의 판례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10)

따라서 파기원은 다른 유형의 사안에서 다시 한 번 민사2부와 형사부의 판례의 

조정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1983년 6월 17일의 파기원 대법정 판결

이다. 사실관계에 의하면 운수회사의 화물운전사가 인근에 거주하는 자신의 아버

지 집의 연료통에 채울 의도로 고객에게 배달되어야 할 연료의 상당량을 횡령하였

는데, 그가 회사로 돌아오는 대신 그 지역으로 가는 도중 자신이 추격을 받고 있

다고 느끼고 계획을 중단하여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는 채석장에 연료를 버렸고, 

그 결과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저수지와 식수원을 오염시켰다. 이 사건에서 원심

은 사용자책임을 부정하였고, 원고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사무집행을 기회로 하여 

근무시간에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피용자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

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상고하였다. 파기원 대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

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민법 제1384조 제5항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임무와는 무관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이 사용되는 직무에서 벗어나 행위한 피용자가 가한 손해의 경우(en 

cas de dommages causés par le préposé qui, agissant, sans autorisation, à des fins 

étrangères à ses attributions, s’est placé hors des fonctions auxquelles il était 

employé)의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자신의 직무

와는 다른 고의의 피용자 행위가 손해의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항소심은 

사용자인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당하게 판시하였다.”111)

이 판결에서 비로소 파기원 대법정은 직무일탈의 경우 사무집행관련성이 배제되는 

직무남용(abus de fonction)의 요건을 일반론으로 설시하였다.112) 이에 의하면 사용

자의 ① 동의 없이 ② 자신의 직무와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③ 자신이 사용되는 

직무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사무집행관련성이 부정된다는 것이고, 이는 보다 제한

적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려는 민사2부의 판례를 따르려 한 것으로 보인

110) Viney et Jourdain (주 101), n
o

 804, p.1002-1003; Flour, Aubert et Savaux (주 101), n
o

 

217, p.226.
111) Ass. ple ́́n. Cass 17 juin 1983, Bull. ass. ple ́́n., n

o

 8. 
112) Viney et Jourdain (주 101), n

o

 804, p.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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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3) 그러나 이러한 파기원의 공식은 그 의미의 모호성 때문에 바로 학설에서 

논쟁을 야기하였다.114) 이 공식은 한편으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

족되어야만 사무집행관련성이 부정되는 직무남용이라고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①

∧②∧③), 다른 한편으로는 동의 없이 자신의 직무와 다른 목적을 수행하였다면 

그것으로 자신이 사용되는 직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해할 여지도 있다{(①∧

②)→③}. 전자의 해석은 사용자의 동의가 없고 피용자가 사적인 목적을 추구하였

다는 사정 외에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직무에서 벗어났다는 사정을 검토해야 하므

로 이 세 번째 요건의 해석에 따라 종래 형사부의 판례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후자의 해석은 피용자의 사적인 목적만으로 이미 사무집행관련

성이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보다 엄격하게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은 다시 파기원의 판례를 분열시켰다. 계약관계에

서 피용자가 자신에게 위탁된 금전을 횡령하여 소비한 사안에서, 형사부는 후자의 

해석을 채택하여 사용자책임을 부정하였으나,115) 민사2부는 전자의 해석을 채택하

여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다.116) 민사2부에 의하면 피용자가 사용자를 위

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정당하게 신뢰할 수 있었다면 여전히 직무에서 벗

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판례는 통일되지 못하였다. 형사부와 민사2부 사이에 

“역할은 바뀌었으나 대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7)

1985년 11월 15일의 파기원 대법정 판결은 이러한 새로운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 경비용역회사의 피용자가 자신이 감시할 의무가 있었던 공장에 

방화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사용자책임을 부정하였다. 파기원은 1983년의 대법정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임무와 무관한 목

적으로 직무를 벗어나 행위한 피용자가 가한 손해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

1384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시인

하였다. 즉 불법행위법만을 적용하는 원심은118) “피용자의 동기는 무엇이든 간에 

113) Flour, Aubert et Savaux (주 101), n
o

 217, p. 226.
114) Viney et Jourdain (주 101), n

o

 804, p. 1003; Flour, Aubert et Savaux (주 101), n
o

 

217, p. 226; Malaurie, Ayne ̀̀s et Stoffel-Munck, Les obligations, 2
e

 e ́́d., 2005, n
o

 164.
115) Cass. crim., 27 oct. 1983, Bull. crim., n° 272.
116) Cass civ. 2

e

, 7 de ́́c. 1983, Bull. civ. II, n° 195.
117) Viney et Jourdain (주 101), n

o

 804, p. 1004.
118)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프랑스의 통설과 판

례는 계약법의 적용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에 의한다면 여기서 법원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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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임무에 반하고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고의로 행위하였다는 사실로부터” 

피용자가 사용자가 사용한 직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정당하다는 것이다.119) 이로써 파기원은 사무집행관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새

로운 판례를 확고히 하였고, 특히 사용자의 동의가 없고 피용자가 사적인 목적을 

추구하였다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하면 직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취급되어 사무집

행관련성이 부정된다는 견해를 채택한 것으로 보였다.120)

그러나 이 판결은 학계에서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121) 한편으로 이 사건에서 사

용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경비업무에 대한 계약이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책임은 실

질적으로 계약책임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파기원이 사용자책임을 부정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주된 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결과에 대해 면책을 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122) 그리고 계약책임과의 관계를 별론으로 하

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용자는 근무시간에 경비점검을 하는 과정에 방화를 하였으

므로 명백하게 직무 내에 있었고 이전의 민사부의 판례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에까지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한 선례는 없었다는 것이다.

책임에 관련된 규율을 적용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법원은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앞의 주 104 참조)에는 피해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예외를 허용해 오고 있었다. 이 사안이 그러한 예외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형사부 판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Viney, Traite ́́ de droit civil. Introduction a ̀̀ la responsabilite ́́, 3
e

 e ́́d.,, 2008. no 223, p. 

621 et seq.
119) Ass. ple ́́n. Cass 15 nov. 1985, Bull. ass. ple ́́n., n° 9.
120) Terre ́́, Simler et Lequette (주 108), n

o

 834, p.807. 
121) Viney et Jourdain (주 101), n

o

 804, p.1004.
122) 물론 이 부분의 법상황은 간단하지 아니하다. 이 사안에서 불법행위법이 아니라 계

약법이 적용되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프랑스 민법전은 이행보조자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의 통설은 이행보조자책임을 사용자책임과 

구별하면서 전자의 경우 계약상의 위험분배를 이유로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과책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과를 인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파기원 대

법정의 판결은 계약법이 적용되었다면 인정되었을 결과와 충돌하여 부당하다고 비판

될 여지가 크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판례는 이행보조자책임의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에 

관한 프랑스 민법 제1384조 제5항을 유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에 의한다면 

판례에 의해 사무집행관련성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이상 이는 이행보조자책임 역시 

엄격하게 인정하는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파기원의 입장에서는 대법정 

판결이 특별히 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모순된다고 볼 여지는 없을 것이다. 프랑스 

민법상 이행보조자책임에 대해서는 우선 Ferid, Das französische Zivilrecht, Band 1, 

1971, Rn. 2C40ff.; Terré/Simler/Lequette (Fn. 108), n
o

 585 (p. 575); Bénabent, Les 

obligations, 12
e

 e ́́d., 2010, n
o

 4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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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법정 판결에 의하여 이후 파기원의 민사부와 형사부는 이제 통일적인 판례

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지만, 앞서 지적한 난점들(계약책임의 실질적 부정, 피용자의 

의도만으로 직무 일탈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부당함) 때문에 하급심은 이러한 파

기원의 판례를 거부하였다. 예컨대 1985년의 대법정 판결과 유사한 한 사안에서 

파리 항소법원은 책임은 그 실질에서 계약책임적 성질이 있고 경비회사는 그 피용

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긍정하였던 것이

다.123) 이러한 하급심의 저항에 직면하여 판례의 안정은 달성되지 못하였고, 상이

한 해석들이 주장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파기원이 다시 한 번 자신의 판례를 명확

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124)

(3) 파기원은 1988년 5월 19일의 대법정 판결로 사무집행관련성에 관한 판례를 

일단락 짓는다. 이 사건에서는 가구별로 방문하여 만기원금상환 보험계약의 체결

을 심사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던 보험회사의 직원인 피용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피해자가 반대급부로 지급한 금전의 일부를 자

신을 위하여 횡령한 사안이 문제되었다. 원심은 피고인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피고는 특히 피용자가 자신의 이익과 계산으로 행위한 것이 아니라 

임무와 무관한 목적을 위하여 권한을 사용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상고하였다. 이러한 상고이유는 명백하게 이전의 파기원 판례에 의지하

고 있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파기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용자는 그의 피용자가 사용되는 직무에서 벗어나 행위하였고, 그 행위에 [사용

자의] 동의가 없으며, 그것이 임무와 무관한 목적을 위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면

책된다(le commettant ne s’exonère de sa responsabilité que si son préposé a agi 

hors des fonctions auxquelles il était employé, sans autorisation, et à des fins 

étrangères à ses attributions). 원심 판결은 피용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만기원금상환 

보험계약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의 행사 범위 내에 있었고, 자신의 임무와 

합치하는 동의를 받아 행위한 사실, 피해자는 피용자가 사용자의 계산으로 행위한

다고 확신하였다는 사실, 더 나아가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계약체결을 등록하였고 

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설시로부터 피용자가 직무를 수행하

면서 받은 금전을 횡령함으로써 직무에서 벗어나는 행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123) CA Paris 24 fe ́́v. 1986, D 1986, 397.
124) Viney et Jourdain (주 101), n

o

 804, p.100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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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되므로, 사용자인 회사가 자신의 민사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없다는 항소법

원의 결론은 정당하다.”125)

여기서 파기원은 1983년과 1985년의 대법정 판결에서 사용된 일반론을 채택하

면서도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여 사무집행관련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확정

하였다. 즉 사무집행관련성을 배제하는 직무남용(abus de fonction)은 ① 피용자가 

자신의 직무에서 벗어나 행위하였고, ②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에 사용자의 동의가 

없으며, ③ 그러한 행위가 임무와 무관한 목적을 위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존재한

다. 이제 파기원의 판례에 의하면 직무에서 벗어나 행위한다는 요건은 사용자의 

동의가 없고(②) 사적인 목적을 추구하였다는 사정(③)이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결과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하나의 독립한 요건(①)이라는 것이 명

백하게 되었다.126) 이로써 파기원은 결과적으로 50년대 이전의 파기원 판례 및 오

랫동안 변경하고자 하였던 형사부의 판례로 복귀하였다.127) 객관적으로 피용자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그가 비록 사무집행의 기회에 사적

인 목적을 추구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직무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

으므로, ①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고 그 결과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것이기 때

문이다. 

그 밖에 이 판결에서도 계약책임적 성질의 손해배상이 문제되었으나 파기원은 

－ 1985년 판결과는 달리 － 사용자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계약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론을 회피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만하다.128)

(4) 현재의 프랑스 판례는 기본적으로 1988년의 파기원 대법정 판결의 법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129) 즉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사무

125) Ass. ple ́́n. Cass 19 mai 1988, Bull. ass. ple ́́n., n° 5.
126) Viney et Jourdain (주 101), n

o

 804, p. 1005.; Flour, Aubert et Savaux (주 101), n
o

 

218, p.226-227.
127) Biller (주 101), S. 85. 
128) Viney et Jourdain (주 101), n

o

 804, p.1005-1006.
129) 다만 개별적으로 주류에서 이탈하는 판례의 흐름도 없지는 않다. 한편으로 형사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청소용역회사나 경비용역회사의 피용자가 고객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사안에 대해서 피용자가 자신에게 위탁된 사무와 무관한 행위를 

한 것을 넘어 위탁된 사무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하는 일련의 판례를 보였으나(Cass. crim. 23 juin 1988, Bull. crim. n
o

 289 (arrêts 

7, 8 et 9) 등), 이는 종래의 형사부의 입장 및 새로운 판례의 취지와 부합하기 어려



380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2호 (2012. 6.)

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이다. 이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의 기회에 사용자가 부여한 수

단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더라

도, 통상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30) 그러한 경우에도 객관적

으로 피용자가 직무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현재 판례는 사무집행관련성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는 전통적인 입장

으로 회귀하였다.131) 그러나 피해자가 직무남용의 사실을 알았던 경우(예를 들어 

피해자가 피용자의 횡령을 인식하였거나 피용자가 권한 없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면서 그가 운전하는 사용자의 자동차에 승차한 경우 등)에는 사무집행관련

성이 부정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주관적인 기준이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132) 

이러한 법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민사2부의 판례로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위에서 보았지만 파기원 판례에 의할 때 객관적 기준에 따라 피용자가 직무

에서 일탈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그것은 피용자가 사용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외관을 피해자가 정당하게 신뢰한 경우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즉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발생시키는 외관의 존재 또는 부재가 직무일탈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

준이 되는 것이다.133) 그래서 피해자가 정당한 사무집행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경우

에는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만, 반대로 피용자의 직무남용의 사실을 인식한 경우

운 것이었다. 결국 형사부는 학설의 비판에 직면하여 1999년 2월 16일 판결(Bull. 

crim. n
o

 23) 이후 그러한 해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Viney et Jourdain (주 101), 

n
o

 805, p. 1007-1008; Flour, Aubert et Savaux (주 101), n
o

 218, p. 229 note 2; Terre ́́, 

Simler et Lequette (주 108), n
o

 835, p. 810). 다른 한편으로 운송회사의 운전사가 화

물을 싣기 위해 화물차를 주차한 사이에 다른 운송회사의 운전사가 호기심에 몰래 

승차하여 시동을 걸다가 화물차가 갑자기 후진하여 원래 운전사를 상해한 사안에서, 

민사2부는 종래 판래의 추상론을 언급하면서도 가해 피용자가 직무를 일탈하였다고 

보아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하였다(Cass. civ. 2
e

, 3 juin 2004, Bull. civ. II, n
o

 275). 

이는 피용자가 직무와 무관한 순수한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행위한 때에는 사무집행

관련성을 부정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Flour, Aubert et Savaux (주 101), n
o

 218, p. 

229-230), 이에 대해서는 현재 판례와 어긋나며 타당하지 않아 선례로 인정할 수 없

다는 비판이 있다(Viney et Jourdain (주 101), n
o

 805, p.1007). 
130) Flour, Aubert et Savaux (주 103), n

o

 218, p.227.
131) Viney et Jourdain (주 103), n

o

 805, p.1006; Malaurie, Ayne ̀̀s et Stoffel-Munck (주 

114), n
o

 164.
132) Viney et Jourdain (주 101), n

o

 805, p.1008.
133) Viney et Jourdain (주 101), n

o

 805, p. 1007; Flour, Aubert et Savaux (주 101), n
o

 

218, p.228; Terre ́́, Simler et Lequette (주 108), n
o

 835, p.809; Malaurie, Ayne ̀̀s et 

Stoffel-Munck (주 114), n
o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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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이 부정된다.134) 이렇게 상대방의 신뢰를 기준으로 사무집행

관련성을 판단하는 태도는 계약책임적 성질의 사용자책임에서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정상적인 업무집행을 신뢰하여 위험을 감수한 이상 다른 유형의 사용자책임에서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1988년 대법정 판결의 법리는 피해자의 정당

한 신뢰를 기준으로 하는 준칙으로 구체화되어 적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135)

4. 영국

영국의 판례법은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에 있어서 대체로 엄격한 해석에서 보다 

너그러운 해석으로 이행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의 중간적 입장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1) 영국 커먼로에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

무집행의 과정에서(in the course of employment) 또는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서(in 

the scope of employment)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136) 그런데 이러한 사무집행

관련성에 관한 판례들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선례들은 서로 

모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체계화하여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137) 이러한 배경에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나 기타 다른 법정책적 가치들을 고

려하는 과정에서 사안의 개별성에 주목하게 되고, 그 결과 일반적 기준을 적출하

기에 어려운 판례법을 형성하였다는 사정이 있다.138)

(2)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판례법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 

134) Flour, Aubert et Savaux (주 101), n
o

 218, p.228.
135) 예컨대 Cass civ. 2

e

, 29 mai 1996, Bull. civ. II, n
o

 118(“피해자가 은행의 피용자로서

의 지위에 있는 사람과 거래한다는 믿음에 근거할 수 있었다면, 신뢰남용의 범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용자가 프랑스 민법 제1384조 제5항의 의미에서 직무범위

를 일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Cass. civ. 2
e

, 24 juin 1998, Bull. civ. 

II, n
o

 225(“이로부터 피해자는 피용자가 은행의 계산으로 행위한다는 사정을 정당하

게 신뢰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실로부터 법률상 결과를 도출하지 않

는 항소심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등. 
136) Weir, An Introduction to Tort Law, 2nd ed., 2006, p.109.
137) Atiyah, Vicarious Liability in the Law of Torts, 1967, p.172; van Dam, European Tort 

Law, 2006, p.455.
138) Markesinis and Deakin, Tort Law, 6th ed. by Deakin, Johnsotn and Markesisnis, 2008, 

p.679; Giliker, Vicarious Liability in Tort : A Comparative Perspective, 2010, p.150 et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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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이른바 새먼드(Salmond)의 공식이다. 이에 의하면 ①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동의하였거나(“a wrongful act authorised by the master”) ② 사용

자가 동의한 행위를 피용자가 위법하고 동의받지 않은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a 

wrongful and unauthorised mode of doing some act authorised by the master”)에 사

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139) 전자의 경우에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도 피용자는 사용자가 하도록 지시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수행하여 손해

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사무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식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피용자가 직무범위에 머물러 있었던 경우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예를 들어 철도회사의 승무

원이 피해자가 잘못된 객차에 있다고 오신하고 사용자의 지침에 반해 그를 강제로 

내리게 한 경우, 그는 사용자가 허용한 직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것뿐이므로 사

용자는 배상책임이 있다.140) 마찬가지로 정유차의 운전자가 유류가 정유차에서 탱

크로 옮겨지는 중에 부주의하게 성냥을 던져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권

한을 부여한 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이므로 사무집행관련성이 있

다고 판단되었다.141) 피용자의 폭행 등의 경우에도 피용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사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된 경우에는 새먼드의 공식에 의해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되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피용자가 피해자가 사용자의 화물차에서 

사용자 소유의 설탕을 절취하려 한다고 믿고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감시하는 것은 사용자가 지시하고 승인한 사항이므로 피용자는 

단지 이를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서 사무집행관련성이 있다고 한다.142) 합리적

인 범위에서라면 그러한 폭력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묵시적인 수권을 인정할 수 있

다는 것이다.143)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부동산이나 선박을 감시하는 피용자에게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력을 행사할 것이 기대될 수 있어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

139) Salmond, The Law of Torts, 12th ed. by Hueston, 1957, p.113.; Markesinis and Deakin 

(주 138), pp.682-683. 이는 “새먼드 불법행위법 책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로 유명

하다. Wicke, Respondeat superior, 2000, S. 246.
140) Bayley v The Manchester, Sheffield and Lincolnshire Railway Co. [1872-73] LR 8 CP 

148. 
141) Century Insurance Co. Ltd. v Northern Ireland Road Transport Board [1942] AC 509.
142) Poland v Parr & Sons [1927] 1 KB 236.
143) Poland v Parr & Sons [1927] 1 KB 236 at 241-242 per Bankes L.J., at 243-244 per 

Scrutton L.J. 등; Markesinis and Deakin (주 138), p.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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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4) 반면 피해자가 주유 후에 다른 자동차에 비켜주기 위해 잠시 자동차를 운

행하였는데 피용자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격렬하게 비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주유소 종업원에 대금을 지급한 다음 경찰을 

부르고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겠다고 하자 종업원이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는 

사무집행관련성이 부정되었다.145) 이미 대금을 회수하였으므로 추가적인 폭행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불필요한 것이고 그의 의무와는 무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상 사용자가 특정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무집행관련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는 불법

행위를 금지하는 지시를 통하여 사실상 사무집행관련성을 배제하고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부당하다.146)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사무집행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특정행위를 금지하는지(사무집행관련성이 배제된다) 아

니면 단순히 사무집행의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특정행위를 금지하여 사무범

위 자체에는 영향이 없는지(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된다) 여부이다.147) 물론 이 판

단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업무상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였으나 피용자가 이를 업무상 운행하여 사

고가 발생한 경우, 사무집행관련성은 인정되었다. 이는 피용자가 사무를 수행하는 

방법만을 제약했을 뿐이어서 사무범위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

다.148) 마찬가지로 버스를 운전하는 피용자가 다른 차량의 추월을 방해하지 말라

는 사용자의 지시에 반하여 운전하다가 충돌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도 사무집행관련

성이 인정되었다.149)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해 쓰레기를 특정 장소에서 다

른 특정 장소로 옮기고 다른 곳에 버리지 않도록 명령하였음에도 피용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의 토지에 쓰레기를 버린 사안에서는 사용자의 지시는 사무범

위 자체를 제약한 것이므로 사무집행관련성은 없다고 하였다.150) 

144) Vasey v Surrey Free Inns [1996] PIQR P373 (입장을 거부당해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

가 나이트클럽 문지기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등.
145) Warren v Henlys Ltd. [1948] 2 All ER 935. 
146) Murphy, Street on Torts, 12th ed., 2007, p. 608; Weir (주 137), p.110.
147) Plumb v Cobden Flour Mills Co Ltd [1914] AC 62 at 67 per Lord Dunedin.
148) Canadian Pacific Fly Co. v Lockhart [1942] AC 591.
149) Limpus v London General Omnibus Co. [1862] 1 H & C 526; 158 ER 993.
150) Rand v Craig [1919] 1 Ch 1. 여기서는 특히 피용자가 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at 5 per Neville J.; 아래 III. 4.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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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면 피용자가 사무집행의 기회에 직무를 일탈하여 불법행위를 행한 사안을 

새먼드 공식에 따라 ‘사용자가 허용한 행위의 부적절한 수행’으로 보아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자체만으로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

러나 판례는 오랫동안 새먼드 공식을 엄격하게 이해하여 피용자가 직무범위에 머

물러 있으면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한 경우에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였

고, 그 결과 피용자가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통상이었다.151) 

(a) 우선 피해자로부터 마차를 임차한 사용자의 마부가 사적인 목적으로 마차를 

몰고 나갔다가 과실로 이를 손괴한 경우,152) 주주명부에 등록하려는 피해자가 선

의로 피용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피용자가 위조된 증명서를 발급하고 금전을 

횡령한 경우,153) 청소업체의 피용자가 피해자의 집을 청소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를 

사용하여 국제통화를 한 경우154) 등에서 판례는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하였다. 또

한 피용자가 사무집행의 과정에서 이를 이용하여 사적인 목적을 위해 폭행을 한 

경우에도 판례는 오랫동안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하였다. 사무집행이 피용자에게 

불법행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무집행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

다는 것이다.155) 이에 의하면 앞의 주유소 종업원의 예(주 143 참조)에서도 대금을 

받은 이상 주유소 종업원의 폭행은 사적인 복수심의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

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노동쟁의를 이유로 하는 소방관의 태업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택이 전소한 경우에도156) 사무집행관련성은 부정되었다.157)

  

151) Wicke (주 139), S. 260.
152) Sanderson v Collins [1904] 1 KB 628.
153) Ruben v Great Fingall Consolidated [1906] AC 439. 판결문으로부터는 한편으로 피해

자가 피용자의 대리권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엿보이고(at 443 per Lord 

Loreburn L.C.),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위법한 목적을 위해 부정하게 행위

하였다는 주관적인 측면도 강조된다(at 446 per Lord Davey).
154) Heasmans v Clarity Cleaning [1987] IRLR 286.
155) Markesinis and Deakin (주 138), p. 681 참조. 
156) General Engineering Services Ltd. v Kingston and Saint Andrew Corp. [1989] 1 WLR 

69. 피용자의 행위는 사용자와의 고용계약상 본질적 의무에 대한 이행거절로서 사무

집행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at 72-73 per Lord Ackner).
157) 반면 인종관계법(Race Relation Act 1975)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보다 

넓게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해 오고 있었다고 한다. Markesinis and Deakin (주 138), 

pp.681-6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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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판례가 피용자가 사적인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

우에도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판례준칙은 흔들리기 시작하

였다. 대표적인 선례로서 법률사무소의 직원이 고객에게 권원 날인증서를 교부하

도록 하여 그 재산을 처분하고 그 이익을 편취한 사안에서 편취행위의 사무집행관

련성이 인정되어 사용자책임이 긍정되었다.158) 이 사건에서 귀족원은 명시적으로 

피용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해야 사무집행관련성이 있다는 종래의 견해를 

기각하였고, 동시에 피용자에게 현실적 대리권 내지 외관상 대리권(actual or 

ostensible authority)이 있는 범위에서는 피용자의 행위에 사무집행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159)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동차를 주차장에 위탁하였는데 주차장 직원이 

사용자의 지시에 반하여 사적인 목적을 위해 야간에 이를 운행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사용자가 자동차를 안전하

게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었다.160) 경비업체에게 공장의 경비를 위

탁하였으나 경비업체의 피용자가 공장에 방화를 한 경우,161) 피해자의 모피 숄의 

세탁을 위탁받은 모피업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세탁업자에게 이를 위탁

하였는데 세탁업자의 피용자가 모피를 절취한 경우162)도 마찬가지이다. 

(c) 이러한 판례의 경향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도 대체로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즉 사용자가 운전자인 피용자에게 다른 사람을 태우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피

용자가 이를 위반하였고 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판례는 통상 사무

집행관련성을 부정하지만,163) 우유배달부가 사용자의 지시에 반해 미성년자인 피

해자를 동승시켜 우유배달 사무를 돕도록 하였다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상해를 가

한 경우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한 예도 있다.164) 특히 자주 문제되는 사안으

158) Lloyd v Grace, Smith & Co. [1912] AC 716.
159) LLoyd v Grace, Smith & Co. [1912] AC 716 at 735-736 per Lord MacNaghten 
160) Central Motors (Glasgow) Ltd v Cessnock Garage & Motor Co [1925] SC 796.
161) Photo Production Ltd v Securicor Transport Ltd [1980] AC 827.
162) Morris v CW Martin & Sons Ltd [1966] 1 QB 716 at 725 per Lord Denning M.R.
163) Twine v Bean’s Express Ltd. [1946] 62 TLR 458; Conway v George Wimpey & Co. 

[1951] 2 KB 266.
164) Rose v Plenty [1976] 1 WLR 141.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로는 피용자가 사용

자의 지시를 위반하기는 하였지만 미성년자를 동승시킨 이유가 사용자의 사무집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at 144-145 per Lord Denning M.R.; Markesinis and Deakin (주 

138), p.685 참조), 피용자가 미성년자를 동승시킨 것은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한 부적절한 방법일 뿐이고(at 147-148 per Lord Scarman L.J.) 피용자의 불법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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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피용자가 업무상 운전 중에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반해 통상

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운행하다가 손해를 야기한 경우이다. 통상 피용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이 부정되지만,165)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결국 그러한 ‘일탈’의 정도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특

히 피용자가 ‘일탈’한 시간 등이 유급인지, 시간ㆍ장소의 관련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166)

(4) 이렇게 사무집행의 기회에 피용자가 사적인 동기로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사안들에서 영국의 판례는 점차 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한 사건들에서 사용

자책임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인

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판례의 새먼드의 공식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 사무집

행관련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167) 그 결과 영

국의 귀족원은 2002년 판례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어린이집의 관리인(warden)이 

자신의 감호 하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 성적 침해를 하였으나 고용주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안에서, 항소심은 새먼드 기준을 적용하여 그러한 침해는 권한을 

부여받은 행위의 부적절한 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무집행관련성을 부

정하였으나, 귀족원은 사무의 성질과 당해 불법행위 사이에 “근접한 관련성”(closedness 

of connection)이 있다는 이유로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였다.168) 즉 성적 침해는 

피해자를 승차시킨 것이 아니라 부주의한 운전이므로 새먼드 공식에 따라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Weir (주 136), p.110)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65) Hilton v Thomas Burton (Rhodes) Ltd. [1961] 1 WLR 705 (“진정한 기준은 그가 하

도록 고용된 일을 그가 하고 있었는가? 이다. 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서는 그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166) Smith v Stages [1989] AC 928, at 955 per Lord Lowry. 
167) Atiyah (주 137), pp.262-263. Lister v Hesley Hall Ltd. [2002] 1 AC 215 at 224, 226 

per Lord Steyn도 참조 : “새먼드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은행 직원이 고객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 환율을 절반하여 차액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기망한 경우

에도 일견 결론은 은행은 고객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것이다. 이

러한 개념적 추론에 사로잡힌다면 은행이 고객을 사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대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 그러나 

어떻게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위책임이 새먼드 공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고려하는 일이 남는다. 해답은 그 공식은 그러한 사안들에 이상적으로 대처할 수 없

다는 것이다.”
168) Lister v Hesley Hall Ltd. [2002] 1 AC 215 at 227 per Lord Steyn : “사용자가 관리

인의 노무를 통해 소년들에 대한 보살핌(care)을 인수하였다는 것과 관리인의 불법행

위 및 그의 사무집행 사이에 매우 긴밀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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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분리할 수 없이 관련되어 있어 그러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서 채택된 기준을 ‘충분한 관련성 기준’(sufficient connection test)이라고 

한다. 이 판결은 단순히 성적 침해의 유형에 한정되는 선례적 가치만을 가지고 있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으로 이해된 바의 새먼드 공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기준을 채택하는 판례 변경으로서 의도되었고 또 그렇게 수용되고 있다.169) 이에 

의하면170) 피용자의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고려하여 고의의 불법행위이더라도 피

용자의 사무집행이라는 행동패턴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면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여기서는 불법행위의 시간과 장소가 결정적이지는 않더라

도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반면 이러한 기준을 채택한다고 해서 사무집행에 의해 

주어진 기회에 행해지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관련성(some greater connection)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그러하다. 중

요한 것은 당해 불법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과 분리할 수 없는 특별한 위험의 

결과인지 여부이다.171) 이 기준의 당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후 여러 사

건에서 적용되어 이제 귀족원의 확고한 판례라고 할 것이다.172) 

또한 이러한 새로운 판례는 피용자가 사용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임을 주장하여 

행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피용자의 대리권 및 사무집행에 대해 정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무집행관련성을 판단하는 경향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주 159 참조).173) 실제로 상대방에게 그러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할 

정도의 행위라면 충분한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

해자가 피용자의 대리권의 존재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하여 손해

를 입은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174) 그러므로 이러한 사안에서는 피

책임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그 행위들은 관리인이 아이들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시간 및 장소에서 행해졌던 것이다.” 이 판결은 본문에서도 인용

하고 있듯이 1999년 캐나다 대법원의 유사한 판례전환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Bazley v Curry [1999] 174 DLR (4th) 45; Jacobi v Griffiths [1999] 174 DLR (4th) 71).
169) Edelman and Davis in Burrows ed., English Private Law, 2nd ed., 2007, n. 17.411; 

Clerk and Lindsell, Torts, 19th ed., 2006, n. 6-26.
170) Markesinis and Deakin (주 138), pp.690-691.
171) Murphy (주 146), p.612.
172) Edelman and Davis (주 169), n. 17.411; Markesinis and Deakin (주 138), p.692.
173) 이에 대해 Giliker (주 138), p.180 이하는 현실적 대리권 내지 외관상 대리권이 인정

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귀족원의 새로운 판례에 포섭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사기소권(deceit)이 행사되는 경우의 특별법리라고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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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는 자신이 피용자의 현실의 대리권 또는 외관상 대리권을 신뢰하였다는 점을 

보여야 하며,175) 반대로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행한 피용자가 사용자를 위해 행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176) 예를 들어 

법률회사의 시니어 파트너가 고객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기를 가능하게 하는 문서

를 작성해 주었으나 다른 파트너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사안에서 사무집행

관련성이 문제되었다. 귀족원은 여기서 새로운 판례를 적용하여 피용자의 불법행

위를 사무의 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사용자책임을 시인하였다. 파

트너에게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그의 행위가 법률회사의의 사무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위법행위가 법률회사의 영업 내지 피용자의 사무의 집행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 경우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177)

IV. 비교법으로부터의 시사와 우리 민법의 해석

1. 이론적인 출발점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집행관련성 판단에 대한 우리와 외국의 재

판례들에서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사용자책임의 구조, 사

무집행관련성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나 기준의 내용, 사무집행관련성을 인

정하는 범위 등에서 각국의 판례와 학설은 그 나름의 특수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

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재판례들에서 나타나는 사안유형들과 고려되고 있는 

이익들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적 경제에서 타인을 보조자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사건에서 서로 충돌하는 이

익들은 어디서나 대체로 동일하다는 사정에서 기인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앞서의 

연구에 기초하여 우리 민법의 해석론에 시사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고, 그에 

174) Armagas Ltd. v Mundogas (The Ocaen Frost) [1986] 1 AC 717.
175) Kooragang Investments Property Ltd. v Richardson and Wrench Ltd [1982] AC 462. 이

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판례로서, 사용자인 감정평가회사가가 피용자에게 특정 회사를 

위한 감정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용자가 이를 수행하였으나 그러한 행위에 

대한 현실적 대리권 또는 외견상의 대리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 문제되었다. 
176) Markesinis and Deakin (주 138), p.689.
177) Dubai Aluminium Co. Ltd. v Salaam [2003] 2 AC 366 at 377 per Lord Nicholls of 

Birken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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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우리 민법에서 사무집행관련성 판단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모

색해 보기로 한다.

(2) 먼저 사용자의 면책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또는 재판례에 의해 사실상 배제

된 대위책임적인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이 어떠한 규범목적에 기초

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자신의 활동범위를 넓히는 사람은 그에 의하여 이익을 창출할 가

능성을 넓힘과 동시에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 역시 확대시킨다. 여기서 사용자에

게 사용관계에 의한 경제활동의 확장에 의해 이익을 보도록 하면서 그와 결부되어 

있는 손해발생 가능성에 따른 손해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178) 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의 외부화이다. 즉 사용자가 이익의 창출을 

위해 증가시킨 사회적 비용을 이익을 받는 사용자가 아닌 피해자들이 우연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사용자가 직접 사무를 처리하였

다면 자신이 부담하였을 손해배상의 비용을, 동일한 사무에 다른 사람을 사용하였

다는 이유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179) 사용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비용은 사용자의 경제활동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받아들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사무집행관련성의 요건도 

이러한 맥락에서 쉽게 해명될 수 있다. 즉 사용자가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이익 

창출의 가능성과 함께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증가시킨 범위에서는 사용자는 피용

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한도에

서는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자

신이 스스로 사무를 집행한 경우와 비교할 때 피용자를 사용하여 불법행위의 위험이 

증가한 범위에서는 사무집행관련성을 긍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입법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자기의 활동범위를 확장한 자는 그 확장된 범위에 

있어서 보상책임(이익이 歸하는 곳에 손실이 歸한다는 이념)”을 근거로 하여 사무

집행관련성을 확장하는 문언을 채택한 것이나(앞의 I. 2. 및 주 5 참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불법행위의 위험이 사무처리 위탁에 의해 증대되

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는 네덜란드 신민법의 규정

(동법 제6:170조 제1항)은 그러한 사무집행관련성 요건의 일반적인 취지를 잘 밝

178) Kötz/Wagner, Deliktsrecht, 2006, Rn. 298ff.
179) Wagner (주 4), S.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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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있다고 생각된다.

(3) 그러나 사무집행관련성이 요구되는 규범목적을 일반적으로 해명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개별적인 적용에서 명확성이 획득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무엇

보다도 피용자의 불법행위는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상이한 내용을 가질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추상적인 기준만으로는 법적용의 명확화를 쉽게 

달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생산적인 해석론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책임이 문제되는 사안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안유형들을 적출한 다

음 사무집행관련성 요건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불가

결하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앞서 각국 재판례에서 살펴본 몇 가지 전형적인 사안유형을 중심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을 탐구해 보기로 한다. 

2. 피용자가 대리인으로 행위한 경우

(1) 각국의 재판례에서 피용자가 일정한 거래행위를 매개로 불법행위를 한 사안

들을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피용자가 사용자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경우가 문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거래적 불법행위’라는 광범위하면서 모호한 개

념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피용자가 대리인으로 행위하였다고 하는 법적인 요소

를 중심에 두고서 민법이 정하는 대리제도, 외관책임 등과의 관련성 하에서 사무

집행관련성을 탐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작업이 비로소 단순히 판례

의 요약ㆍ정리를 넘어 그것의 이론적 정당화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피용자가 사용자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경우에, 그가 부여받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적법한 대리행위를 하였다면(제114조) 상대방은 자신이 의욕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받게 되므로 사용자책임으로 그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그러므로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안유형들

에서일 것이다. ① 피용자가 사용자가 부여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

였으나 이를 남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한 경우, ② 피용자가 사용

자가 부여한 대리권의 범위를 유월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③ 피용자가 사용자

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권이 전혀 없음에도 무권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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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비교법적 고찰에서 이렇게 피용자가 대리인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대체로 

많은 나라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기준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이 판단되고 있음

을 살펴보았다(프랑스의 판례에 대해 III. 3. (4), 영국의 판례에 대해 III. 4. (4) 등 

참조). 우리 판례도 이러한 사안에서 기본적으로 외형이론에서 출발하면서(앞의 II. 

1. (1) 참조)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에 속하지 않음을 

알았거나180)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181)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하므로 

유사한 견해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우리 판례에 대해 II. 1. (2) (d) 참조).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주

장하는 바는, 피용자의 대리행위가 대리권남용이나 무권대리 등에도 불구하고 대

외적으로는 적법한 대리행위로 나타났다는 사실, 피해자 자신은 그러한 외형 내지 

외관을 신뢰함으로써 피용자로부터 위법하게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피용자의 불법행위 및 그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적법

한 대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불가결하다.

반면 상대방이 피용자의 대리권남용이나 무권대리의 사실을 알면서 피용자와 거

래행위를 하였다면, 사용자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 그는 피용자의 대리행위가 무효

라는 것을 알면서 그에 관여한 것이고, 그 결과 그는 자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감수하였다. 이 경우 피용자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

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결과 

사용자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주 2, 3 참조).182) 

180) 大判 1980.12.13., 80다134, 공보 1981, 13573.
181) 大判 1983.6.28., 83다카217, 집 31-3, 103.
182)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에 속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하는 우리 판례(앞의 II. 1. (2) (d))에 대해 종래 여러 

가지 설명이 있으나(김재형 (주 20), 44-45면 참조), 모두 대체로 악의의 상대방을 보

호할 필요가 없다는 고려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는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피해자가 피용자의 대리권남용이나 무권대리 등에 대해 악의였던 경우에는 불법

행위법의 일반이론에 따라 인과관계가 없다고 구성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예를 들어 계약교섭의 부당파기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 부당파기하려는 당사

자의 속셈을 모두 알아차리면서도 비용지출을 하였다면 부당파기와 손해 사이에 인

과관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한다면 피해자 악의의 경우에

는 사무집행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용자의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용자책임의 문제는 처음부터 제기될 여지가 없다고 해야 한다(다만 판례가 

같은 법리를 중과실의 경우에 확장하는 것에는 추가적인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중과실의 경우 이익상황이 악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일종의 유추적용

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사안에서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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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피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주장하

는 경우에, 그는 피용자가 적법한 대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신뢰하고 있

어야 비로소 사무집행관련성을 논의할 여지가 발생한다. 사무집행관련성 요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민법의 해석상 그러한 적법한 대리행위

의 외관이 있었던 경우에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보다 정당한지 아니면 피해자가 감수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이다. 그러한 

손해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민법의 체계적 해석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면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사안유형에서는 사무집행관련성을 긍정해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3) 먼저 피용자가 사용자가 부여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이로써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대리권남용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류의 판례에 의하면 대리권남용이 있더라도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에 의하여 상대방이 대리권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대리행위가 무효로 된다.183) 그러므로 상대방이 대리권남용에 대해 

선의이고 무과실이었다면 그는 이러한 판례 법리에 따라 원래 의욕하였던 법률행

위의 효력을 받게 되고, 사용자책임의 문제는 대개 발생할 여지가 없다. 반면에 상

대방이 대리권남용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용자의 가해와 

상대방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피용자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사

용자책임의 문제도 제기되지 않는다(앞의 IV. 2. (2) 참조). 그러므로 대리권남용의 

경우 사용자책임은 현실적으로 피용자의 상대방이 대리권남용에 대해서는 선의였

으나 과실은 있었던 경우에 비로소 제기된다.

여기서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발생시킨 손해비용을 그를 이용하여 활동영역을 확

장한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아니면 대리권남용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인식할 수 있었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가 

집행관련성만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사용자책임은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

용자의 불법행위는 성립한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된다. 상대방이 대리권남용이나 무권대리 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피용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결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한 해석은 제135조 제2항 전단의 취지에 반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악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183) 大判 1987.7.7., 86다카1004 판결, 공보 1987, 1292; 1987.11.10., 86다카371, 공보 

1988, 7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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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용자가 그러한 손해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즉 

그러한 경우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을 긍정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리권남용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피용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대리권의 

범위에서 일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사용자는 피용자가 구체적으로 한 

‘그’ 행위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일정 

범위의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그에 속하는 다수의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그 범위에서 피용자가 자신을 위해 대리인으로 행

위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고, 그 한도에서 피용자의 행위의 효과를 받을 것을 의욕

하였다. 그렇다면 대리권 범위 내의 피용자의 대리행위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사용

자가 예정한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184) 대리권 범위 내

의 행위들의 결과로 완전한 이행책임을 부담하기를 의욕한 사용자가 같은 행위들

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자신의 사무와 무관하다고 주장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경우 피용자가 발생시킨 손해비용을 부

담해야 할 사람은 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피해자가 아니라, 대리권의 

범위를 엄밀하게 제약하고 피용자를 감독함으로써 남용의 기회를 예방할 수 있었

던 사용자라고 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리권남용의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

방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의문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실이 

있었던 상대방도 대리권남용 사실에 대해 선의였다는 사실 즉 피용자의 정당한 대

리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신뢰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과실은 있었지만 대

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하는 피용자의 대리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에게 일체의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 해결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사용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비용을 사용자에게 전부 면제함으로써 이를 외부화하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그에 대한 일체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사

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 과실상계(제396조)의 방법으로 사용자와 피해자의 적절한 

이익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해결책이다.

따라서 대리권남용의 경우 피용자는 사용자가 부여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한 

것이므로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과실은 과실상계의 방법으

로 고려하면 충분하며 사무집행관련성을 배제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도 피용자의 대리권남용의 경우에 사무집행관련성이 있음을 전

184) Barwick v English Joint Stock Bank [1866-67] LR 2 Ex 259 at 266 per Willes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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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사용자책임을 긍정하고 있는데,185) 이러한 태도는 지지되어야 할 것이다. 네

덜란드 신민법 제6:172조는 이점을 명시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4) 그 다음으로 대리인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한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를 살펴본다. 예를 들어 다른 사

무에 대한 대리권에 따라 인장을 보관하고 있던 피용자가 어음을 위조하여 발생한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민법이 상대방 보호를 위해 규정을 두

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 민법 제126조에 의하면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여기서 판례와 통설은 

상대방이 월권대리의 사실에 대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

다고 이해하고 있다.186) 그러므로 한편으로 월권대리의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그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 충

분한 보호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이 월권대리 사실에 대해 

악의였다면 피용자의 가해행위와 그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피용자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그 결과 사용자책임도 문제되지 않는다(앞의 IV. 2. (2) 

참조). 그러므로 대리권남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용자책임은 현실적으로 

피용자의 월권대리의 상대방이 월권대리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 과실이 있

는 경우에 비로소 제기된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도 사무집행관련성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민법 제126조는 본인이 기본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대리인이 월권을 할 가능성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정을 외관의 기초로 인정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

하고자 한다. 즉 입법자는 무권대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기본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월

권의 가능성 및 그에 상응하는 외관을 창출하여 본인이 스스로 거래를 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위험을 증가시켰다는 사정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187) 그런데 이

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집행관련성 요건의 취지는 사용자 자신이 스스로 사무를 

185) 예컨대 大判 1989.9.26., 88다카32371, 공보 1989, 1560.
186) 大判 1954.3.16., 4286민상215, 요지집 I-1, 195; 1997.7.8., 97다9895, 공보 1997, 2455 등.
187) 관련하여 Canaris, Die Vertrauenshaftung im deutschen Privatrecht, 1971, S. 30, 480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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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였던 경우에 비하여 피용자를 사용함으로써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

시키는 위험을 창출하였다는 점에 있다(앞의 IV. 1. (2) 참조). 그렇다면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일정한 기본대리권을 부여하여 월권의 가능성을 창출하였다는 사정은 

법률의 가치평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를 사용함으로써 거래참여자

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킨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피용자가 사

용관계의 취지에 반하는 월권대리를 하더라도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그러한 경우 피용자의 월권대리로 이행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

는(제126조) 사용자가 동일한 내용의 월권대리와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해 자신의 

사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여기서도 대리권남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물론 상대방은 통상

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월권행위가 있음을 알 수 있었거나 조사를 통해 밝힐 수 있

었다. 그러나 그가 적법한 대리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선의인 것은 부정할 수 없고, 

그 한도에서 일정한 보호를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서도 상

대방의 과실은 과실상계로 고려하면 충분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보다 탄력적으

로 사용자와 피해자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음은 이미 대리권남용과 관련하여 지적

한 바와 같다(앞의 IV. 2. (3) 참조). 

그러므로 피용자의 월권대리의 경우 제126조의 객관적 요건(기본대리권의 부여 

및 그에 기초한 월권대리행위)이 확인된다면 사무집행관련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상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

리 판례도 제126조의 객관적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사무집행관련성이 있음을 전

제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188) 그리고 제126조에 대한 이러한 설

명은 다른 표견대리189)의 규정들(제125조, 제129조)의 객관적 요건이 존재하는 경

188) 大判 1980.8.12., 80다901, 공보 1980, 13084; 1990.1.23., 88다카3250, 집 38-2, 26 등. 
189)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표제에 사용되는 ‘表見代理’를 ‘표현대리’라고 읽

을 것인지 아니면 ‘표견대리’라고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래 의견이 나뉘어 있다. 

원래 이 용어가 만들어진 일본에서는(中島玉吉, “表見代理論”, 京都法學會雜誌, 第5

卷 第2號, 1910, 1면 참조) ‘見’을 ‘けん’ 또는 ‘げん’으로 읽는데, 정확히는 중국 고

대표준어인 관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하는 漢音으로는 ‘けん’이고, 중국의 남방 

방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吳音에서는 ‘げん’으로 독음한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어떠한 의미적 구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에게 크게 참조가 되지 못한다. 

반면 고전한어에서 ‘表見’은 종래 고전 한어에서 ‘顯示’ ‘顯現’ 등의 의미로 용례가 

발견되지만(羅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1988 참조) 그 발음을 현재 재구성하기는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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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그대로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권의 철회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피용

자가 이전과 같이 대리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제129조 참조). 

(5) 피용자가 아무런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는 어떠한가? 예를 들어 아무런 대리권 없는 경리직원이 보관된 인장을 절취

하여 사용자의 명의로 어음을 위조하여 발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도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무권대리을 매개한 불법행위와 상대방

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피용자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사용자책

임도 문제되지 않는다(앞의 IV. 2. (2) 참조). 그러므로 사용자책임의 성립은 상대

방이 피용자의 무권대리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다투어질 것이다. 

그런데 무권대리의 경우 본인은 그로부터 어떠한 법률효과도 받지 아니하는 것

이 원칙이다(제114조, 제130조).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 쉽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다면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의 원칙이 현실적으로 잠탈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

다. 물론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본인은 적법한 대리행위가 있었거나 표

견대리가 성립한 경우처럼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가 없었다

면 상대방이 있었을 재산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손해배상(이른바 신뢰이익배상)

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손해배상이더라도 

그 부담이 이행책임 수준에 육박하는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

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현대 중국어에서 ‘表見’은 ‘외견’ ‘외관’의 의미를 가지고 사

용되는 단어이고 ‘見’은 ‘현’에 해당하는 ‘xiàn’이 아니라 ‘견’에 해당하는 ‘jiàn’으로 

발음된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biăojiàn;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중한대사

전, 1995; 손예철 편, 동아 프라임 중한사전, 2002; 熊野正平 編, 熊野中國語大辭典, 

1984 등 참조). 즉 ‘表見’은 겉에서 즉 외부에서 볼 때의 관점을 의미하여 ‘外觀’과 

상통하는 단어이고, ‘見’은 ‘볼 견’인 것이다. 그래서 중국 合同法 제49조와 관련하여 

강학상 사용되는 용어인 ‘表見代理’도(江平, 中國民法, 노정환ㆍ중국정법학회ㆍ사법

연수원 중국법학회 역, 2007, 507면 이하 참조) ‘표견대리’에 상응하는 ‘biăojiàn da ̀̀ilǐ’

로 발음되고, ‘表見’이 사용되는 다른 법률용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중한대사전; Köbler, Rechtschinesisch, 2002, S. 151, 218; http://tran. 

httpcn.com/Html/ChinesetoEnglish/80/KOKOAZPWRNAZMERNXVRNCQ.html 2012년 4월 

9일 최종 확인 등. 그러므로 이를 ‘biăoxiàn da ̀̀ilǐ’라고 표기하는 김주 편, 상용 중국법

률용어사전, 2009, 72면의 정확성에는 의문이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법률가인 

편자가 무의식적으로 종래 한국의 특정 독법을 중국어에 투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한다면 ‘表見代理’는 한자문화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미와 용례

에 충실하게 ‘표견대리’라고 읽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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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여하지 아니한 무권대리의 결과로 사용자인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

다는 점에서 사용자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대리법의 원칙을 현실적으로 잠탈

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피용자 무권대리의 경우에 직무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하고 사용자책임을 기각하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무권대리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함으로써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증가

시켰고, 그 결과 그에 대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민법이 정하는 표견대리

의 유형들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다 포괄할 수는 없다는 

사정과도 관련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이 정하는 표견대리에 포섭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표견대리에 상응할 정도의 외관형성에 기여를 하였고 이를 기초

로 피용자의 적법한 대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 법률의 규

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에 대한 이행책임을 성립시킬 수는 없더라도 － 상대방에게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여 무권대리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

하였을 재산상태로 되돌릴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피용자가 무권대리를 매개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러한 행위가 마

치 적법한 대리행위로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자가 상당한 정도의 외

관형성에 기여한 때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의 피용자 무권대리 사안들에서 외형이론에 따라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행위”이면 사무집행관련성

을 인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을 

언급하는 판례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종래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는 추상

론으로는 외형이론에 의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용관계의 내부적 요소인 직무

와 행위의 밀접한 관련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190) 그러나 이렇게 내

부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판례의 태도가 외형이론과 모순된다고 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외형이론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의 서술에서 명

확하게 된 바와 같이, 이러한 유형의 사안에서 단순히 적법한 대리행위의 외관이 

존재하였다는 사정과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무집행관련성을 

190) 김재형 (주 20), 2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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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기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결론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상 

무권대리에 관한 원칙들과 쉽게 조화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무권대리 가

능성을 충분히 봉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용자가 독자적으로 그러한 외관을 완벽

하게 창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적법한 대리행위의 외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사용자가 표견대리에 상

응할 정도로 그러한 외관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만 그에게 손해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고, 그러한 그의 외관창출의 기여가 있어야만 말 

그대로 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용자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표현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적법한 대리행위의 외관이 사용자의 상당한 기여에 의

해 창출되었다는 사정이다.191)

판례가 언급하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①), 사용자의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②),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③)은 실제로 피용자의 무권

대리를 적법한 대리행위로 나타나게 하는 외관 창출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언급하

고 있다. 이 중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작위 또는 부작위로 피용

자가 무권대리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창출되었다는 사정(②)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창출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성이 클수록 

보다 높은 위험이 창출될 것이라는 것은 일응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것은 사무집

행관련성의 판단의 중요한 한 요소로 기능할 것이다(①). 동시에 사용자가 보다 적

은 비용으로 그러한 무권대리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 만큼 그의 위험창

출의 기여도는 보다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③). 그런데 여기서 사용자의 방지

조치 결여 책임과 관련해서는 보상책임인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 과책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부당하며 이는 사용자 면책입증과 관련해 고려해야 한다는 학설의 

비판이 있음을 보았다(앞의 주 52, 53 참조). 그러나 이는 판례의 논리를 오해한 

191) 유명한 大判 1964.6.30., 64다3, 집 12-1, 205의 표현을 빌자면 “일반인이 피용자의 

직무범위 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표현대리의 법리와 마찬가지의 법

리에 의하여 이를 피용자의 사업집행이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보아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업이나 사무활동

의 일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롭던 해롭던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돌리어야 한다

는 사용자 책임 제도의근본 취지에 합치된다 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표권 없는 상무이사의 어음행위(주 16)나 농협 지점장의 차용행위(주 19)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적법한 대리행위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사무집행관련성이 부정되었다

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그 경우 대표권 내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이 

법인등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분명하게 확인 가능한 이상 외관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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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타당하지 않다. 이는 사용자의 과책을 이유로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손쉽게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었던 만큼 그는 

정당한 사무집행의 외형 창출에 기여하였다는 의미이다. 즉 그는 피해자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손해를 예방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the cheapest cost avoider)으로

서192)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의식적으로 외관을 창출하여 위험을 증가시

켰고 이로써 외관으로부터 발생한 결과를 부담하기에 보다 근접하다는(näher 

daran)193)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즉 이는 과책이 아니라 위험창출을 판단함에 고

려해야 할 하나의 요소이다.

(6) 이상의 서술을 요약한다면, 피용자가 사용자 명의의 대리행위를 매개로 불법

행위를 하는 사안유형에서, ① ⓐ피용자가 남용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한 행위

에 대리권이 있었거나, ⓑ 피용자의 무권대리가 민법이 정하는 표견대리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거나, ⓒ 피용자의 무권대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대

리행위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사정이 있고, ② 상

대방이 대리권남용이나 무권대리에 대해 선의였다면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자책임은 대리권남용이나 무권대리의 

영역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일정한 한도에서 추가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비교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재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민법에서 무권대리는 무효이고, 상대방은 자신의 위험으로 대리인의 대

리권 존부와 범위를 조사할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사가 반드시 용이

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법적인 필요가 발생하며, 이는 일차적

으로 본인의 외관책임에 의해 도모된다. 즉 프랑스 판례는 1962년 이래로 무권대

리의 경우에 본인의 의식적 외관창출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

재에 대해 정당한 신뢰를 가진 경우에는 외관이론에 따른 외관상 대리권(mandat 

apparent)을 인정하여 본인에 대한 이행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194) 그러나 그

와 동시에 또는 그러한 외관대리의 요건이 불비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은 사용자책

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195) 이로

192) 박세일, 법경제학, 개정판, 2000, 78, 141면 참조.
193) 외관책임 일반과 관련하여 Canaris (주 187), S. 482 참조. 
194) Kötz, Europäisches Vertragsrecht, 1996, S. 355ff. 참조.  
195) Ferid/Sonnenberger, Das französische Zivilrecht, Band 1/1, 2. Aufl., 1994, Rn. 1F1069; 

de Quenaudon, Art. 1991 a ̀̀ 2002: fasc. 10, Juris classeurs civil, 2002, n
os

 26 et 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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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손해배상에 의해 신뢰보호를 달성할 가능성을 보유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사무집행관련성이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에 따라 판단되고 있음은 이미 보았다(앞

의 III. 3. (4)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리권남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196)

영국법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영국 판례에서도 상대방의 신뢰보호는 일차적으

로 외관법리에 의해 도모된다. 대리인이 무권대리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식적 

외관창출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그 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해 정당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던 경우에는 외관상 대리권(apparent authority, ostensible authority)이 인정되어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행위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197) 그러나 상대

방은 대리인이 현실적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남용을 하였거나 외관상 대리권이 성

립될 수 있는 무권대리를 한 경우에 불법행위의 관점에서 사용자책임을 추궁할 수

도 있다.198) 여기서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거나 외관상 대리권이 인정된다는 사정

은 이미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에 관한 것임을 지시한다.199) 그에 따

라 피용자가 현실적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권남용으로 행한 불법행위에 대

해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고 있으며(앞의 주 159, 160, 184 등 참조),200) 이는 상대방

의 관점에서 정당한 외관상 대리권이 인정되는 한에서도 마찬가지이다(앞의 III. 4. 

(4) 및 주 159, 160, 175, 177 참조). 

독일법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정은 비슷하지만, 다만 판례가 사무집행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보다 좁다고 할 수 있다. 독일 

민법에서 무권대리 상대방의 보호는 동법이 정하는 본인의 외관책임(동법 제171조, 

제172조) 및 학설과 판례에서 인정된 인용대리권(Duldungsvollmacht)과 외관대리권

(Anscheinsvollmacht)에 의해 이루어진다.201) 여기서 이들 외관책임의 요건이 구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 사

무집행관련성 인정에 있어 인정하는 재판례와 부정하는 재판례가 나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보았다(앞의 III. 2. (2) (a) (b), (3) (b) 참조). 반면 독일 민법에서는 대리

196) 프랑스 판례는 별도로 대리권남용의 법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무권대리로서 취

급하고 있으므로, 본문의 무권대리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Kötz (주 

194), S. 346 참조.   
197) Kötz (주 194), S. 355ff.; Reynolds, Bowstead on Agency, 15th ed., 1985, p. 284 et 

seq.
198) Reynolds (주 197), p. 386; Fridman, The Law of Agency, 5th ed., 1983, pp.266-267.
199) Reynolds (주 197), p. 389; Fridman (주 198), pp.268-269.
200) 더 나아가 Wicke (주 139), S. 293f. 참조. 
201) Larenz/Wolf,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9. Aufl., 2004, § 48 Rn. 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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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용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에 대해 악의 내지 중과실인 경우에만 대리행

위를 무효로 취급하므로, 상대방은 악의ㆍ중과실이 아닌 한 과실이 있더라도 대리

에 따른 본인과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202)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용

자책임이 관여될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다.

3. 피용자가 신체의 완전성 등을 침해한 경우

(1) 각국의 재판례에서 현저히 나타나는 또 하나의 사안유형으로 피용자가 사무

집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사적인 동기에 따라 특히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

성, 성적 자기결정, 소유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판례

에 나타난 예로 호텔 직원이 숙박객을 폭행하였거나, 택시 기사가 승객을 강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앞의 주 32, 33 참조). 

반면 고의의 폭행 내지 손괴이더라도 (새먼드 공식의 표현에 따르면) “사용자가 

동의한 행위를 피용자가 위법하고 동의받지 않은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 원칙적

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됨은 의문이 없다(앞의 III. 4. (2)에 인용된 영국 판례 

참조). 예를 들어 버스운전조수 겸 차장이 승차정리관계로 언쟁끝에 승객을 구타

한 경우,203) 사용자의 지시로 피용자가 부랑아, 걸식아동의 가두검색을 하던 중 피

해자를 걸인으로 오인하고 강제연행하여 감금ㆍ구타한 경우204)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피용자는 사용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로 사무를 처

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므로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은 앞에 언급한 유형 즉 피용자가 사무집행

의 기회에 사적인 동기로 폭행 등을 하는 유형과는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이 타당

하다. 각각의 유형에서 다른 이익형량이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문헌에서는 

고의의 폭행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사례들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

나,205) 이는 합목적적이지 않다. 그러한 분류는 이익형량에 기초하는 유형론이라기

보다는 사실관계의 내용에 주목하는 개별구체론에 가깝다.  

(2) 우리 판례는 이러한 사안유형에서도 일반론으로 외관이론을 적용하여 사무

202) Larenz/Wolf (주 201), § 46 Rn. 141ff.
203) 大判 1962.1.31, 4294민상498; 김재형 (주 20), 36면에서 재인용.
204) 大判 1964.11.30, 64다924; 김재형 (주 20), 36면에서 재인용.
205) 예를 들어 김재형 (주 21), 36-37면; 지원림 (주 10), 213-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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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련성을 긍정하는 경우가 많지만(앞의 II. 1. (3) 참조), 학설은 이에 비판적이

라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다(앞의 II. 2. (2) (b) 참조). 이러한 비판을 요약한다면 ① 

폭행 등은 행위 자체를 사무집행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206) 피용자가 사적

인 동기로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까지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

하다는 것,207) ② 이러한 경우는 상대방이 행위의 외형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형이론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며,208) 그래서 ③ 사무집행관련성

은 가해행위와 피용자의 사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데, 

한편으로 가해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피용자의 사무와 관련하여 있을 것,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

거나 가해행위를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209)

그러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거나 용이하게 된 기회를 이용

하여 사적인 동기로 고의의 폭행 등을 한 사안유형에서도 원칙적으로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미 언급하였지만(앞의 IV. 1. (2) 

참조), 사용자책임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가 자신이 스스로 사무를 집행한 경우와 

비교할 때 피용자를 사용하여 불법행위의 위험이 증가한 한도에서는 사무집행관련

성을 긍정해야 한다면, 이러한 사안유형에서도 원칙적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이 있다

고 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피용자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폭행 등의 가능성이 증

가하였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비교법적으로

도 정당화된다. 프랑스 판례는 오랜 논쟁 끝에 이러한 사안유형에서 사무집행관련

성을 인정하는 전통적인 입장으로 회귀하였고(앞의 III. 3. (4) 참조), 영국 판례도 

최근의 판례전환에 의하여 그러한 경우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고 있다(앞의 III. 4. (4) 참조). 독일 판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피용자가 사용자에 

의해 위탁된 바로 그 주된 의무를 침해하는 내용의 위법행위의 경우에는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함으로써 많은 사례에서 영국 및 프랑스 판례와 결론에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다(앞의 III. 2. (2) (b), (3) (b) 참조).

206) 김재형 (주 20), 36면.
207) 김형배 (주 7), 17면; 지원림 (주 10), 214면.
208) 김재형 (주 20), 31면; 지원림 (주 10), 190면.
209) 김재형 (주 20), 36면; 지원림 (주 10),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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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로 이러한 사안유형의 이익형량은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안유형에서 작동하는 이익들을 정당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부 

학설의 전제, 이른바 ‘사실적 불법행위’의 영역에서는 외형에 대한 신뢰가 문제되

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될 여지가 없다는 전제를 재고해야 한

다. 물론 그러한 사안들에서 불법행위가 대리행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매개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행위인 폭행 등에 의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폭행 등이 

가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안들에서 사용자와 피해자 사이에 거래

적 접촉이 존재한다. 즉 피해자는 사용자와 숙박계약, 운송계약, 고용계약 등의 계

약관계 내지 그 교섭관계에 있었고, 피용자는 사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그러한 계

약이행 내지 교섭진행의 장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계약관계나 교섭관계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손

해를 입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210) 즉 피용자가 사무집행의 기회에 

사적인 동기로 폭행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기인한다. 피해자는 사용자와 계약관계 내지 교섭관계에 있었고, 그러한 관계가 존

재하여 사용자로부터 계약이행 내지 계약체결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의 

이행 또는 교섭에 직면하여 자신의 법익에 대해 사용자측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여하였다. 즉 그는 정상적인 계약이행 또는 계약체결을 신뢰하여 자신

의 법익에 대해 침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용자측에 열어 둔 것이다. 반면 피해

자가 그러한 신뢰를 두지 않았더라면 사용자 및 그의 피용자는 피해자에 대해 불

법행위를 할 가능성을 가질 수 없다. 승객이 택시의 정상적 운행을 신뢰하였기에 

승차하여 강간의 가능성을 감수한 것이고, 숙박객이 호텔의 정상적 운영을 신뢰하

였기에 투숙함으로써 폭행의 가능성을 허여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원활한 계약

이행이나 계약체결을 신뢰하여 자신의 법익에 대한 영향가능성을 허여한 피해자에 

대하여 바로 그 이행이나 교섭을 위해 활동하는 피용자가 바로 그 법익침해를 감

행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러한 불법행위가 자신의 사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

이 허용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사무 때문에 이익창출의 가능성과 동시에 불법행

위의 가능성이 창출되었고 이제 바로 그 불법행위의 가능성이 실현된 상황에서 사

용자가 면책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러한 가해가 사용자 스

스로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피용자에 의해 발생하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정일 뿐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법익보호를 위탁한 사용자측으로부터 법익

210) Schmidt (주 100), 50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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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당하였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여기서 당해 불법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과 분리할 수 없는 특별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영국의 

새로운 판례법리에 대한 IV. 4. (4) 및 주 172 참조). 더구나 여기서 사용자는 피용

자에 대해 일반적 주의의무 내지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 

성적 자기결정, 소유권 등에 대해 보호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러한 보호의무의 준수

는 그의 ‘사무’이다. 그렇다면 피용자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그러한 보호의무를 침

해하였다면 그러한 불법행위는 논리필연적으로 ‘사무집행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 경우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에 다름 아니다.211) 

그러므로 피용자의 폭행 등이 매개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하나의 사안유형이 발견되었고,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피

해자가 사용자와의 계약관계 또는 교섭관계에 있었고 그에 따른 계약이행이나 계

약체결을 신뢰하여 자신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사용자측에 허여한 경우, 피

용자가 비록 사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그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다면 택시기사의 강간이나 호텔직원의 폭행,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의 

직원 성추행 등의 사례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한 판례는 타당하다고 해야 한다

(주 31 내지 33 참조). 고철의 수집ㆍ정리를 담당하던 피용자가 고철을 수집하러온 

211) 여기서 독일의 다수설에 따라(앞의 III. 2. (2) (b) 참조)  피용자가 사용자의 주된 의

무를 침해한 경우에만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반면 부수의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한 견해

는 비교법적으로 일반화되기 어렵고(프랑스, 영국에 대한 III. 3., III. 4. 참조), 독일에

서도 그에 반대하는 유력한 소수설들이 있음은 이미 살펴보았다(앞의 III. 2. (2) (c), 

(3) (c) 참조). 이론적으로 주된 의무와 부수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

은 경우도 많으며,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결

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피용자인 버스 기사가 승

객을 폭행한 경우와 고의적인 난폭운전으로 실족시켜 부상시킨 경우를 달리 볼 이유

가 있는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견해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피용자의 폭행 등

이 문제되는 사안들에서 보호의무 위반은 사실상 필연적으로 급부의 불이행으로 귀

결한다. 피용자가 절도를 하는 도급인에게 계속 수리를 맡길 것이며, 강간을 한 기사

의 택시를 계속 승차할 것이며, 직원이 폭행한 호텔에서 계속 숙박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독일 민법 제282조 참조)? 그러므로 사무집행관련성 판단과 관련해 

주된 의무와 부수의무를 구별하여 취급하는 입장은 이론적으로 관철하기 어렵다. 오

히려 사용자가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상대방 법익을 보전하는 것이 그의 ‘사무’

인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계약과정에서 영향가능성이 

허여된 그 법익을 침해하였다면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온건한 추론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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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농약을 음료수로 오인하고 건네주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주 35)에도 

피해자가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계약진행을 신뢰하여 법익에 대한 영향가능성을 

허여한 경우이므로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반면 지

배인과의 다툼 이후 피용자가 장시간 외출 후 돌아와 지배인을 폭행한 경우 사무

집행관련성이 부정되어야 한다면(주 36), 이는 가해자인 피용자가 이미 근무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사용자측의 정상적인 사무집행(가해자인 피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자의 노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외형)을 신뢰하여 법익침해 가능성

을 위탁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212) 

(4) 이상의 서술에서 명백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사안유형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피해자 사이의 법률행위적 거래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에 의하여 손해위험이 창출되었다는 사정이다. 그러므로 피용자의 

폭행이 매개하였다는 이유로 그러한 사안들을 모두 ‘사실적’ 불법행위라고 지칭하

고 그것을 ‘거래적’ 불법행위에 대비하려는 시도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이는 

피용자의 폭행이 일어나는 법적 배경을 사상하여 적절한 이익형량을 방해하는 구

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사안유형은 사용자와 피해자의 거래관계를 전제로 한

다는 점에서 ‘거래적’이고, 피해자가 사용자측의 정상적 계약이행 내지 계약체결을 

신뢰함으로써 보호가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신뢰는 충분히 의미를 가진

다.213) 이는 피용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되는 신뢰와는 다른 내용의 신뢰

이지만, 그럼에도 피해자의 신뢰가 보호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214) 

212) 만일 이 사안에서 피용자가 근무시간 중 지배인과 다툼이 있었던 시점에 바로 지배

인을 폭행하였다면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지배인으로서는 

정상적이고 안전한 노무관계의 전개를 신뢰하여 다른 근로자들에 의한 침해가능성을 

허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전기공작소 공원이 작업조장으로부터 특정 지시를 받고 화

가 난 나머지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작업조장에게 던져 상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라고 할 것이다(大判 1986.10.28., 86다카702, 집 34-3, 107). 회사의 현장소장이 주관

한 체육대회에서 심판판정 문제로 시비가 있자 경기 종료 후 패한 팀의 대표인 가해

자가 심판을 보았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大判 1989.2.28., 88다카8682, 공보 1989, 

530)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다. 이는 그러한 체육대회 활동의 오락적 성격에 비추어 

그것을 사용자의 사무로 보는 것에 거부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체

육활동도 어디까지나 근로관계에 따른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면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한 판례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도 그 활동이 노무인 

이상 피해자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진행을 신뢰하여 침해가능성을 허여하였기 때문

이다. 
213) Flour, Aubert et Savaux (주 101), n

o

 218, p.2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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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유형에서 정당한 사무집행의 ‘외형’을 언급하는 

판례를 이해할 수 있다. 사용자책임의 피해자로서는 피용자가 정당한 사무집행 즉 

정상적인 계약이행을 할 것이라고 신뢰하여 자신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허여한 것

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사무집행의 외형이 없어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있지 아니

하였음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신의 법익에 대한 영향가능성을 허여하였다면, 피해

자로서는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상적인 사무집행을 신뢰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사용자책임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 그러한 경우에 사무집행관련성은 부정되어야 

한다(프랑스 판례와 학설에 대해 앞의 III. 3. (4) 참조). 예컨대 비번이 명백한 택시

에 그 사실을 알면서 승차한 승객이 기사의 폭행 등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하다(또한 주 37의 판례에 대한 앞의 IV. 4. (3) 마지막 부분의 

서술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판례가 이들 사안에서 외형을 언급하는 것을 부당하

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동일한 논리에 따라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은 이 경

우에도 사무집행관련성 판단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종래 

학설에서 주장되는 이른바 ‘거래적 불법행위’와 ‘사실적 불법행위’의 유형론은 이

론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215)

214) 예를 들어 카나리스는 법률행위적 거래에서 상대방을 신뢰하여 자신의 법익에 대한 

영향가능성을 열어두었음을 이유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신뢰책임의 일유형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탁책임”(Anvertrauenshaftung)이라고 부른다. Canaris (주 187), S. 

540 참조.
215) 이러한 필자의 입장에 대해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

다. 이에 의하면 본문의 서술은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즉 

“필자의 주장을 선해한다면 종래 말하는 사실적 불법행위에도 피해자의 신뢰를 고려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더 세분해야 한다는 것인

데, 필자 자신도 사실적 불법행위에서 고려되는 신뢰는 거래적 불법행위에서 고려되

는 신뢰와는 다르다는 것이므로, 사실적 불법행위와 거래적 불법행위를 구별할 필요

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굳이 종래의 학설을 비판한다면 위와 같은 이분법적인 

유형론에는 문제가 있고, 좀 더 다양한 유형론을 전개해야 한다고 설명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이는 필자의 취지와는 다르다. 본문에서는 “종래 학설에서 주장되는 

이른바 ‘거래적 불법행위’와 ‘사실적 불법행위’의 유형론”이라고 하여 기존에 주장되

던 학설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고, 이를 수정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여

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는 심사

자께서 시사하시는 바와 같이 이후에도 ‘거래적 불법행위’와 ‘사실적 불법행위’의 유

형론을 유지할 실익 내지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에 

회의적이다. 종래 사실적 불법행위 유형은 새먼드 공식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 사무

집행의 기회에 직무를 일탈한 사안, 자동차 사고가 매개된 사안들을 구별하지 않고 

포괄하여 하나의 기준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로써 이미 유형으로서 변별력은 상실되

어 있다고 생각된다. 사정요소와 이익형량을 전혀 달리하는 세 경우를 굳이 묶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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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학설에서 ‘사실적 불법행위’의 경우에 판단기준으로 지적되는 가

해행위와 사무의 시간적ㆍ공간적 관련성은 계약진행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법익침

해 가능성 발생이라는 기준에 따른다면 저절로 해소된다. 정상적 계약이행이나 계

약체결을 신뢰하여 침해가능성을 허여하였고 그에 따라 불법행위가 일어난 경우 

시간적ㆍ공간적 관련성은 거의 예외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해행위

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도 마찬가

지이다. 그러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

적은 수용하기 어렵다. 사용자의 피해자와의 거래가 바로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창

출하였고 그에 따라 피용자가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이상, 그로부터 발생

하는 손해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거기서 피용자의 동기를 고려할 여지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는 피해자와의 거래에 의해 이익가능성을 창출하는 

동시에 바로 피용자가 사적인 동기로 위법한 가해를 할 수 있는 손해가능성을 창

출한 것이므로, 사용자책임의 일반적인 취지에 따라 피용자 동기의 고려 없이 그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용자의 동기는 인식할 

수도 없어 그에 따라 자신의 행태를 조절할 가능성도 없다.216) 그러므로 원칙적으

로 피용자가 순수하게 사적인 동기를 추구한 경우에도 사무집행관련성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우리 판례도 순수 사적인 동기로 인한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도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앞의 II. 1. 참조), 이는 영국과 프랑스 판례

의 전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다(앞의 III. 3. (4), 4. (4) 참조).217) 

나의 유형으로 만들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의 유형으로 종합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구체적이고 적용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유형은 그저 이름에 불과할 뿐 법학적 

작업도구는 될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컴의 면도날을 사용해야 한다. 

요컨대 본고의 비판을 고려하여 수정된 ‘사실적 불법행위’ 유형론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유형화가 가능한 이상 이는 그다지 효용이 없고 합목적적

이지 않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고의 입장은 ① 심사자께서 적절하게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분법적인 유형론에는 문제가 있고, 좀 더 다양한 유형론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② 그렇다면 종래 주장된 바의 ‘사실적 불법행위’ 유형론은 (가장 

중요한 직무일탈의 사안들이나 호의동승 사안들에서 거래적 접촉의 존재와 상대방의 

신뢰를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 ③ 그리고 재

판례로부터 구체적이고 다양한 유형들을 형성할 수 있다면 ‘사실적 불법행위’와 같이 

다종의 사안들을 포괄하는 거대유형을 인정할 실익이나 합목적성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216) Terre ́́, Simler et Lequette (주 108), n

o

 835, p.808.
217) Atiyah (주 137), p. 191 이하는 영국 판례법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피용자가 사용

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는 사용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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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용자가 자동차 사고를 야기한 경우

(1) 비교법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또 하나의 사안유형은 피용자가 자동차 사고로

써 불법행위를 한 경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재판례가 그리 많

다고 할 수 없어218) 우리의 ‘있는 법’에 따른 유형화가 쉽지는 않다.219) 그러므로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외국의 경험을 참조하여 간단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에 그

치기로 한다.

여기서도 (새먼드 공식의 표현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한 행위를 피용자가 위법

하고 동의받지 않은 방법으로 수행”하여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는 통상 사무집행관

련성이 인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매표직원이 버스에 승차하여 승차권을 판매하던 

중 운전수의 이석으로 버스의 출발이 심히 지체되자 운전수를 찾다가 시동을 걸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그러하다.220) 그러므로 피용자 폭행 등의 사안에서와 마찬

가지로 여기서도 피용자가 사적인 동기로 사용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지시에 반

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안유형을 구별하여 논의하는 것이 합목

적적이다. 

그런데 피용자가 사적인 동기로 지시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도 피

해자의 신뢰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시 사안유형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즉 한편으

로 피용자가 사용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지시에 반하여 제3자를 승차시켰다가 

사고에 의해 위법한 손해를 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피용자가 

사용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지시에 반하여 운행시간이 아닌 때에 운행하였거나 

정해진 운행경로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이다. 

서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설득

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218) 통상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행자인 사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으므로 별로로 사용자책임을 주장하고 판단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앞의 II. 1. (3) (b) 참조). 
219) 지원림 (주 10), 211면 이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개념에 관한 재판례

를 사무집행관련성에 관한 판례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 동법상의 책임은 

위험책임으로서, 불법에 기초한 대위책임적인 사용자책임과는 귀책구조를 달리한다. 

그 결과 운행자 개념의 판단은 사무집행관련성 판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재판례에서 확인되는 바이기도 하다(앞의 II. 1. (3) (b)  참조). 그러므로 양자는 구별

하여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아래 IV. 4. (4) 참조). 
220) 大判 1978.12.26., 78다1889, 집 26-3,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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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용자가 제3자를 승차시킨 사안유형에 대해서는 각국의 재판례가 서로 다

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그러한 경우 사

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하였지만 이에 반대하는 유력한 소수설이 있고, 프랑스에서는 

통상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사무집행이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는 

이를 부정하며,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을 부정했지만 새로운 판례

의 전개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앞의 III. 2. (2) (a), III. 3. 

(4) 및 주 132, IV. 4. (3) (c), (4) 등 참조).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는 프랑스 판례 

및 통설과 같이 피해자의 신뢰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피해자가 사용자에 의해 허용되었거나 적어도 용인되고 있는 승차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

우에도 사용자는 피용자를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확장하는 동시에 피용자가 타인을 

승차시켜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창출하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비

용은 그 피용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신이 피용자에 관한 인사위험으로 부담하는 것

이 타당하다. 피용자를 감독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이며, 피해자가 

정당한 사무집행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다면 그 범위에서 그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내부적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 물론 제한이 부가되어야 한다. 즉 

피해자가 승차의 과정에서 피용자가 사용자의 사무를 집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 

또는 그러한 동승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는 사무집행관련성

은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피용자에게 정당한 사무집행에 대한 신뢰가 

없으므로 그는 보호될 이유가 없다. 그는 자신의 위험으로 피용자의 개인적인 운

행에 동승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피용자가 제3자를 승차시키는 사안유형에서도 정당한 사무

집행의 외형은 상대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

다. 실제로 판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개념의 해석으로 외형이론을 

채택하였을 때 거의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음을 이미 살펴본 바 있다(앞의 II. 1. 

(3) (b) 참조). 그러므로 피용자가 제3자를 승차시키는 유형에서도 판례의 외형이론은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당한 신뢰 내지 악의와 같은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나타난다. 

(3) 이에 대해 피용자가 근무시간 외에 사용자의 자동차를 사적으로 운행하였거나 

사무상 정해진 경로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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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려될 여지가 없으므로 다른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우선 사무집행의 결과로 

자동차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거나 용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근무시간 외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이 긍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한 사적 운행의 가능성은 사용자가 피용자를 고용하고 차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것이므로, 바로 사용자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사용관계 내부의 사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피해자가 그러한 

위험을 부담할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용자의 감독 및 차량의 관리책임은 

그에 대한 손해비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같은 이유에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예방조치를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피용자가 독자적으로 자동차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창출한 경우

에는 사무집행관련성은 부정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오히려 피용자가 사용자의 

자동차를 절취한 것이라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려는 사무집행 과정에서 정해진 경로를 이탈해서 운행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그대로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무집행관련

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사안에 따라 피용자의 이탈이 현저한 때에는 사

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 역시 판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개념을 해석하면서 외

형이론을 적용하여 내린 결론과 대체로 일치한다(앞의 II. 1. (3) (b) 참조). 다만 이

러한 유형에서는 피해자가 정당한 사무집행의 외관을 신뢰한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외형에 대한 신뢰를 운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판례가 사무집행의 

객관적 외형을 언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피용자가 근무시간 외

에 사용자 차량을 운행하거나 경로를 이탈하여 운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무집행

으로서의 운행과 외형에서 유사하다면, 그것은 사용자에게 피용자의 감독 및 차량

의 관리에 결함이 있음을 일응 지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외형 

즉 허용되지 아니한 운행을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사용자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

한 의미에서 이러한 사안유형에서 외형을 언급하는 것은 사무집행관련성 인정의 

근거를 밝히는 측면이 있으며, 그것을 부당하다고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4) 이렇게 해석된 사무집행관련성의 내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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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현재 판례에 의하면 예를 들어 피용자가 사정을 알고 있는 

타인을 무단으로 승차시킨 경우에도 사용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존속한다고 

볼 수 있는 한에서는 운행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에 반하여(앞의 주 47 참조), 위에

서 제안된 해석론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 사무집행관련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

므로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책임은 인정되지만 사용자책임은 부정되는 결과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자동차

로 인한 사용자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의 사무집행관련성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을 살펴보았다(앞의 주 49 참조).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

하기 어렵다.2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은 위험책임의 성질을 가지고 있

음에 대해(동법 제3조), 사용자책임은 어디까지나 피용자의 불법에 기한 책임을 전

제로 하여 인정되는 대위책임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양자는 귀책구조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양자를 반드시 일치시킬 논리적인 이유는 제시할 수 없다. 그러한 의미

에서 동법은 민법의 손해배상과의 차이를 전제로 하여 명시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그런데 여기서 만일 사무집행관련성

을 운행자 개념에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한다면 동법이 전제하는 위험책임과 

불법책임의 경합적 이중구조는 몰각되어 버릴 위험에 직면한다. 그리고 이는 실제

로 부당한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피용자가 무단운행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 동승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에 따라 인신손해에 

관해서는 운행자인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운행자성 기준에 따라 사무집행관련성도 인정하여 기타 물적 손해에 대해

서도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피해자

가 무단운행임을 알면서 승차하였음에도 승차시 지참했던 물건의 소유권 침해를 

사용자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경우 사무집행관련

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

무집행관련성은 독자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판

단 기준을 사무집행관련성 판단에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221) MünchKomm/Wagner (주 63), § 831 Rn.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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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이상에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관련성 판단과 관련하여 우리의 학설과 

판례를 개관하고(II.), 그에 관한 독일(III. 2.)ㆍ프랑스(III. 3.)ㆍ영국(III. 4.)의 상황

을 살펴본 다음,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 타당하고 생각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

하였다(IV). 특히 우리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사용자책임 및 사무집행관련성 요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자신이 스

스로 사무를 집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피용자를 사용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위험이 

증가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을 긍정해야 한다(IV. 1. (2)). 이에 의하

면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거나 용이하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사

적인 동기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안에서도 원칙적으로 사무집행관련성은 인정

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대법원의 판례와 외국의 재판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정

당화된다.

2. 이상의 인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국의 재판례를 살펴보면 사무집행관련성이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안유형이 발견된다. 이들을 중심으로 우리 민법의 다른 제도

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당사자들의 이익을 형량한 결과,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

은 기준에 따라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상위유형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는 유형 부정되는 사정
서술 

위치

피용자가 

사용자 

명의의 

대리행위를 

매개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용자가 남용에도 불구하고 당해 대리행위에

대리권이 있었던 경우 (=대리권남용의 객관적

요건이 존재하였던 경우)

피해자가 대리권남용에 

대해 악의인 경우 인과

관계가 없어 사용자책임 

불성립

IV. 2. 

(2), (3)

피용자에게 대리권이 없지만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표견대리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가 무권대리 사

실에 대해 악의인 경우 

인과관계가 없어 사용

자책임 불성립

IV. 2. 

(2), (4)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성의 판단 / 金炯錫   413

상위유형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는 유형 부정되는 사정
서술 

위치

피용자가 

사용자 

명의의 

대리행위를 

매개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용자의 무권대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법한 대리행위의 외관 창출에 상당한 기

여를 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경우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정도, 사용자의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 등이 고려됨)

피해자가 무권대리 사

실에 대해 악의인 경우 

인과관계가 없어 사용

자책임 불성립

IV. 2. 

(2), (5)

피용자가 

신체의 

완전성, 

성적 

자기결정, 

소유권 등을 

(특히 

고의로) 

침해한 경우

사용자가 승인한 사무집행을 피용자가 부적

절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폭행 등이 매개된 

경우

-
IV. 3. 

(1)

사용자와 피해자 사이에 계약관계나 계약교

섭 등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피해자가 계약

이행 내지 계약체결을 신뢰하여 자신의 법

익에 대한 영향가능성을 허여하였고 그에 

따라 피용자가 불법행위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경우 (피용자가 사적 동기로 행위하였다는 

사정은 불고려)

피용자가 사무를 집행

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자

신의 법익에 대한 영향

가능성을 허여한 경우

에는 사무집행관련성 

부정

IV. 3. 

(2), (3)

피용자가 

자동차 

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용자가 승인한 사무집행을 피용자가 부적

절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자동차 사고가 발

생한 경우 

-
IV. 4. 

(1)

피용자가 사용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지

시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승차시켰으나 

피해자로서는 사용자에 의해 허용되었거나 

적어도 용인되고 있는 승차라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경우

피용자가 사용자의 사

무를 집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 또는 동

승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인식

하였던 경우에 사무집

행관련성 부정

IV. 4. 

(2)

사무집행의 결과로 자동차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거나 용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근무

외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피용자가 독자적

으로 자동차에 접근가

능성을 창출한 경우에

는 사무집행관련성 부정

IV. 4. 

(3)

사무집행으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경

로를 이탈해서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현저한 이탈의 경우 사

무집행관련성을 부정할 

가능성 있음

IV.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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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상의 유형론은 폐쇄적인 내용의 유형론은 아니며, 이후 학설과 재판례의 

전개에 따라 새로이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유형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용자의 폭행ㆍ강간ㆍ절도 또는 자동차 사고 

등에 의해 불법행위가 행해진 경우, 종래 이른바 ‘사실적 불법행위’라고 지칭되던 

사안들에서도,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 당사자를 사이의 거래적 접촉 및 

정상적인 사무집행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신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외형 및 그에 대한 신뢰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거래적 불법행위’에 ‘사실적 

불법행위’를 대비하는 유형론은 포기되어야 한다(IV. 3. (4)).

4.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사무집행관련성은 민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운행자성 판단의 기준과 일치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IV. 4. (4)).

투고일 2012. 4. 9.      심사완료일 2012. 5. 25.      게재확정일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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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unctional Limitation 

of the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 a Comparative Approach -

Kim, Hyoung Seok*

222)

In this article the author attempts to clarify the meaning of “in the course of 

employment” in art. 756 of the Korean Civil Code which provides the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For this purpose he compares the case law and doctrine in Korea 

with those in Germany, France and England. From this analysis he propounds new 

criteria for the Korean law.

It is submitted that the employer must be liable as far as the risk of torts 

increases with his assignment of a task to her employees. The same is also true 

when her employee uses his chance occasioned by his assignment and commits a 

tort even with a private motive. Based on these insights, this article approaches to 

the typical cases found in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suggests concretes criteria to 

each types. As a result of the typology it is shown that, even in case of the 

employee’s violence, sexual misconduct and theft, both the contractual contacts 

between the parties and the victim’s good faith play a important role in judging the 

“course of employment”. 

Keywords: employer’s vicarious liability, course of employment, theory of appearance, 

t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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