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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美國 契約法上 Good Faith 原則*

1)

尹 眞 秀**

Ⅰ. 序論

미국 계약법상 우리나라나 대륙법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상응하는 것이 

Good Faith1)의 원칙이다. 이 원칙이 미국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

래되지 않았으며, 본격적으로 판례나 학자들에 의하여 다루어지게 된 것은 1970

년대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원칙은 미국 계약법의 한 일

반원칙으로 자리잡아서 많은 판례가 이를 다루고 있고, 학자들에 의하여도 활발

하게 논의되고 있다.2)

물론 미국법상의 Good Faith 원칙은 그 적용범위를 비롯하여 한국법상의 신의

성실의 원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3) 그렇지만 미국에서의 Good Faith 원칙에 

관한 논의는 한국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 에서는 미국 계약법상 Good Faith 원칙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열학문전공교수 해외연수계획의 지원에 의
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Law School
이 제공한 연구실과 그 도서관 장서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버지니아 대학교 Law 
Scool과 필자의 연구에 도움을 준 Robert Scott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필자는 이 논문을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Law School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작성하여 국내의 문헌은 별로 참고하지 못하 다.

1) 또는 Good Faith and Fair Dealing이라고도 한다. 이를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信義誠
實과 公正한 去來”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Good Faith 원칙”이라고만 한다.

2) Eric C. Anderson, “Good Faith in the Enforcement of Contracts,” 73 Iowa Law 
Review 300(1988).

3) 한국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유사한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의 규정과 미국 統一商法典(Uniform Commercial Code, UCC)의 규정을 
비교한 것으로 Herry Flechtner, “Comparing the General Good Faith Provisions of the 
PECL and the UCC: Appearance and Reality,” 13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295 
ff. (200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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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순서로서는 먼저 Ⅱ.에서 미국에서 Good Faith 원칙이 확립되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서 Ⅲ.에서는 Good Faith 원칙의 의미에 관한 이론들을 살

펴본다. 구체적으로는 파른즈워드(Farnsworth) 교수의 주장과 서머즈(Summers) 

교수와 버튼(Burton) 교수의 논쟁 및 앤더슨(Anderson) 교수의 주장이 다루어진

다. 그리고 Ⅳ.에서는 계약의 이행과 집행 단계에 있어서의 Good Faith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를 

살펴본다. 나아가 Ⅴ.에서는 계약 체결(Contract formation) 단계에서도 Good faith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Ⅵ.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이러한 미국에서의 논의가 우리 법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생

각해 보고자 한다.

Ⅱ. 美國 契約法上 Good Faith 原則의 確立過程

미국에서 Good Faith 원칙이 완전히 자리잡게 된 것은 아래에서 언급할 統一
商法典(Uniform Commercial Code, UCC)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UCC 이전에도 

이를 인정한 판례들이 있었다.

1. 초기의 판례

Good Faith 원칙을 인정한 초기의 판례로서 많이 인용되는 것은 뉴욕 주 대법

원이 1917년에 선고한 Wood v. Lucy, Lady Duff-Gordon 판결4)과, 같은 뉴욕 주 

대법원이 1933년에 선고한 Kirke La Shelle Co. v. Paul Armstrong Co. 판결5)의 

두 개이다.6)

가. Wood v. Lucy, Lady Duff-Gordon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피고는 이름 있는 디자이너인

데, 원고와의 사이에 다른 디자이너의 제품에 피고의 보증을 사용할 수 있고, 또 

4) 222 N. Y. 88, 118 N. E. 214(1917).
5) 263 N. Y. 79, 188 N. E. 163(1933).
6) 그러나 이 이전에도 Good Faith 원칙을 적용한 판결례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
들은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선례로서 작용하지 못하 다. 상세한 것은 Steven J. 
Burton and Eric G. Anderson, Contractual Good Faith, 1995, 23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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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디자인한 물건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라이센스를 줄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원고가 가지고 그 대신 피고는 원고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서 얻는 수

입의 반액을 가지기로 약정하 다. 그러나 피고가 위 약정에 위반하여 원고 몰래 

자신의 보증을 사용하자 원고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 다. 이에 대

해 피고는 원고는 위 약정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위 약정은 約
因(consideration)이 결여되어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 다.

위 사건을 심리한 뉴욕 주 대법원의 카르도조(Cardozo) 판사7)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 다.

“원고가 (약정의) 수많은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보증을 사용하고 피고의 

디자인을 판매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약속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

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법은 정확한 말이 至上의 符籍(sovereign talisman)이

었고 모든 失言(slip)이 치명적이었던 형식주의의 원시적인 단계를 벗어났다. 

명시적인 약속은 없더라도 모든 표현이 불완전하게 표현되었지만 의무를 포함

할 수 있는 것이다(인용 생략). 그렇다면 계약이 성립한다. … 우리는 한 당사

자가 다른 당사자의 임의의 의사에 자신을 맡긴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Cardozo 판사는 원고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것, 이익의 반을 피고

에게 주기로 한 것 등의 제반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는 이익을 올리기 위하

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한 것이고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

다고 하 다.

이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당시의 중요한 논쟁거리 던 約因에 관한 것이었고, 

또 명시적으로 Good Faith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묵시적인 의무를 인정하 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형식주의적인 계약 해석의 법

리를 벗어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계약법상 

Good Faith 원칙은 묵시적인 약정을 이끌어내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8)

7) 카르도조 판사는 1930년에 미국연방대법원 대법관이 되었는데 그 전에 뉴욕 주 대법
원의 법관 및 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8)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계약법 교과서 중 하나인 Farnsworth, Contracts, 3rd ed. 
(1999), § 7. 17(특히 p.504)은 Good Faith 원칙을 주로 약정이 누락된 경우에 법원이 
약정을 공급하여 주는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또한 John D. Calamari and Joseph M. 
Perillo, The Law of Contracts, 4th ed., pp.457 f.(1998)는 Good Faith에 관한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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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irke La Shelle Co. v. Paul Armstrong Co.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그 이전의 소송에서 화해를 하여 피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lias Jimmy Valentine”이라는 회곡의 상연에서 얻게 되는 수입의 

절반을 원고가 취득하기로 하 다. 또 위 화해 계약에서는 위 저작권에 향을 

미치는 모든 계약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 는데 여기서 화에 관한 

권리는 명시적으로 배제되었다. 위 계약이 체결된 것은 1921. 12. 8.의 일이었는

데 당시에는 無聲映畵(silent motion picture)는 나와 있었지만 有聲映畵(talkie)는 

아직 상업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피고는 1928년 이전에 위 희곡을 무성 화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Metro-Goldwyn-Meyer 화사에게 부여하 는데, 다시 

1928. 9. 21. 위 희곡을 유성 화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위 화사에게 부여하

다. 그러자 원고는 위 1928. 9. 21.자 계약에 따라 피고가 얻은 이익의 절반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 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유성 화가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위 계약은 희곡의 상연 이외의 다른 원천에서 피고가 얻

게 되는 수입에 확장될 수는 없고, 원고의 동의 없이 유성 화를 위한 음성과 대

화 권리를 처분하지 않을 부정적인 의무를 함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

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 다.

그러나 뉴욕 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 다. 뉴

욕 주 대법원은, 유성 화는 계약 체결 당시에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성

화에 대한 권리는 양도의 대상으로서나 특별히 제외된 화에 관한 권리에 포

함되는 것으로 당사자들이 고려하 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 다.

그리고 “모든 계약에는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가 그 계약의 수익을 얻

는 것을 막거나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지는 어떤 것도 하여서는 안된다는 묵시적

인 약정(implied covenant)이 있으며, 이는 모든 계약에는 신의성실과 공정한 거

래(good faith and fair dealing)의 묵시적인 약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 다. 그리하여 원고에게 희곡의 상연에서 얻는 수익의 절반을 가질 권리를 부

여하 다면, 피고로서는 계약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치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될 묵시적인 의무가 있으며, 특히 원고의 동의 없이는 원고에게 인정된 권리에 

향을 미치는 어떤 계약도 안될 계약의 명시적인 조항을 피고측이 위반하 다

는 점에서 피고측이 위법행위로부터 얻은 이익 전부를 보유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사례는 신의성실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묵시적인 약정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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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고 하 다.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 관한 한 그 결론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으나,9) 이 판결

이 모든 계약에는 Good Faith 원칙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한 점은 

그 후의 많은 판례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져서 Good Faith 원칙에 관한 한 획기적

인 판례로 간주되고 있다.10)

2. 統一商法典上의 Good Faith 원칙

가. 統一商法典과 Karl Llewellyn

이처럼 Good Faith 원칙이 일부 주의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었지만, 이것이 전

국적으로 인정되게 된 것은 統一商法典(Uniform Commercial Code, UCC)에 규정

되게 되면서이다.

統一商法典(이하 UCC라고 한다)은 1952년에 “統一州法을 위한 委員들의 全國 
會議(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와 美國法學
院(American Law Institute)이 만든 상사거래에 관한 모범법안이다.11) 이 UCC는 

그 자체로는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으나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다소 간

의 수정은 있지만― 이를 자체의 법률로 채택하 다.12) UCC는 그 후에도 계속

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이 UCC의 책임 보고자(Chief Reporter)는 미국 법현실주의(American Legal 

Realism)의 대표자인 칼 르웰린(Karl Llewellyn)이었고, 최초에 채택된 UCC는 르

웰린의 작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르웰린은 UCC를 기초함에 있어서 윌리스턴

(Williston)13)으로 대표되는 종래의 고전적 내지 형식주의적인 계약법 이론을 거

9) 이후의 판례들은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이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고 있다. 상세한 것
은 Burton and Anderson, 註 6), p.33 fn. 41, 42 참조.

10) Burton and Anderson, 註 6), p.32; Seth William Goren, “Looking for Law in All the 
Wrong Places: Problems in Applying the 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Performance,” 37 University of San Fransisco Law Review 263(2003) 참조..

11) Farnsworth, 註 8), p.32.
12) 49개 주와 Washington D. C. 및 Virgin Islands가 UCC를 거의 그대로 채택하 고, 루
이지애나 주는 UCC의 제2조(매매) 및 2A조(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채택하
다.

13) 윌리스턴의 主著는 1920년에 초판이 나온 Trestises on the Law of Contracts이다. 윌
리스턴이 主報告者(Chief Reporter) 던 1932년의 제1차 계약 리스테이트먼트(the First 
Restatement of Contracts)는 이러한 고전적 계약법 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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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고, 코빈(Corbin)의 향을 받아서14)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도를 중시하

다.15) 이는 UCC가 서면계약이 있는 경우에 서면 외의 증거 제출을 엄격히 제한

하는 구두증거의 법칙(parole evidence rule)을 완화하고, 문언상 명백한 경우에 

다른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명백한 의미의 법칙(plain meaning rule)을 채

택하지 않고 있는 데서16) 잘 나타난다.17)

다른 한편 르웰린은 독일에서 중등학교를 다녔고, 제1차 대전 때에는 독일군으

로 참전했으며, 1931년에서 1932년까지는 독일 라이프찌히 대학의 방문교수로 

있었다. 그리하여 르웰린이 UCC를 기초할 때에는 독일법의 향을 많이 받았다

고 이해되고 있다.18) 특히 르웰린이 UCC의 Good Faith 원칙에 관한 규정을 기

초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Treu und Glauben)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법 

제242조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19)

나. 統一商法典上의 Good Faith 원칙에 관한 규정

UCC에는 Good Faith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규정이 매우 많으나,20) Good 

14) 코빈의 主著는 1950년에 초판이 나온 Corbin on Contracts이다. 1981년의 제2차 계약 
리스테이트먼트(the Second Restatement of Contracts)는 코빈의 향을 많이 받은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15) John Edward Murray, Jr., Murray on Contracts, 4th ed. 2001, pp.18 ff.; John Edward 

Murray, Jr., “Contract Theories and the Rise of Neoformalism,” 71 Fordham Law 
Review 869, 878 ff.(2002) 참조. 르웰린의 계약법 이론 전반에 관하여는 Alan 
Schwartz, “Karl Llewellyn and the Origins of contract Theory,” in: The 
Jurisprudential Foundations of Corporate and Commercial Law(Jody S. Kraus and 
Steven D. Walt ed.), 12 ff.(2000) 참조.

16) UCC § 2-202.
17) 이에 대하여는 Robert E. Scott and Jody S. Kraus, Contract Law and Theory, 3rd 

ed., 2002, pp.625 ff., 680 ff. 참조.
18) James Whitman, “Note: Commercial Law and the American Volk: A Note on 

Llewellyn's German Sources fo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97 Yale Law. 
Journal 156 ff.(1987).

19) Robert H. Jerry, Ⅱ, “The Wrong Side of the Mountain: A Comment on Bad Faith's 
Unnatural History,” 72 Texas Law Review 1317, 1334 Fn. 88(1994); E. Allan 
Farnsworth, “Duties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under the UNIDROIT Principles,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3 Tulane Journal of Int'l & 
Comparative Law 47, 51(1995).

20) UCC는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Good Faith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는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서 계약의 이행과 집행에 관한 것이다. 이를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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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 원칙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일반규정인 제1-203조(§ 1-203)와 제1-201조

(19)[§ 1-201 (19)] 및 매매(Sales)에 관한 규정인 제2-103조 (1) (b)[§ 2-103 (1) 

(b)]이다.

먼저 제1-203조는 “이 법상의 모든 계약이나 의무는 그 이행이나 집행에 있어

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부과한다(Every contract or duty within this Act imposes 

an obligation of good faith in its performance or enforcement)”라고 규정하고 있

다. 그 공식 해설(Official Comment)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위 조

문은 이 법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사계약에 있

어서는 모든 약정이나 의무의 이행이나 집행에 있어서 Good Faith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행이나 집행에 있어서 Good Faith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독

립된 소송권원(independent cause of action)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행이나 

집행에 있어서 Good Faith를 지키지 않으면 당해 계약 위반이 되거나 救濟의 권
리나 권한(remedial right or power)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정의규정인 제1-201조 (19)는 당초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

다. 즉 “Good Faith”는 행동이나 당해 거래에 있어서의 사실에 관한 정직성

(honesty in fact)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원래의 초안과는 다른 것인데, 원래

의 초안에서는 “Good Faith”가 사실에 관한 정직성이라는 주관적인 기준뿐만 아

니라 “당사자가 종사하는 어느 거래나 업 분야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상업적 

기준(the reasonable commercial standards of any business or trade in which he 

is engaged)”을 준수한다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도 아울러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

나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은 최종적으로 UCC를 채택할 때에는 결국 미국 변호사

협회의 회사, 금융 및 기업법 분과(American Bar Association's Section of 

Corporation, Banking and Business Law)의 제안에 따라 제외되고 말았다. 위 분

과가 이를 제외하자고 한 이유는, 보통 사람이나 보통 법률가들에게는 “Good 

Faith”란 단지 정직성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었다.21)

Faith Performance”라고 지칭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당사자의 심리상태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Good Faith Purchase”라고 지칭할 수 있다. 후자는 우리법상의 善意取
得에 대응하는 것들이다. 兩者의 비교에 대하여는 E. Allen Farnsworth, “Good Faith 
Performance and Commercial Reasonableness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30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667 ff.(1963) 참조.

21) Farnsworth, 註 20), 67; Robert S. Summers, “Good Faith” in General Contract Law 
and the Sales Provisions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54 Virginia Law Review 
195, 208ff.(19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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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UCC는 이처럼 제1장에서는 “Good Faith”에 관하여 주관적인 기준을 

채택하는 대신 매매에 관한 제2장에서는 商人에 대하여는 제1장과 달리 주관적

인 기준과 객관적인 기준을 아울러 채택하고 있다. 즉 제2-103조 (1) (b)는 “商人
의 경우에는 Good Faith는 사실에 있어서의 정직성과 업 분야에 있어서의 공

정한 거래의 합리적인 상업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Good Faith” in 

the case of a merchant means honesty in fact and the observance of reasonable 

commercial standards of fair dealing in the trade)”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UCC가 일반규정에서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 기준을 채

택한 것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22) 버튼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UCC의 주관

적 기준을 비판하고 있다. 즉 1972년 메릴랜드 주 대법원이 선고한 한 판결23)에

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에서 농부인 원고는 자기가 경작

하는 콩을 밭에 있는 상태 그대로 피고에게 팔았는데, 피고가 충분히 익었다고 

판단할 때 따 가기로 하 다. 그런데 가뭄과 비 때문에 원고의 콩을 포함한 많은 

콩이 피해를 입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7월 1일에 콩을 따 가라고 통지

하 으나, 피고는 다른 밭에 있는 상태가 더 나은 콩을 수확하기 위하여 원고의 

밭에 있는 콩을 따는 것을 미루다가 7월 4일에야 원고 밭의 콩을 따기 시작하

다가 콩의 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하 다. 메릴랜드 주 대법원은 피고

가 콩을 따는 것을 미룸으로써 결과적으로 콩의 품질이 악화된 것은 Good Faith

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결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 다.

그런데 버튼은 만일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콩이 충분히 익었지만 다른 

밭의 콩을 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원고의 콩을 따는 것을 미루겠다고 정직

하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면서, 그 경우에는 피고

가 정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법원도 피고가 Good Faith에 맞게 행동하

다고 판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직성이 문제

의 핵심은 아니라고 한다.24)

22) Farnsworth, 註 20), pp.671 ff.; Burton and Anderson, 註 6), pp.122 ff. 등.
23) Dorsey Brothers, Inc. v. Anderson, 287 A. 2d. 270.
24) Steven J. Burton, “Good Faith in Articles 1 and 2 of the U.C.C.: the practice view,” 

35 William. & Mary Law Review 1533, 1539 ff.(1994) 또한 Burton and Anderson, 註 
6), 122 ff. 참조.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기준인가 객관적 기준인가의 논의는 실제로 
별 중요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Michael P. Van Alstine, “of Textualism, Party 
Autonomy, and Good Faith,” 40 William & Mary Law Review, 1223, 1247 ff.(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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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UCC 제1장의 주관적 기준에 대한 비판을 반 하여 2001년에 개정된 

UCC 제1-201조 (20)은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을 

아울러 채택하 다: “Good Faith”는 제5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

실에 있어서의 정직성과 공정한 거래의 합리적인 상업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Good Faith,”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Article 5, means honesty 

in fact and the observance of reasonable commercial standards of fair dealing).25)

3. 제2차 계약 리스테이트먼트(the Second Restatement of Contracts)

1981년에 공포된 제2차 계약 리스테이스먼트도 Good Faith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다. 이 리스테이트먼트는 미국법학원의 주도 아래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공

식적인 법률의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그 제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권위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26)

리스테이트먼트 제20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계약은 각 당사

자에게 그 이행과 집행에 있어서 신의성실과 공정한 거래의 의무를 부과한다

(Every contract imposes upon each party a duty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in its performance and enforcement)”

그리고 그 공식 해설(Comment)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a.에서는 “Good 

Faith”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Good Faith”라는 구절은 다

양한 문맥에서 사용되고, 그 의미도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계약의 Good 

Faith에 따른 이행이나 집행은 합의된 공통의 목적에 충실할 것과 상대방 당사자

의 정당한 기대(justified expectation)와 일치할 것을 강조하며, “信義 違反(bad 

faith)”으로 특징지어지는 여러 가지 유형의 행동을 배제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25) 그 공식 코멘트는 그 개정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종전의 제
1-201조 (19)의 일반적 정의와는 달리 종전의 제2-103조 (1)(b)는 공정한 거래의 합리
적인 상업적 기준도 포함시켰으나 그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 후의 UCC
의 개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제2장의 정의를 다른 장에서도 받아들 고[예컨대 제2A- 
103조 (7), 제3-103조 (a)(4), 제4A-105조 (a)(6), 제8-102조 (a)(10), 제9-102조 (a) (43)] 
이러한 발전에 비추어 보면 “Good Faith”의 보다 넓은 정의를 제1장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다. 그 외에 이에 관하여는 Margaret L. Moses, “The New Definition of 
Good Faith in Revised Article 1,” 35 UCC Law Journal 47 ff.(2002) 참조.

26) 제2차 계약 리스테이트먼트의 원래 보고자는 하바드 대학교의 브라우쳐(Robert 
Braucher) 교수 는데, 그가 1971년에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임명되자 
그 후임으로 칼럼비아 대학교의 파른스워드 교수가 임명되어 작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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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품위, 공정함 또는 합리성에 관한 사회적 기준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한

다. 그리고 Good Faith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도 상황에 따라 달라

진다고 한다.27)

그리고 d.에서는 신의성실에 따른 이행(good faith performance)에 관하여 설명

하고 있는데, 속임수나 회피 등은 비록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

다고 믿더라도 이행에 있어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이 의무는 

그 이상인데, 신의성실 위반(bad faith)은 공공연할 수도 있고, 不作爲(inaction)일 

수도 있으며, 공정한 거래는 정직성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신의성실 위

반의 완전한 목록은 불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법원의 재판에서 인정

되었다고 한다: 거래의 정신을 회피하는 것,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게으름을 피

우는 것, 고의로 불완전한 이행을 하는 것, 조항을 특정하는 권한을 남용하는 것, 

상대방 당사자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것 등이라고 한다.

그리고 e.에서는 집행(enforcement)에 있어서의 Good Fait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신의 성실과 공정한 거래의 의무는 계약상의 청구권과 항변의 주장, 확정 

및 제소에도 미치는데, 이러한 의무는 분쟁을 꾸며내는 것, 자신의 이해에 반하

는 해석을 주장하는 것 또는 사실의 왜곡 등에 의하여 위반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또한 솔직하지만 공정하지 않은 것에도 미치는데, 예컨대 정당한 상업적 이

유 없이 상품 매매에 관한 계약의 수정을 얻어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궁박한 사

정을 이용하는 것 등이다. 그 외에 판례상 인정된 예로는 이행의 보장을 위한 귀

찮은 요구, 이유를 말하지 않고 이행을 거절하는 것, 고의로 손해를 감경시키지 

않는 것, 이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권한을 남용하는 것 등이라고 

한다.28)

27) b.에서는 good faith purchase에서의 Good Faith는 정직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good faith performance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c.에서는 이 조문은 교섭 단
계(negotiation), 즉 계약 성립 단계(the formation of a contract)에서의 Good Faith는 
다루지 않는다고 밝힌다.

28) 이 조문의 보고자는 브라우쳐 교수 는데, 이러한 설명은 뒤에서 살펴볼 서머즈 교수
의 주장에 향을 받은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Robert S. Summers, “The General 
Duty of Good Faith - Its Recognition and Conceptualization,” 67 Cornell Law Review 
810 ff.(1982), 특히 pp.814 ff. 에 인용되어 있는 47 ALI Proceedings pp.489-91(1970)
에서의 브라우쳐 교수의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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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Good Faith 원칙의 의미에 관한 이론들

1. 파른스워드(Farnsworth)의 주장

파른스워드 교수는 비교적 초기인 1963년에 Good Faith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

다.29) 이 논문에서는 Good Faith 원칙의 의미 그 자체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니

고, 그 기준, 즉 주관적 기준에 의할 것인가 객관적 기준에 의할 것인가를 주로 

다루었으나, Good Faith의 일반적인 의미를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방 당사

자가 합리적인 기대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의 묵시적

인 조항을 끌어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30) 파른스워드는 그 후 1995년에 발

표한 논문에서, 자신의 이러한 입장은 Good Faith 원칙을 가장 제한적으로 이해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뒤에서 언급할 서머즈 교수와 버튼 교수의 주장과 대조하

여 설명하고 있다.31)

2. 서머즈의 1968년 논문 ― 排除槪念 理論

1968년에 서머즈 교수는 Good Faith 원칙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 다.32) 이 논문에서 서머즈 교수는 철학자인 오스틴(J. L. Austin)을 인용

하면서,33) Good Faith는 그 자체로는 일반적인 의미 또는 의미들을 가지지 않으

며, 넓은 범위의 이질적인 형태의 신의성실 위반(bad faith)을 배제하는 개념(排除
槪念, excluder)일 뿐이라고 주장하 다.34) 이처럼 Good Faith가 排除槪念인 이유

29) Farnsworth, 註 20).
30) Farnsworth, 註 20), 669. 670에서도 Good Faith의 중요성은 약정에 있어서 조항을 함
의하는 것(implying terms in agreement)이라고 설명한다.

31) “Good Faith in Contract Performance,” in: Good Faith and Fault in Contract(Jack 
Beatson and Daniel Friedmann ed.), pp.161 ff.(1995).

32) Summers, 註 21), 195 ff.
33) 오스틴은 예컨대 진짜의(real)라는 말은 진짜가 아닌(not real) 것에 비추어 보아야만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진짜 오리는 여러 가지의 장난감이나 미끼와 같은 
진짜가 아닌 여러 가지의 실재하지 않는 오리를 배제한다는 의미에서만 단순한 오리

와 구별되고, “진짜의” 라고 불려질 수 있는 모든 사물에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진짜의” 라는 말의 기능은 어떤 것을 특징짓는 데 적
극적으로 기여하는 데 있지 않고, 진짜가 아닐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한 방법을 
배제하는 데 있다고 한다. J. Austin, Sense and Sensibilia, 70-71(Warnock ed. 1962). 
Summers, 註 21), 202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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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선 판례를 분석하는 사람이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보다는 이 구절이 

무엇을 제외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이 구절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법관은 제1차적으로는 특정한 행동을 배

제하는 데 관심이 있고, 2차적으로만 행위 기준의 적극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데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그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

로 Good Faith는 법관들이 금지하는 특정되고 다양한 형태의 bad faith와 대조하

여서만 특정되고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서머즈 교수는 어떤 것이 bad faith인가에 관심을 돌리는데, 이를 다 

망라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이행(performance)에 관하여는 다음의 6가지를 들

고 있다.35) 첫째, 거래의 정신을 회피하는 것(Evasion of the Spirit of the Deal).36) 

둘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Lack of Diligence and Slacking 

off).37) 셋째, 상당한 이행(substantial performance)을 고의로 하는 것.38) 넷째, 조

항을 특정하는 권한을 남용하는 것.39) 다섯째 이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결

정할 권한을 남용하는 것.40) 여섯째 상대방 당사자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협조하

34) Summers, 註 21), pp.196, 199 ff.
35) Summers, 註 21), p.234 ff.
36) 구체적으로는 매도인이 상품 X를 개발하여 시장을 구축한 다음 그에 관한 권리를 매
수인에게 양도하고 로열티를 받기로 하 는데 매수인이 경쟁상품인 Y를 개발하여 X
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거래의 정신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한다. Parev 
Prods. Co. v. I. & Sons, 124 F. 2d 147, 150(2d Cir. 1941).

37) 예컨대 보험회사가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를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다
룰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 으나 불리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않아서 피

보험자가 상소를 하여 판결이 번복된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소비용

을 청구할 수 있다. Brassil v. Marykand Cas. Co., 210 N. Y. 235, 241(1914).
38) 예컨대 도급계약이나 UCC상으로는 매매계약에서 수급인이나 매도인은 완전한 이행
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행(substantial performance)을 하 으면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가 완전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착오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으면 그는 대가를 청구하지는 못하고 자기가 이

행한 부분의 가액(quantum meruit)만을 청구할 수 있다.
39) 예컨대 A가 B에게 자신의 토지를 팔겠으니 자신의 B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여 줄 것
을 요청하여 B가 면제를 하 으나 A의 토지 양도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8년이 지
난 후에 B의 승계인이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묵시적인 good faith and 
fair dealing의 의무에 비추어 볼 때 A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하 다. Simon v. Etgen, 213 N. Y. 589, 595(1915).

40) 많은 경우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만족스럽도록(satisfaction) 이행하도록 약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은 그 일방의 이행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으나, 가령 피아노의 매수인이 그가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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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41)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서머즈 교수의 이론은 상당한 호응을 받아서 

제2차 계약 리스테이트먼트의 공식 해설은 대체로 이 주장을 반 하고 있다.42)

3. 버튼의 1980년 논문 ― 抛棄한 機會(forgone opportunities) 이론

아이오와 대학교의 교수인 버튼은 1980년에 발표한 논문43)에서 이른바 포기한 

기회 이론을 제창하 다. 여기서 그는 계약에 의한 기대이익(contractual expectation 

interest)에는 기대비용(expected cost)에도 포함되고, 이러한 기대비용은 특정 계약

을 체결할 당시에 포기된 다른 기회(alternative opportunities forgone)로 구성된다

고 한다. 그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수량, 가격, 이행시기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裁量(discretion)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그 재량이 계약 

체결 당시에 포기하 던 기회를 만회하려고(recapture) 하는 방법으로 행사될 때, 

다시 말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기대되었던 이행의 비용 지급을 거부

할 때 bad faith에 의한 이행이 일어난다고 한다.44)

여기서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와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

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Kirke La Shelle 판결과 같이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이익을 

얻었는가 아닌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한다. 일방 당사

자가 예상하 던 이익을 얻지 못하 다는 것은 결정적이 아닌데, 재량권을 가진 

당사자가 그렇게 하더라도 이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45)

가령 비율차임 임대차 계약(commercial percentage lease, 차임을 임차인이 업

을 하여 얻은 수익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그 업활동을 업 수익을 감소키는 방향으로 변경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이

가 피아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에는 그는 bad faith로 행동한 것이다. Sears, 
Roebuck & Co., v. Kitchens, 31 Ga. App. 574(1924).

41) 예컨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명시된 대로 보험회사에 통지와 손해의 증명을 하 으

나 그것이 불완전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그 불완전에 대하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이를 이유로 책임을 면하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Johnson v. Scottish 
Union Ins. Co., 22 S. W. 2d 362, 363(1929).

42) 위 Ⅱ. 3. 참조.
43) Steven J. Burton, “Breach of Contract and the Common Law Duty to perform in 

Good Faith,” 94 Harvard Law Review 369 ff.(1980).
44) Burton, 註 43), p.372.
45) Burton, 註 43), p.379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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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 즉 임차인이 수익이 좋은 업 분

야를 동일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있지만 정액의 차임을 지급하는 업장으

로 옮기거나,46) 동일한 지역에서 경쟁적인 점포를 새로 개설하는 경우47)에는 임

차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반면, 고객을 다른 점포로 유인하는 경우48)에는 

임차인이 패소하 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수익이 좋은 업 분야를 어느 곳으로 

옮기는가 하는 것은 임차인의 자유이고, 또 임차인이 동일한 지역에 다른 업장

을 내더라도 대형 체인은 통상 자기들의 점포의 수를 증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임차 업장의 수익을 감소시킬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고객을 다른 점포로 유인하는 것은 계약의 직접적인 위반이라는 것이다.49)

Bad Faith는 계약 당시에 포기하 던 기회를 만회하려고 재량을 행사할 때 인

정된다고 한다. 즉 채권자(promisee)의 기대는 계약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대상

뿐만 아니라 이행에 의하여 상대방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루어지는데, 포기하

던 기회를 만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고, 합리

적인 사람이라면 계약상 상대방에게 부여된 재량이 포기한 기회를 만회하기 위하

여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때에만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한다.50)

그리고 특정한 포기된 기회에 관한 기대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객관적인 이론

처럼 통상적인 거래의 과정이나 관행적인 실제에 비추어 결정될 수 있지만, 한 

당사자가 포기한 기회를 만회하려고 재량을 행사한 것인가는 주관적인 의도의 

문제로서, 포기한 기회 이론은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고 한다.51)

버튼은 이 점에 관하여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예컨대 매매계약의 목적

물의 수량을 당사자 일방이 결정할 수 있는 계약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진 매수

인이 매매계약상의 가격이 다른 곳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비쌀 때에는 매도인으

로부터 구입하지 않다가, 시장 가격이 폭등하자 계약상 가능한 최대량을 매도인

으로부터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Good Faith에 어긋나는 것이지만,52) 유사한 내용

46) Mutual Life Ins Co. v. Tailored Woman, Inc., 309 N. Y. 248, 128 N. E. 2d 401 
(1955).

47) Food Fair Stores, Inc. v. Blumberg, 234 Md. 521, 200 A. 2d 166(1964).
48) Goldberg 168-05 Corp. v. Levy, 170 Misc. 292, 9 N. Y. S. 2d 394(Sup. Ct. 1938).
49) Burton, 註 43), pp.384 f.
50) Burton, 註 43), p.387 ff.
51) Burton, 註 43), p.387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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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인 시멘트 회사가 그 후 시

멘트 화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보일러를 사용하게 되어 가스 주

문을 줄이는 것은 Good Faith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53) 전자의 

경우에는 가격을 고정시킴으로써 시장 가격의 변화에 따라 주문량을 달리 하는 

것은 계약에서 배제되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공장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계약

에서 묵시적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54)

그리고 버튼은 이러한 Good Faith 이행의 이론이 어떻게 정당화되는가에 관하

여 법률적인 정당화와 경제적인 정당화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법률적인 정당

화는 그것이 계약에 의한 거래의 안전을 향상시킨다는 것인데, 재량을 가지는 자

의 상대방은 그 재량이 포기한 기회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

고 믿을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이 재량을 행사하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에게 배상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융통성 있는 계약에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따

라서 거래의 안전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은 불충분한데, 그렇

게 되면 재량을 행사하는 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되며, 그 상대방

은 명시적인 약정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결국 어느 당사자

가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더 나은 처지에 있는지가 문제가 되나 전통적인 법률적 

분석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 반면 경제적 정당화에 따르

면 Good Faith 이행의 이론은 계약의 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향

상시킨다고 한다. 교환의 비용에는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

는 비용과 계약을 교섭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용 및 장래의 위험을 감수하는 

비용을 포함하는데, Good Faith 이행의 이론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는 대신 법에 의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55)

52) Loudenback Fertilizer Co. v. Tennessee Phosphate Co., 121 F. 298(6th Cir. 1903).
53) Southwest Natural Gas Co. v. Oklahoma Portland Cement Co., 102 F. 2d 630(10th 

Cir. 1939).
54) Burton, 註 43), p.394 ff. 그러나 Victor P. Goldberg, “Discretion in Long-Term Open 

Quantity Contracts: Reining in Good Faith,” 35 U. C. Davis Law Review 319 ff. 
(2003)는 이처럼 이행목적물의 수량의 결정이 일방의 재량에 맡겨진 계약에 있어서 
Good Faith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를 융통성 없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한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반대하고, 당사자들은 이러한 
재량의 남용에 대하여 계약에 규정을 둠으로써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5) Burton, 註 43), p.392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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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교수는 그 이듬해인 1981년에 UCC의 Good Faith 규정에 관하여 발표한 

논문56)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면서57) UCC의 규정도 이러한 관점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58)

4. 서머즈 교수의 비판

서머즈 교수는 1982년에 다시 논문을 발표하여,59) 제2차 계약 리스테이트먼트

가 Good Faith 규정을 채택한 것과 관련하여 종전의 자기 주장을 유지하고 리스

테이트먼트도 이러한 자기의 주장을 채택하 다고 하면서 그와 아울러 버튼 교

수의 주장을 비판하 다.

서머즈 교수는 우선 Good Faith 원칙의 존재이유에 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

을 수 있는데, 자신은 이것이 정의와 법에 따른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a means 

to justice and to justice according to law)이라고 본다고 하면서,60) 이에 반하여 

버튼 교수와 같은 학자는 Good Faith 원칙의 존재이유를 경제적 효율을 증진시

킨다는 의미에서 경제적인 점에서 찾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첫째 

歷史와 무관하고, 둘째, 이 또한 도덕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계약은 지켜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고, 셋째, Good Faith 원칙이 

과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는 알 수 없으며, 넷째, 이러한 경제적 관점이 개개

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지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한다.61)

그리고 Good Faith 원칙에 대한 종래의 정의는 거의 진정한 定義的인 길잡이
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왜곡할 수도 있고, 법관이

나 법률가로 하여금 그 의미를 숙고하느라고 과연 무엇이 bad faith인가를 결정

56) Burton, 註 24).
57) 여기서 그는 종래의 전통적인 이익 관점(benefit perspective)보다는 비용 관점(cost 

perspective)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면서 포기된 기회 이론을 다시 역설하고 있다. 
Burton, 註 24), pp.5 f.

58) Burton, 註 24), pp.22 ff.
59) Summers, 註 28), 810 ff.
60) 서머즈 교수는 1968년 논문에서도 이와 같이 주장하 다. Summers, 註 21), p.198. 
또한 이는 非良心性(unconscionability)이나 다른 형평법상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계약
상의 도덕성(contractual morality)”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Summers, 
註 28), p.811.

61) Summers, 註 28), pp.826 f.



尹 眞 秀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4호 : ?∼?56

하는 것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62)

이어서 그는 버튼이 제창하는 것처럼 재량을 행사하는 당사자가 포기한 기회

를 만회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탐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 밖인지를 탐구하는 것보다 더 분석을 진전시키는 것인

지 알 수 없고, 또 버튼이 들고 있는 비율차임 임대차 계약의 예63)에서 임차인

이 한 행위가 자신의 주장처럼 거래의 정신을 회피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포기한 

기회를 만회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 왜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고 한다.64) 그리고 버튼이 재량을 행사하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도를 따지는 

것이 과연 중요한지도 알 수 없으며, 버튼은 리스테이트먼트 제205조나 많은 사

례들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있고, 또 버튼의 이론이 버튼 자신이 주장하는 것

만큼 일반적이지도 않다고 한다. 다시 말하여 많은 Good Faith 이행의 사례는 재

량을 부여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65)

5. 버튼 교수의 반론

이러한 서머즈 교수의 비판에 대하여 버튼 교수는 1984년에 발표한 논문66)에

서 상세한 반론을 펼쳤다. 우선 서머즈 교수가 Good Faith 이행의 원리를 “契約
上의 道德性”이라고 보는 데 대하여,67) 계약상의 도덕성이란 당사자의 합의 외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에 우선하는 재판의 근거를 암시하는데, Good Faith 이행

의 이론을 그와 같이 설명하는 것은 법원이 전형적으로 이러한 이론을 약정된 

조항을 효력이 없도록 하는데 사용하거나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합의와는 상반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 된다고 한다.68)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를 무시하기 위하여 Good Faith 이행

62) Summers, 註 28), pp.829 f.
63) 위 註 49)의 본문 참조.
64) Summers, 註 28), pp.830 ff.
65) Summers, 註 28), pp.830 ff. Summers 교수는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서도 이러한 주장
을 유지하고 있다. Robert S. Summers, “The conceptualization of good faith in 
American contract law: a general account,” in: Zimmermann and Whittaker(ed.), Good 
Faith in European Contract Law, 118, 130 ff.(2000).

66) Burton, “More on good Faith Performance of a Contract: A Reply to Professor 
Summers,” 69 Iowa Law Review 497 ff.(1984).

67) 위 註 60) 참조.
68) Burton, 註 66),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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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과 묵시적 해석(implication)을 통하여 당사

자의 의도를 달성하거나 그들의 합리적인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이론을 사

용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설명하여야 할 과제는 어떻게 Good Faith 이행의 이론

이 당사자들의 약정을 진척시키는가 하는 것이며, 자신이 판례를 연구한 바에 따

르면 계약의 Good Faith에 따른 이행이란 이행에 있어서 재량을 가진 당사자가 

그 재량을 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의 합리적인 예상 범위 내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즉 객관적으로 해석된 계약 체결 당시에 유보된 다른 기회를 포착하

기 위하여 사용할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자신의 포기된 기회 이론을 설명

하고 있다.69)

그리고 자신의 분석이 더 진보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서머즈 교수의 비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다.70) 우선 자신도 서머즈 교수와 마찬가지로 

Good Faith 또는 bad faith 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정의를 할 수 없다는 데 완전

히 동의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여 모든 사례에 공통된 하나의 사실이나 복수의 

사실의 집합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역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

지만, 그렇다고 하여 서머즈 교수와 같이 排除槪念 이론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한다. 배제개념 분석의 난점은 그것이 bad faith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대부

분의 판례들은 당사자가 Good Faith로 행동했다고 판결하 으며, 이러한 판례들

도 새로운 사례들을 다룸에 있어서 유용하고, 한 특수한 사례가 종전의 선례와 

유사한가 아닌가를 유추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정의를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한

다. 자신은 리스테이트먼트 내지 서머즈 식의 설명방법이 더 나은 것으로 가는 

中間 驛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중간적인 설명방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는 이론

에 대한 더 개선된 이해가 가능한가에 달려 있다고 한다. 자신의 비용 관점도 排
除槪念 이론과 마찬가지로 판례와의 유추 논증을 돕기 위한 언어학적인 설명방
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서머즈 교수처럼 모든 사실들을 한 사건에서 고려하는 것

은 제한된 실제적 유용성밖에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 예컨대 비율차임 임대차 계

약의 예에서 ‘모든 사실’ 또는 ‘전체 상황’이란 임차인이 백인인가 흑인인가, 자동

차를 파는가 마차의 채찍을 파는가, 회사인가 아닌가 하는 것처럼 무한하다고 한

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사실, 즉 선례와 의미 있는 유사성 또는 의미 있는 차

이점을 정당하게 확보해 주는 그러한 사실들에 주의를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한

69) Burton, 註 43), p.499 ff.
70) Burton, 註 66), 507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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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적극적인 정의나 서머즈 교수와 같이 일반

적으로 결론에 관련이 있는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 외에도 일반적 기술 내지 모

델, 즉 복잡한 실제를 단순화하여 묘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이 

주장하는 비용 관점은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례들이 이 비용 

관점의 언어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것이 유용한 설명방법이라고 생

각한다고 한다. 그런데 예컨대 ‘모든 사실을 고려하여 거래의 정신에 어긋나게 

행동하여서는 안된다’와 같이 말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이 중요

한지 아닌지를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리스테이트먼

트-서머즈 식의 설명방법은 상대적으로 초점이 결여되어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

지 않는다고 한다.

버튼 교수는 그 후에도 이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나, 다소 

뉘앙스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최근에는 “포기한 기회의 만회

(recapturing forgone opportunity)”보다는 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의 정당한 기대

(justified expectation)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1994년의 논문71)에서

는 Good Faith에 관한 UCC 제1-201조의 정의 가운데 계약 이행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Good Faith”는 

당사자들의 약정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기대의 범위 내에 있는 이유로 재량을 행

사하는 것을 의미한다(“Good Faith” in contract performance means exercising 

any discretion for reasons within the parties' justifiable expectations arising from 

their agreement).72)

6. 앤더슨(Anderson) 교수의 Good Faith 집행 이론

앞에서 언급한 UCC나 리스테이트먼트는 모두 계약의 이행(performance)뿐만 

아니라 집행(enforcement)에 있어서도 Good Faith가 요구됨을 밝히고 있다.73) 그

71) Steven J. Burton, “Good Faith in Articles 1 and 2 of the U.C.C.: the Practice View,” 
35 William. & Mary Law Review 1533, 1545 ff.(1994).

72) Burton and Anderson, 註 6), 40은 근래의 판례의 경향을 설명하면서 좀더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몇 개의 판례는 bad faith는 포기한 기회를 만회하기 
위하여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데, 더 많은 판례는 재량이 
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들의 정당한 기대의 범위 내에 있는 이유로 행사될 것을 요

구하며, 이것이 동일한 생각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73) 위 Ⅱ. 2. 나. 및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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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초기의 Good Faith에 관한 논의는 주로 계약의 이행에 집중되었고 계약의 

집행에 있어서의 Good Faith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74) 그런데 앤더

슨 교수는 계약의 집행에 있어서의 Good Faith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하여

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Good Faith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75)

그는 우선 계약의 이행과 집행을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즉 이행이란 어떤 이

익을 받는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받기 위하여 교섭을 한 그러한 이익을 

말하고, 계약의 이행이란 그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합의를 맺을 때의 목적을 충

족시키는 것이라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생각했던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집행이란 그러한 이행이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상하거나 이행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76) 여기서 

말하는 집행은 종래의 손해배상이나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또는 손해배

상액의 약정 등 뿐만 아니라 계약의 해제(cancellation)나 해지(termination) 등과 

같이 종래에는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도 포함한

다.77) 특히 계약의 집행은 당사자 사이의 집행조항(enforcement terms)에 의존할 

수도 있다. 이는 대체로 조건(condition)의 형태를 취하는데, 가령 소매상인이 일

정한 양을 구입하지 않으면 도매상인이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 등이다.78)

앤더슨 교수는 전통적인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은 (1) 피해를 입은 당사자

에게 그 교섭의 이득을 확보하는 것과 (2)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비

용을 부과하지 않는 것의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79) 이는 계약 

74) Anderson, 註 2), 300.
75) Anderson, 註 2) 참조. 또한 Burton and Anderson, 註 6), 164 ff. 참조.
76) Anderson, 註 2), 303. Burton and Anderson, 註 6), 167 ff.에서는 당사자들이 제1차
적으로 가지게 되는 이득(benefit)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이행의 권리(performance 
rights), 이러한 이득을 받게 되는 이익을 이행의 이익(performance interest)이라고 정
의하고, 이러한 이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가지게 되는 권리를 집행
의 권리(enforcement rights),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가지는 이익을 집행의 
이익(interest in enforcement)이라고 정의한다.

77) Anderson, 註 2), 303.
78) Anderson, 註 2), 304 ff. Burton and Anderson, 註 6), 171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

(liquidated damages clause)을 자주 이용되는 집행조항으로 들고 있다.
79) 그 예로서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권자의 損害減輕義務 原理(mitigation principle)와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위반(material breach)만이 해제
사유가 된다는 것,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있어서 그것이 과다하여 罰(penalty)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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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 있어서의 Good Faith에도 적용된다고 한다.80) 이 이론은 분석적인 두 단

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단계는 문제의 조항이 집행조항인가, 집행조항이라면 

그 집행조항을 원용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서도 

이를 약정에 포함시키는 목적을 촉진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두 번째 단계는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첫째는 집행의 시점에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집행조항이 그것이 의도되었던 것 이외의 목적을 위한 것

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집행을 강행하는 당사자가 그 조항이 포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없이도 집행 조항의 원용을 불필요하게 만드

는 합리적인 다른 수단을 취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81)

첫 단계에 관하여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82) 여기서는 두 번째 단계에 관

한 논의를 주로 소개한다. 우선 집행조항을 원용하는 목적이 집행조항을 약정한 

원래의 목적과는 다를 때에는 그 원용은 Good Faith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

될 수 없다. 예컨대 Holiday Inns of America, Inc. v. Knight83)에서는 부동산 소

유자인 피고가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5년 내에 198,633 달러에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 는데, 그 계약에 따르면 상대방

인 예약권자(optionee)가 처음에 1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어서 4년 동안 매년 7월 

1일에 1만 달러씩을 지급하기로 하되 예약권자가 그 지급을 지체하면 예약완결

권(option)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원고인 예약권자는 첫 3

만 달러는 제대로 지급하 는데, 1966. 6. 30.에 1만 달러를 피고에게 수표로 보

냈으나 피고는 7. 2. 이를 받고서 7. 8. 예약권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예약

권자에게 돌려보냈다.84) 제1심은 피고 승소의 무변론 판결(summary judgment)85)

가지면 효력이 없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Anderson, 註 2), 307 ff. 실질적인 위반에 
대하여 좀더 상세한 것은 Burton and Anderson, 註 6), 197 ff. 참조.

80) Anderson, 註 2), 306 ff.
81) Anderson, 註 2), 312 f.
82) Anderson, 註 2), 313 ff. 예컨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목적 토지상의 담
장을 제거하기로 하고 담장이 제거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 약정하 는데, 담장이 대부분 제거되었으나 일부는 남아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차
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가가 문제된 사안[Budget Way Cleaners & Laundry, Inc. v. 
Simon, 151 Cal. App. 2d 476(1957)]에서는 담장을 제거할 의무에 관한 것은 이행조항
이지만 그 위반이 있으면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집행조항이라고 한다.

83) 70 Cal. 2d 327(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69).
84) 이 사건에서 예약완결권 실효 조항이 이행조항인가 집행조항인가도 문제될 수 있으나 
앤더슨 교수는 이 조항은 집행조항이라고 한다. Anderson, 註 2), 317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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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고하 으나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 다. 위 예약완

결권 실효조항의 목적은 예약완결권자가 약정된 기간 이상으로 투기를 하는 것

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약완결권자가 1만 달러보다 몇 십 배 가치가 있는 

예약완결권이 달려 있는데도 이러한 사소한 금액의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투기를 

하리라는 가능성은 별로 없고, 오히려 피고가 집행조항을 원용한 목적은 피고가 

원고의 예약완결권을 실효시킴으로써 토지의 급등한 가치를 향유하려는 것이었

다고 할 수 있다.86) 따라서 피고의 예약완결권 실효 주장은 Good Faith에 어긋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87)

나아가 집행조항의 원용이 집행조항을 약정한 원래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

라 해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불필요하게 과다한 손해를 입힐 때에는 Good Faith

에 어긋난다. 예컨대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필요한 도시

계획 허가를 받아 주기로 하 고 매수인은 그러한 의무가 없으며, 매도인이 허가

를 얻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허가를 받지 못

하 다고 하여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도시계획 

당국에 출두하여 토지의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

으나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 지만, 매수인이 그에 응하 다면 허가를 얻었을 

수 있었으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Good Faith에 어긋난다고 한다.88)

앤더슨 교수는 자신의 이러한 분석이 Good Faith에 관한 버튼 교수의 분석과 

유사하다고 한다. 즉 양자는 다같이 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의 공통된 기대와 

계약 체결 후의 선택 사이의 일관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89)

85) 무변론 판결은 기록상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진정한 쟁점이 없고, 무변론 판결을 신
청한 당사자가 법률문제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선고된다. 연
방 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56(c).

86) 위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 체결 후 인접 토지에 대규모의 주거 및 상업 단
지를 조성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도 매우 상승하 다고 한다. 70 Cal. 2d 327, 329.

87) Anderson, 註 2), 318 ff.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직접 Good Faith를 원용하지 않고, 
계약상 일방 당사자가 계약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서 沒取(forfeiture)를 당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는 중과실이나 악의 등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완전한 보상을 함

으로써 몰취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민법전(civil code) 제3275
조를 적용하 으나, 그 판결 이유에 있어서는 원고는 계약 조항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
이 있는 반면 피고는 계약의 종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손해도 입지 않았고, 또 그
의 어떤 정당한 기대도 침해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70 Cal. 2d 327, 332.

88) Anderson, 註 2), 321 f.
89) Anderson, 註 2), 326 Fn.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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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앤더슨 교수는 이러한 집행에 있어서의 Good Faith 이론이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하는 점을 다루고 있는데, 이 이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사자의 이

행에 관한 이익이 집행에 관한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를 촉진시킨다는 데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공의 정책(public policy)에 근거한 이론들과는 구별되며, 양자가 경합할 때에는 

집행에 관한 Good Faith 이론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90)

Ⅳ. 契約의 履行과 執行에 있어서의 Good Faith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Good Faith에 관한 판례는 매우 많아서 이에 관하여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

다. 여기서는 비교적 미국의 법원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판례를 골라서 소개하고, 그에 관련된 판례와 학자들의 의견을 아울러 덧붙이기

로 한다.91)

1. Greer Properties, Inc. v. LaSalle National Bank92)

이 사건에서는 토지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 Good Faith에 어긋나

는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의 피고는 토지를 1987년 2월에 제3자인 A 회

사에게 약 110만 달러에 매도하 는데,93) 그 매매계약에서는 토지가 환경 쓰레

기에 의하여 오염되었으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 다. A 회사는 

조사 결과 그 토지가 환경 쓰레기에 의하여 오염되었고 이를 제거하려면 50만 

달러 이상이 든다고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 다. 그리하여 피고는 1987년 7월

에 위 토지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 는데, 매매가격은 125만 달러 고, 위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이 환경 오염을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되 그 제거 비용이 매도

인의 최선의 업적 판단(best business judgment)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90) Anderson, 註 2), 345 ff.
91) 제2차 계약 리스테이트먼트 제205조 공식 해설에도 간단한 판례의 소개가 있다. 그 
외에 상세한 판례의 소개는 Burton and Anderson, 註 6) 참조.

92) 874 F. 2d 457 ff.(7th Circuit, 1989).
93) 엄 히 말하면 피고는 매도인이 아니라 매도인의 受託者(trustee) 으나 이하에서는 편
의상 피고가 매도인인 것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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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때에는(economically impracticable)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

하 다. 매도인인 피고가 위 환경 오염 제거 비용을 따져 본 결과 대략 10만 달

러에서 20만 달러 사이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알리지 않은 채 최초의 매수인이었던 A 회사와 다시 교섭을 하여 같은 해 10월 

7일에 A 회사가 피고에게 위 토지를 145만 5천 달러에 매수하겠다는 계약서 초

안을 보내 왔다. 같은 날 피고는 위 제거 비용이 19만 달러에서 24만 달러에 이

를 것이라는 통지를 받고, 다음날 원고에게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를 하 다. 

다만 계약 해제 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매매 대금을 25만 달러 인상한

다면 토지를 팔 의사가 있다고 하 으나 원고는 그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1987. 12. 31. 피고를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는 특정이행 및 손

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 고, 피고는 그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해제가 적법

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反訴를 제기하 다. 원심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 

승소의 무변론 판결(summary judgment)을 선고하 는데, 그 이유로서 계약서의 

“최선의 업적 판단”이라는 용어는 매도인에게 경제적으로 실현 불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을 주고 있고, 피고의 해제가 Good Faith

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고 하 다.

그러나 항소심인 연방 제7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 다. 항소심 판결

은 매도인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심과 견해를 같

이하 지만, Good Faith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좀더 심리가 행해져야 한다고 하

다. 즉 이 사건의 준거법인 일리노이 주 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good faith and fair dealing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상 재량을 부여받은 당사자는 

그의 재량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恣意的이나 변덕스럽게 행사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94) 피고가 A 회사로부터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의 

계약을 해제하 다면 그 해제는 bad faith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시 말하여 피고

가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

다면, 피고는 더 나은 가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을 포기한 것이

고, 계약 해제 조항을 이러한 기회를 만회하기 위하여 사용하 다면 피고는 bad 

faith로 행동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고 무변론 

94) 이 판결은 그 근거로서 일리노이 주 대법원의 Foster Enterprises, Inc. v. Germania 
Fed. Savings and Loan Ass'n, 421 N. E. 2d 1375, 1381(1981)과 Burton의 1980년 논
문(위 註 43) 369면 등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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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2. Kendall v. Ernest Pestana, Inc.95)

이 사건은 임차권의 양도 또는 轉貸借는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임대차계약의 조항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임대차의 목적물은 14,400 제곱 

피트에 달하는 공항의 격납고 공간에 관한 것이었고, 임대차 계약96)은 1970년에 

25년 기간으로 체결된 것이었으며, 위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

도하기 전에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이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차인은 1981년에 위 임차권

을 원고에게 양도하 으나 피고인 임대인은 그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의 동의 거절이 불합리하고 위법한 양도의 자유 

제한임의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다. 그러나 원심은 위 청

구가 주장 자체로서 이유가 없다고 하는 피고의 妨訴 抗辯(demurrer)을 받아들

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자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 다.

이 점에 관하여 이 판결은 종전의 법률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다른 많은 주의 판례들은 임대차 계약상 임차권의 양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으면 아무리 양수인이 임차인으로서 적절하고 임대인의 반

대가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恣意的으로 동의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
하여 왔다.97)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점차 많은 비판을 받아 왔고, 근래 일부 소

수 주의 판례들은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동의는 불합리하게 거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의가 있을 때에만 거절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다.98)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소수 주의 판례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

한다고 한다. 우선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근래에 이르러 

Good Faith의 법리를 근거로 하여 임대인의 동의는 합리적인 이의가 있을 때에

95) 40 Cal. 3d 488(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85).
96) 정확히 말하면 이 임대차 계약은 市로부터의 임차인이 다시 제3자와 체결한 轉貸借 
계약이다. 이하에서는 임대차 계약이라고만 한다.

97) 그러나 그로 인하여 가혹한 결과가 생길 때에는 많은 법원들이 포기(waiver)와 禁反
言(estoppel)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를 회피하여 왔다. 이들에 관한 자세한 판례의 소개
는 40 Cal. 3d 488, 495 f. 참조.

98) 40 Cal. 3d 494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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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고,99) 연방 제9항소법원도 이러한 판례들을 근

거로 하여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도 이러한 원칙을 채택할 것으로 예측하 다.100) 

이러한 변화의 계기는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임차권의 讓渡(conveyance)라는 측

면에서 점차 도시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상업 용지의 합리적인 양도를 허용할 필

요성이 절실하여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임대차의 계약(contract)의 속성에 비

추어 볼 때 계약이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권리에 향을 미치는 재량을 부

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량을 Good Faith에 따라 공정한 거래에 부합하게 행

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동의에 관한 재량은 상업

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이나 

편의 또는 개인적인 민감성을 근거로 하여 동의를 거절하는 것은 상업적으로 합

리적이 아니며, 또 임대인이 원래 약정되었던 것보다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기 위

하여 동의를 거절하는 것도 합리적이 아닌데 왜냐 하면 약정했던 것보다 더 유

리한 거래를 하고 싶은 임대인의 욕구는 양도를 제한하는 허용될 수 있는 목적 

―재산의 보존과 임대차 약정의 이행에 관한 임대인의 이익 보호―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101) 그 외에 종래 임대인의 동의거절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하는 

근거로 제시된 것들은 모두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102)103)

그러나 다른 한편 동일한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1992년의 Carma Developers 

(Cal.) Inc. v. Marathon Developement Cal. Inc.104)에서는 유사한 사실관계 하에

서 다른 결론을 내렸는데, 그 주된 이유는 당해 임대차 계약 제15조 (b)가 임차

99) Cohen v. Ratinoff(1983) 147 Cal.App.3d 321; Schweiso v. Williams(1984) 150 Cal. 
App.3d 883.

100) Prestin v. Mobil Oil Corp.(9th Cir. 1984) 741 F.2d 268).
101) 40 Cal.3d 488, 498 ff.
102) 40 Cal.3d 488, 501 ff.
103) 이 판결에 대하여는 Lucas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는데, 다수의견에 따르면 불필요
한 소송이 증가할 뿐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원심판결의 Anderson 판사의 다음과 같
은 반대의견을 인용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동의가 불합리하게 거절되
어서는 안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임대인이 양도에 대한 합리적인 이의가 있
을 때에만 동의를 거절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항소인의 주장은 법원이 
임대인의 동의거절권을 제한하는 것을 추가하도록 계약을 새로 쓰라는 것이나, 이 사
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캘리포니아의 판례는 다수의 판례에 따라서 동의권을 제한하

지 않고 있었고, 그 이후에 임대인의 동의거절권을 제한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판
례는 잘못된 것이며, 그처럼 동의거절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입법에 의하여 행해져야
만 한다고 한다. 40 Cal.3d 507 ff.

104) 2 Cal.4th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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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차 통지를 받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 또는 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캘리포니

아 주 대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임대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도 양도에 대한 동

의를 거절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105) Good Faith의 원칙은 명시적

인 조항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하여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Good Faith에 어긋난

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 다.106)

3. Kham & Nate's Shoes No. 2, Inc. v. First Bank of Whiting107)

이 사건은 이른바 貸主責任(Lender Liability)이라고 불리는 분야의 문제이다. 

즉 소비대차계약상 대주가 차주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대주가 대여를 중단한 것이 차주에 대하여 계약 위반이 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되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상당히 복잡한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108) 이 

사건 피고 은행은 1981년부터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고 있었고, 또 원고 회

사의 채권자들에게 신용장을 발부하여 주었다. 그런데 1983년 후반에 원고가 자

금난에 빠져서 피고에게 추가 자금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회사정리절차109) 

개시신청을 할 것을 권유하 고 그에 따라 원고는 1984년 1월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 다. 법원은 위 신청을 인가하면서 은행의 채권이 다른 회사정리

절차 비용보다도 우선하도록 하 다.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는 1984. 1. 23. 30만 

달러의 소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위 계약에는 5일 전에 통지하면 은행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하여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7만 5천 달러를 대여

105) 실제로 위 임대차 계약 제15조 (a)는 임차인의 양도 또는 전대차 통지에 대하여 임
대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제15조 (a)가 규정하는 양도에 대한 동의와 제15조 (b)가 규정하는 임대
차 계약의 해지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 다. 2 Cal.4th 342, 363 f.

106) Burton and Anderson, 註 6), 63 ff.는 이 두 판결을 명시적인 조항이 Good Faith의 
원칙에 우선한다는 예로서 들고 있다.

107) 908 F. 2d 1351 ff.(7th Circuit, 1990).
108)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 외에 Dennis M. Patterson, “A Fable from the Seventh 

Circuit: Frank Easterbrook on Good Faith,” 76 Iowa Law Review 503, 506 ff.(1991) 
참조.

109) Chapter 11 of the Bankruptcy Code.



2003. 12.] 美國 契約法上 Good Faith 原則 67

하 다. 그러다가 피고 은행은 1984. 2. 29.에 원고에게 3월 7일 이후에는 더 이

상 융자를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 다. 그 후에도 피고 은행은 원고의 채권자

들이 신용장을 통하여 돈을 인출하여 가는 것을 용인하 다.

원고는 1988년 정리계획을 제출하면서 은행을 우선순위가 없는 무담보의 채권

자로 취급할 것을 요청하 고, 파산법원은 피고가 융자를 중단하고 원고의 채권

자들이 신용장을 통하여 돈을 인출해 가도록 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 신청 전의 

무담보 채권자로부터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최우선 순위의 담보권자가 되었으며, 

이는 부당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가 제출한 정리계획을 인가하 다. 이에 대하여 

연방지방법원도 이를 인용하 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 다.110)

이 사건의 판결이유를 집필한 이스터브룩(Easterbrook) 판사111)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론적으로 은행이 융자를 중단한 것이 계약의 명문규정에 따른 것이라

고 하여 Good Faith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고 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 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112)

원고는 비록 채권자의 행동이 모든 계약상의 규정에 따랐다 하더라도 불공정

하고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은 상사 거래의 당사자가 그

들의 계약을 준수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원칙을 채택하고자 하지 않는다. 법원

은 대여의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림이 

없이 한 형태의 계약을 다른 형태의 계약으로 사후에 바꿀 수 없다. 계약이 그 

조항에 따라 집행되지 않는다면 계약이라는 제도는 사적인 거래와 약정이 가져

오는 모든 이점과 함께 위험에 빠지게 된다.

계약을 교섭한 회사는 비록 상대방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가져오더라도 “Good 

Faith”가 결여되었다는 비난을 받음이 없이 계약을 문자 그대로 집행할 권리가 

있다. 비록 판례가 Good Faith의 의무가 모든 계약 관계에 존재한다고 언급하기

는 하지만, 이것이 한 당사자가 문서상 명시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권리를 행사했

어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초대장은 아니다. “Good Faith”는 계약 체결 당시

에 고려될 수 없었고 따라서 당사자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방

법으로 기회주의적인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묵시적인 약속을 간결하게 부르

110) 이 사건에서는 회사정리법상의 다른 쟁점들도 다루어졌으나 여기서는 생략한다.
111) 이스터브룩 판사는 시카고 법과대학의 교수 다가 1985년에 연방 제7항소법원의 판
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회사법과 독점금지법 분야에 관하여 많은 책과 논문을 쓴 
향력 있는 학자이기도 하다.

112) 908 F.2d 1351, 1356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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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계약이 침묵을 지키면 Good Faith의 원칙은 공백을 메운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로 계약에 나와 있는 조항의 사용을 봉쇄하지는 못한다.

문자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기대와 결과 사이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안다고 하여 법원이 당사자가 행동한 데 정당한 이유(good cause)가 있

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은 서로 간에 수탁자

(fiduciary)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의 권리에 “정당한 이유(just 

cause)”를 덧씌우는 것은 거래의 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유발한다. 채무자와 은행은 은행에게 명시적으로 추가적인 대여를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는 계약에 서명을 하 으며, 은행은 무슨 이유이건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결국 이 판결은 은행이 대여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으면 Good Faith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Good Faith 원칙은 계약

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다른 판결들과는 다르다. 예컨대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

인 1985년에 연방 제6항소법원이 선고한 K. M. C. Co., Inc., v. Irving Trust 

Company 판결113)은 대주가 사전 통지 없이 소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

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는데, 제6항소법원은 계약에는 사전 통지를 요구하는 규정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ood Faith 원칙에 의하여 사전 통지를 하 어야 한다고 

판시하 다.

이 Kham & Nate's Shoes 판결은 그 후의 판례들에 의하여 자주 인용되고 있

고,114) 이처럼 이스터브룩 판사와 같이 계약의 문언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조를 

新形式主義(Neoformalism) 내지 新觀念主義(new Conceptualism) 또는 新文言主義
(new textualism)라고 부르기도 한다.115)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판결이 계약의 문언만을 중시하고 당사자들의 정당

한 기대는 무시하 다는 이유로 이 판결을 비판한다. 버튼과 앤더슨 교수는, 명

시적 조항이 있으면 그것이 Good Faith에 따른 묵시적 의사표시보다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명시적 조항이 신성 불가침인 것은 아니며, 이는 명시적 

조항이 체결될 당시의 문맥에서 정당하게 해석되었을 때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

113) 757 F. 2d. 752 ff.
114) Van Alstine(註 24), 1261 Fn.154)에 인용되어 있는 판례들 참조.
115) John E. Murray, Jr., 註 15)(Contract Theories), 869 ff.; Palph Mooney, “The New 

Conceptualism in Contract Law,” 74 Oregon Law Review 1131 ff.(1995); Van Alstine, 
註 24), 1223, 1258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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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Good Faith의 원칙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정신을 유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16)는 것이다.117) 패터슨 교수도 이 판결이 계약의 문

언만을 중시하는, 이미 극복된 형식주의(formalism)적인 계약법 이론을 따르고 있

다고 비판한다.118)

반 알스틴(Van Alstine) 교수는 두 가지 점에서 이러한 형식주의의 오류를 비

판한다. 첫째 형식주의는 해석에 있어서 유일하게 관련된 당사자의 이해와 기대

는 서면상의 명시적 조항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어떤 

기대는 너무 기본적이거나 명백해서 이들을 교섭 과정에서 제기할 필요를 느끼

지 못했거나 문서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 있고, 

Good Faith의 이론은 이러한 사정을 반 하는 것이라고 한다.119) 둘째 형식주의

는 재량을 인정하는 조항에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으면 그러한 제한은 없다고 단

정하지만, 언어의 불완전성이나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들

이 모든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계약에 규정할 수 없고, 따라서 문언상으로

는 제한이 없더라도 실제로는 “숨은 공백(hidden gap)”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Good Faith의 원칙이 기능한다고 한다.120)

반면 화이트(White) 교수는 계약의 당사자는 “協調的인 敵對者(cooperative 

antagonist)”라는 관점121)에 서서, Good Faith의 의무는 수탁자의 의무와 다르다

고 하여 이 판결을 지지한다.122)

116) Tidmore Oil Co. v. BP oilCo./Gulf Prods. Div., 932 F.2d 1384, 1390(11th Cir. 
1991).

117) Burton and Anderson, 註 6), 62 ff. 다만 버튼과 앤더슨 교수는 貸主責任의 문제에 
관하여는 K. M. C. Co., Inc., v. Irving Trust Company(註 113)도 결과에 있어서는 잘
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애리조나 주 대법원이 선고한 Southwest 
Savings & Loan Association v. SunAmo Systems, Inc., 172 Ariz. 553(1992)의 분석방
법을 지지한다. 위 책, 149 ff. 참조. 다른 판례들도 대체로 K. M. C.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 Van Alstine, 註 24), 1259 Fn.143) 참조.

118) Patterson, 註 108), 503, 510 ff.
119) Van Alstine, 註 24), 1272 ff.
120) Van Alstine, 註 24), 1281 ff.
121) 화이트 교수는 이 개념을 Howard Raffia, The Art and Science of Negotiations 19 

(1082)에서 빌려 왔다.
122) James J. White, “Good Faith and the Cooperative Antagonist,” 54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Review 679 ff.(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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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renswet, Inc. v. Amana Refrigeration, Inc.123)

이 사건 판결은 계약을 무효로 하는 사유인 非良心性(Unconcionability)의 법리

와 Good Faith의 원칙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69년부터 피고가 생산하는 냉장고, 냉동장치, 

에어컨디셔너 등을 남부 루이지애나 주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대리점이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최초의 계약에서는 어

느 당사자도 10일 전에 통지만 하면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with or without 

cause)”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1975년에 갱신된 계약에서는 

10일 전에 통지만 하면 “어느 때건 어떤 이유에서건(at any time for any 

reason)”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 다. 그런데 1976년 중반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와의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 다. 피고는 그 이유로 여러 가지

를 내세웠으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진정한 이유는 피고의 사장이 원고의 母會
社의 대표이사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대리점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
이었다. 이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피고의 해지가 bad faith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

이었다.

원심인 연방지방법원은 우선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해지를 하려면 이유가 있

어야 하고, 전혀 이유가 없어서는 안되며, 그 이유는 이성이나 심정 등에 부합하

는 것이라야 하며 恣意的이고 변덕스러운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아니더라도 

UCC 내지 이를 입법화한 이 사건의 준거법인 아이오와 주 법상의 Good Faith 

원칙은 대리점 계약을 bad faith에 의하여 해지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피고의 행

동은 bad faith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시하여 해지를 금지하는 豫備的 留止命令
(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위 유지명령이 발하여진 후 피고는 약관을 바

꾸어 대리점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가 

이러한 계약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 다는 이유로 유지명령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 는데, 법원은 이 신청은 기각하 으나 유지명령을 수정하여 원고가 피고

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하고 다만 피고가 이유 없이 원고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자, 연방 제5항소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지명령을 취소하 다.

제5항소법원은 우선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어떤 이유에서건”이라는 문귀는 

123) 594 F.2d 129 ff.(Firth Circuit,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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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의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 다.124) 그리고 UCC상의 Good Faith 원칙에 의하여 해지가 제한되는가에 관

하여는, Good Faith의 의무는 UCC상의 非良心性 규정125)과는 달리 명백한 계약

의 조항을 뒤집거나 삭제할 수는 없으며, 계약 조항이 이유 없이도 해지할 수 있

도록 명백히 허용하고 있으면 그러한 해지를 금지하는 조항을 묵시적으로 도출

해낼 여지는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처럼 무제한으로 해지를 허용하는 

조항을 비양심성의 법리에 비추어 따져 보는 것이 더 낫지만, 이러한 조항은 나

빠진 관계를 소송 없이 종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비양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126)

5. Market Street Associates Ltd Partnership v. Frey127)

이 판결은 그 결론 자체보다는 포즈너(Posner) 판사의 이유 설시 때문에 주목

을 받는 판결이다.128)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968년에 A 회사는 이 사건 토

지를 피고 회사에게 팔고 이를 다시 25년 기간으로 임차하 다. 그 임대차 계약

서 제34항에는 임차인의 건물 증축 비용이 25만 달러를 초과할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금융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임차인이 

최초의 매매가격에 이자를 덧붙인 금액에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원고는 1987년에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 고, 1988년 두 차례에 걸쳐서 

피고 회사에게 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증축 비용 200만 달러의 융자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피고 회사는 700만 달러 이하의 융자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다고 거절하는 답변을 하 다. 그러자 원고 회사가 위 계약서 조항에 따라 위 토

지를 환매하겠다고 하 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아서 원고가 소송을 제

124) 594 F. 2d 134 ff.
125) 비양심성의 법리는 대체로 우리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와 유사하다. UCC 제2-302조 (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법률문제로
서 계약이나 계약의 어느 조항이 체결될 당시에 비양심적이라고 판단하면 법원은 그 

계약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비양심적인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을 집행하거나, 비
양심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양심적인 조항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26) 594 F. 2d 129, 136 ff.
127) 941 F.2d 588 ff.
128) 포즈너(Richard A. Posner) 판사는 시카고 대학교 법과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연방 제7항소법원의 판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法經濟學(Law and Economics) 분야의 
선구자로서 수많은 책과 논문을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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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다. 위 당시에 위 토지의 환매 가격은 100만 달러 정도 으나 시가는 그

보다 훨씬 높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융자를 요구할 당시에 피고가 이를 거절하면 원고가 

환매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Good Faith에 어긋나는가 

하는 점이었는데, 원심인 연방지방법원은 이를 긍정하여 피고를 위한 무변론 판

결을 내렸다. 즉 원고는 실제로 피고로부터 융자를 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피

고가 위 환매 조항을 간과하여 이를 거절하면 이를 다시 사기를 원하여 융자 요

청 당시에 위 환매 조항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결 이유를 집필한 포즈너 판사는 우선 “Good Faith”때문에 모든 계약이 신

탁관계(fiduciary relationship)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 다. 계

약을 체결하 다고 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이타주의자가 되어서 계약의 

조항을 완화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간과하

을 때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이는 詐欺的인 去來(sharp dealing)이고 절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생산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Good Faith의 의무는 도덕적 원칙을 계약법에 삽입하는 것이 아

니고, 受託者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이 분쟁을 가져오게 된 상황을 예견
하 더라면 맺었을 조항을 추측하는 척도라는 것이다. 계약의 본질적인 기능은 

위험을 분배하는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들이 분배한 위험을 법원이 달리 정하는 

것은 계약의 기능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계약의 기능은 위험을 분배하는 것뿐만

이 아니며, Good Faith 이론의 임무는 규칙이 없는 경우에 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한다.129) 

물론 이러한 “Good Faith”라는 용어나 이론이 없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

견될 수 없었던 상황이 요구하는 묵시적인 조건이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도 있지만 양자는 결국 같은 것이라고 한다. 양자는 계약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 

즉 계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들이 미래에 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조항을 

교섭하고 이를 추가하는 비용이 0이라면 그들이 명시적으로 약정했을 내용을 당

사자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130)

129) 541 F.2d 592 ff. 여기서 포즈너 판사는 [“Good faith”는 계약 체결 당시에 고려될 
수 없었고 따라서 당사자들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방법으로 기회주의

적인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묵시적인 약속을 간결하게 부르는 것이다]라는 Kham 
& Nate's Shoes No. 2, Inc. v. First Bank of Whiting에서의 이스터브룩 판사의 말(위 
3. 참조)을 인용하고 있다. 541 F.2d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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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원고가 처음부터 위 토지를 살 목적으로 환매 조항에 언급하지 

않은 채 융자 신청을 하 다면 그러한 행동은 Good Faith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럴 가능성도 많지만, 무변론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무변론 판결을 신청한 당사자

의 상대방에게 가장 유리하게 사실을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융자 요청을 받고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여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고려해 볼 

것이라고 원고가 생각하 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원고의 행동이 bad faith에 의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하여는 사실심리가 필요하

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 다.

이 사건에서 포즈너 판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Good Faith의 원칙이란 기회주

의를 방지하는 것이고,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없다면 당사자가 체결하 을 

내용의 조항을 법원이 삽입하는 것이라고 하는, 법경제학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131)

이에 대하여 버튼과 앤더슨 교수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즉 이처럼 

Good Faith의 원칙이 기회주의를 방지하는 것으로 보는 포즈너 판사나 이스터브

룩 판사의 이론과 자신들의 주장은 결론이 같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있다고 한

다. 즉 이러한 이론은 Good Faith의 이론이 묵시적인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보

고, 명시적인 조항이 있을 때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이는 계

약의 해석이나 Good Faith 이론에 관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기회

주의를 일방이 먼저 이행한 다음 상대방이 교섭되지 않았던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계약이 조항을 핑계로 내세우는 것132)으로 좁게 이해한다면 Good Faith의 원칙

이 문제되는 수많은 사례를 놓치게 된다고 한다. 물론 기회주의를 넓게 이해한다

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포기한 기회를 만회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렇게 되면 양자는 실제로 같은 含意를 가지게 되지만, 좁은 경제적 의미에서의 

기회주의란 수많은 선례에 제대로 들어맞지 않으며, 따라서 당사자의 의도와 합

리적인 기대를 보호받지 못하게 방치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133)

130) 941 F.2d 596 ff.
131) 이를 完全契約(full contingent contract)이라고 한다. 계약의 보충적 해석을 완전계약
에 의하여 설명하려는 시도에 대한 소개는 尹眞秀, “法律行爲의 補充的 解釋에 관한 
獨逸의 學說과 判例”, 判例月報 제238호(1990. 7), 14면 이하, 23-24면 참조.

132) Daniel O. Fischel, “The Economics of Lender Liability,” 99 Yale Law Journal 131, 
141(1989).

133) Burton and Anderson, 註 6), 414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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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rown v. Avemco Inv. Corp.134)

이 판결은 계약의 집행이 Good Faith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에 관한 것

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acceleration 

clause)의 원용이 Good Faith에 부합하는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972. 9. 22. 소외 A가 피고로부터 6,500 달러를 차용하고 액면 

9,607.92 달러의 어음(promissory note)을 발행하 는데 이 어음은 차주 소유의 

비행기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었다. 위 소비대차 계약에 따르면 차주가 원금이나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또는 대주의 서면승낙 없이 담보물을 팔거나 임대하

거나 양도하는 등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대주가 변제 여부가 불안하다고

(insecure) 판단하면 모든 미변제 원금 및 이자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973. 7. 4. A는 이 비행기를 원고들 3인에게 임대

하 는데, 위 임대계약서에는 위 비행기에 의하여 담보된 돈이 모두 변제되면 원

고들이 이 비행기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원고들은 

1975. 7. 9. 피고에게 그들이 위 비행기를 매수하려고 하니 A의 미변제 채무 

4,859.93 달러135)를 변제하겠다고 제의하 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위 

약정에 의하여 미변제 채무액 5,078.97 달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하여 

위 비행기의 점유를 취득하여 같은 해 9월에 이를 7,000 달러에 매각하 다. 그

러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橫領(conversion)136)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다. 원심인 몬태나 연방지방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

다. 그러나 항소심인 연방 제9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 다.

여기서 쟁점은 A가 피고의 사전 승낙 없이 비행기를 원고들에게 임대한 것이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정당한 사유가 되는가 하는 점이었는데, 항소심 

법원의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 다.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은 채권자의 담보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손상시킬 채무자

의 행동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채권자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기한의 이익 상실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합리적일 것이 요구

134) 603 F.2d 1367(9th Cir. 1979).
135) 이는 실제의 미변제 채무인 5,078.97 달러에는 다소 미달하는 금액이었다.
136) 이는 고의로 자신의 소유가 아닌 동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함으로써 권리자에게 피해
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불법

행위의 한 유형을 말한다. Restatement(Second) of Torts § 2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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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는 이 사건의 준거법인 텍사스 주 법이 U.C.C. 상의 Good Faith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1-208조)을 받아들여 입법화한 텍사스 거래 및 상사법

(Business and Commercial Code) 제1,208조에서도 도출된다고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가 임의로 또는 변제 여부가 불안하다고 판단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은 채권자가 Good Faith에 따라 변제나 이행 여부

가 불확실하다고 할 때에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인 피고는 변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

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임대하 으므로 위 계약상의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에도 위 규정은 적용되어야 하

고, 설사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상 새로운 재판이 

요구된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인 피고가 합리적인 담보물의 손상 위험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인 遲滯(default)를 이용하려는 부당한 욕구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을 상실시켰다고 볼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임대는 매각이나 

채무의 지체와는 달리 채권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위험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원

심판결은 파기환송되어야 한다.137)

이 판결을 버튼 교수와 앤더슨 교수는 계약상의 집행 조항이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원용되어 Good Faith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예로 들고 있다.138)

7. Seaman's Direct Buying Service, Inc. v. Standard Oil Co. of 

California139)와 Freeman & Mills, Inc. v. Belcher Oil Co.140)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선고한 위 두 판결은 bad faith에 의한 불이행이 불법

행위가 되는가(이른바 bad faith tort)하는 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전자는 이를 긍

정한 반면 후자는 위 판결을 번복하고 이를 부정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懲罰的 損害賠
償(punitive damage)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damages for emotional 

137) 603 F.2d 1375 ff.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킬케니(Kilkenny) 판사는 반대의견을 
제출하 으나 이는 Good Faith의 원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판사가 배심
원에게 지시(instruction)한 것을 원고가 항소심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가 하는 절차적
인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138) Burton and Anderson, 註 6), 272 ff., 293 ff.
139) 36 Cal. 3d 752(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84).
140) 11 Cal.4th 85(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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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ess)의 청구가 가능한 반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이러한 것들

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1950년대 후반부터 보험계

약(insurance contract)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bad faith에 

의하여 위반하 을 때에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여 왔다.141) 이들 판결이 불법행위를 긍정한 주된 

이유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공공의 이익, 부합계

약 및 보험회사의 신탁적인 의무 등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142)

그런데 Seaman's 판결에서는 이러한 bad faith tort의 이론을 보험계약 이외의 

계약으로 확대하 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상당히 복잡한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요트 정박장에서 정박하는 선박들에 대하여 연료 등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사업을 경 하는 회사인데, 사업 확장을 위하여 市로부터 토지를 임대
하려고 하자 市에서는 원고가 정유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 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와 교섭을 벌여 두 차례에 걸쳐서 意向書(letter of 

intent)를 체결하 다. 그러나 1972년 말에 석유 위기가 닥치자 피고 회사는 원고

와 계약 체결 사실을 부정하고 원고에게 석유 공급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 다. 이 사건에서 원고

와 피고 사이의 계약 관계는 긍정되었고, 주된 논점은 피고의 계약 체결 사실의 

부정이 불법행위가 되는가 하는 점이었는데 1심과 2심은 모두 이를 긍정하 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 으나, 그 이유에서는 계약 체결 

사실의 bad faith에 의한 부정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 다. 우선 종래 캘

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판례상 보험계약에서는 bad faith tort가 인정되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 보험계약 외의 통상적인 상업적 거래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전례

가 없고 위험성을 수반한다고 하 다.143) 즉 이러한 계약에서는 당사자들이 거의 

141) bad faith에 의한 보험계약의 불이행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
결은 Communale v. Traders & General Insurance Co., 50 Cal. 2d 654(1958). 위자료 
청구를 허용한 최초의 판결은 Crisci v. Security Insurance Co., 66 Cal. 2d 661(1967).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한 최초의 판결은 Silberg v. California Life Insurance Co., 11 
Cal. 3d 452(1974).

142) Seaman's(註 139), 36 Cal. 3d 752, 767.
143) 이 판결은 비유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海圖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잠재적으로 위험
한 水域으로 이동하는 것이다(we move into largely uncharted and potentially 
dangerous waters)”라고 표현하고 있다. 36 Cal.3d 752,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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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등한 교섭력을 가졌기 때문에 약정의 윤곽을 자유로이 작성할 수 있고,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불법행위법에 의한 구제수단을 

끼워 넣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불

법행위법상의 구제수단이 상업적 맥락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

고, 그러한 구제수단의 범위와 적용을 결정하는 데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

하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

라 bad faith에 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책임을 면하려고 할 때에는 불법행위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종래의 

판례는 계약의 일방이 상당한 이유 없이, 그리고 청구권원이 있다고 믿지도 않으

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계약 조항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고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

는데,144) 이것과 상당한 이유가 없고 항변 사유가 있다는 믿음도 없으면서 책

임을 부정하는 것 사이에는 원리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불법행위법상의 구제수단을 인정하는 것은 교섭에 의하여 이룩된 관계에 침입하

거나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뒤엎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한다.145)

다만 이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제1심 법원이 배심원에게 지시를 

함에 있어서 피고가 계약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 Good Faith에 의한 것이라면 불

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여 1심 판

결을 파기하 다.

그러나 이 판결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146)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예컨대 

1988년의 Foley v. Interactive Data Corp.147)에서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Good 

Faith에 위반한 해고는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발생시킬 뿐 불법행위법상

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하 다.148)

144) Adams v. Crater Well Drilling, Inc. (1976) 276 Ore. 789.
145) 36 Cal.3d 752, 768 ff.
146) Freeman & Mills 판결(註 140)이 이 판결을 비판하고 있는 다른 판례와 학자들의 
견해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Kerry L. Macintosh, “Gilmore Spoke too soon: 
Contract Rises From the Ashes of the Bad Faith Tort,” 27 Loyola of Los Angeles 
Law Review 483 ff.(1994) 참조.

147) 47 Cal.3d 654, 682 ff.
148) 이 판결은 그 이유로서 계약상의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법상의 손해배상은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 Good Faith 원칙의 목적은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특약이나 계약상의 약
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계약이 목적과는 관계없는 일반적인 공공 정책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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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마침내 Freeman & Mills 판결에서 공식적으로 위 

Seaman's 판결을 폐기하 다. 위 Freeman & Mills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

다. 원고는 회계법인인데 피고가 당사자인 플로리다 주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위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의 동의 하에 위 소송사건에서 필요한 소송 자

료의 분석을 원고에게 의뢰하 다. 그 후 피고가 위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원

고가 요구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 다.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보수 77,538.13 달러와 그 지연손해금 외에 

25,000 달러의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과 400,000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

하 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고 계

약상의 손해배상만을 인정하 고,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도 이러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 다.

대법원은 Seaman's 판결을 자세히 인용한 다음, 그 뒤의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과 항소심 판결들은 이 판결들을 따르지 않고 있고, 다른 주나 연방법원의 판결

들도 위 판결에 비판적이며, 학자들의 견해도 거의 비판적이라는 것을 자세히 소

개하고 나서,149) 이러한 비판론은 별도로 하더라도 계약 자체를 bad faith에 의하

여 부정하는 것은 불법행위인 반면 계약 자체는 인정하면서 책임을 bad faith에 

의하여 부정하는 것은 계약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고, 책임을 bad faith

에 의하여 부정하는 것을 Seaman's 판결의 사정범위에 포함시키면 잠재적으로 

모든 계약 위반을 불법행위로 바꾸는 것이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Seaman's 판결

을 변경한다고 하 다.150)

이러한 판례의 변경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151)

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의 
이론 자체에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론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될 수 없

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149) 이 판결은 이러한 비판론을 Seaman's 판결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혼란, 상사 거
래에 있어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필요성, 지나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잠재적 위험성, 司法的 해결보다는 입법적 해결책의 바람직함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11 Cal.4th 85, 102.

150) 11 Cal.4th 85, 89 ff. 그러나 이 판결도, 계약 자체나 계약에 따른 책임을 bad faith
에 의하여 부정하는 것 이외의 불법행위법의 원리에서 나오는 독립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 이러한 판례 변경
이 종래 보험계약상의 bad faith tort에 관한 판례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11 Cal.4th 85, 95, 102-102.
151) Goren, 註 10), 302 ff.; Robert L. Rancourt, Jr. “Freeman & Mills, Inc. v. Bel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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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Good Faith 원칙152)

1. 원칙적인 否定과 예외적인 責任의 認定

미국에서는 Good Faith 원칙은 계약이 체결된 후의 계약상의 의무로서만 인정

된다. 앞에서 본 것처럼 UCC나 리스테이트먼트도 Good Faith의 의무를 계약의 

이행이나 집행에서의 의무로서만 인정하고 있고, 독일 민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의 이론은 미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

고 있다.153) 이 점이 미국법과 대륙법의 주요한 차이로 지적되기도 한다.154) 학

자들 가운데에는 미국의 법원도 계약 체결 단계에서도 Good Faith의 의무를 인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155)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 따

라서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상당 정도 진행된 후라도 아직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면 일방은 언제라도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

방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약법적인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판례로서 Feldman v. Allegheny International Inc.156)을 

Oil Co.: Yes, the Seaman's Tort is dead,” 27 Pacific Law Journal 1443 ff.(1996). 위 
Freeman & Mills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나온 문헌으로서 같은 견해로는 Burton & 
Anderson, 註 6, 400 ff.; Kerry L. Macintosh, 註 146), 483 ff. 등이 있다.

152) 이에 관한 중요한 참고문헌으로는 Burton and Anderson, 註 6), 327 ff.; Farnsworth, 
“Precontractual Liability and Preliminary Agreements: Fair Dealing and Failed 
Negotiations,” 87 Columbia Law Review 217 ff.(1987); Farnsworth, 註 8), § 3.26(194 
ff.); Melvin Aron Eisenberg, “The Emergence of Dynamic Contract Law,” 2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1, 56 ff.(2001) 등이 있다.

153) 독일의 계약체결상의 이론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것으로는 Friedrich Kessler and 
Edith Fine, “Culpa in Contrahendo, Bargaining in Good Faith, and Freedom of 
Contract: A Comparative Study,” 77 Harvard Law Review, 401 ff.(1964)가 있다.

154) Farnsworth, 註 19), 57 ff.; Flechtner, 註 3), 315 ff.
155) 예컨대 Summers, 註 21), 220 ff.는 계약의 교섭 및 체결 단계에서의 bad faith를 인
정한 판례들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Nicola 
W. Palmieri, “Good Faith Disclosure Required during Precontractual Negotiations,” 24 
Seton Hall Law Review, 70, 90 f., 98f., 105 f.(1993)는 U.C.C.나 리스테이트먼트가 
계약 이행에 있어서만 Good Faith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계약 체결 전의 
교섭과정에 있어서의 Good Faith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
면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Good Faith의 의무는 불법행위법상의 의무로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불법행위법상의 구제를 인정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한다.

156) 850 F.2d 1217(7th Circuit,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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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매수한 회사의 식품 부문을 매각에 내놓

았고, 원고가 우선 계약 교섭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리하여 양 당사자는 1982

년 3월에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작성하 다. 위 의향서는 피고는 원고와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과 교섭을 하지 않기로 하 으나, 이것이 

구속력 있는 약정은 아니며, 당사자들의 의무는 최종적인 약정에서 규정될 것이

라고 명시하 다. 그리하여 양자간에 교섭이 진행된 결과, 6월 22일에 제출된 계

약서 초안에 양 당사자들이 모두 구두로 동의하고, 피고의 변호사가 양 당사자의 

코멘트를 담은 계약서 초안을 준비하기로 하 다. 그러나 위 계약서 초안에는 특

정한 자산 평가 방법이 채택되기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자산 평가 방법에 관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섭은 난항에 빠지게 되었고, 피고는 1982. 7. 

14. 제3자와 교섭에 들어갔으며,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 고, 10. 21. 이를 위 제3

자가 설립한 회사에게 매각하 다. 그러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 위반을 이

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 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인 연방 제7항소법원도 항소를 기각하 다.

항소법원은 우선 위 의향서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니고, 양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위 의향서에 서명함으

로써 원고와 Good Faith에 의하여 교섭할 의무를 지게 되었고, 이 의무 때문에 6월 

22일 계약서에 서명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 다.

“Good faith”는 지침이 될 수 없다. 상업적 계약에 있어서 양 당사자는 거래의 

최선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거래와 자유 시장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자기 이익을 bad faith라고 할 수는 없으며, 교섭 과정에서의 특정한 요구가 상대

방에게는 천만 부당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를 부정직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

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단은 교섭 테이블에서 떠나는 것이지 교섭 과정에

서의 bad faith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157)

파른스워드 교수는 이처럼 미국법이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전의 당사자에게 

Good Faith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원이 계약체결 전의 교섭 당사자에게 공정한 거래의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을 꺼려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보통법상의 교섭을 射倖的인 것
으로 보는 견해158)는 교섭의 결과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

157) 850 F.2d 1223.
158) Farnsworth, 註 8), 195는 교섭을 사행적으로 보는 견해(aleatory view)에 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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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적합하다. 보통의 계약의 교섭은 이 점에서 단체 협약의 교섭과는 다른데,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가 노동 분쟁을 막는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

문이다. 비록 당사자들이 보통의 계약에 관하여 교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

제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인 利益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특정한 교섭의 결과

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공정한 거래의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그러한 

교섭이 일어나는 체제를 개선한다고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교섭 과정에서 공

정한 거래의 의무가 발생하는 지점을 결정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공정한 거래의 의무는 성공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들이 

교섭에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는 바람직스러운 냉각 효과를 가진다. 그 의무는 또

한 최종적이지만 조급한 결론으로 교섭을 이끌어가려는 당사자들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키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가속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상

계할 만한 명확한 이점이 없이는 현재의 사행적인 견해를 포기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다.159)

그러나 이처럼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Good Faith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당사자가 전혀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원은 예외적

으로 제한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의 구제를 인정하

여 왔다.160) 즉 不當利得(unjust enrichment, restitution)이나 不實表示(misrepresen-

tation)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또는 약속에 의한 禁反言(promissory 

estoppel)이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을 위한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주로 약속에 의한 금반언을 중심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설

명이 있다.161) 즉 예비적 합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약속의 집행 문제에 관한 경제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궁극적인 합의로부터 이익을 얻을 희망을 가지고 교섭
에 착수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교섭을 중단함으로써 생기는 어떠한 손해의 위험도 

부담한다는 것이다.
159) Farnsworth, 註 152), 242 f.; Farnsworth, 註 8), § 3.26(205).
160) 계약체결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상대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성립
된 경우에는 不實表示(misrepresentation), 사기(fraud)나 강박(duress)의 법리에 의하여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Burton and Anderson, 註 6), 335 ff. 참조. 그러나 
이 에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만을 다룬다.

161) Scott and Kraus, 註 17), 213 f. 여기서는 Charles J. Goetz & Robert E. Scott, 
“Enforcing Promises: An Examination of the Basis of Contract,” 89 Yale Law Journal 
1261, 1295-96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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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분석은 교섭의 비용을 줄인다는 목적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이 비용의 

일부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위험과, 상대방의 약속을 신뢰

하여 결국 보상받지 못하는 투자를 하는 위험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危險忌避的(risk averse)이라면 사람들은 자신의 약속에 대한 책임을 부담

하기보다는(이 때에는 자신의 책임은 상대방의 신뢰에 따른 행동에 달려 있게 된

다) 신뢰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할 것이다(이 때에는 약속에 의존하는 자

신의 투자의 비용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그러나 확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 때에는 이익이 손실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위험을 

약속의 상대방 아닌 약속을 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문제는 당

사자들의 교섭이 거래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거래의 핵심에 진입했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이다.

2. 不當利得

우선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좌절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일방이 상대방으로

부터 이익을 얻었다면 그 상대방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예컨대 

Hill v. Waxberg162)에서 피고는 건축업자인 원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에 건물을 짓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 다. 피고는 건축공사의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으면 원고에게 공사를 맡기겠다고 하 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여러 번 출장을 가서 건축가를 만나고, 제3자를 고용하여 토지를 파

는 등 조사를 하여 원고가 건축공사의 자금을 융자받는데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

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은 결렬되었다. 그러자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제공한 서비

스의 대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 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11,167.46 달러의 지급을 명하 다. 그러나 항소심인 연방 제9항

소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하면서도 그 액수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을 

변경하 다.

법원은, 일방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대가의 지급을 기대하고 서비스를 제공

하 고, 그에 따라 상대방에게 이득을 주었다면 묵시적인 계약(implied contract)

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英美法에 변함이 없이 정착되어 있는 일반적인 법원리

162) 237 F.2d 936(9th Circuit,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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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라고 하고, 다만 이 사건에서 원심이나 당사자들의 대리인들은 이것이 

“사실상의 묵시적 계약(implied in fact contract)”인가 아니면 “법률상의 묵시적인 

계약(implied in law contract)”인가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

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163)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처

럼 보이지만 이 법원도 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다만 양자의 합의에 따라 

배상액이 원고의 43일의 서비스 및 그 지출 비용을 합한 5,896.38 달러로 감액되

는 것이 가장 정의에 부합한다고 하 다.164)

이 외에도 계약 체결의 교섭이 좌절된 경우에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한 판례는 

몇 개 찾아볼 수 있다.165) 그러나 계약 교섭의 과정에서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여 항상 부당이득의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166)

버튼과 앤더슨 교수는 가능한 하나의 구별 기준은 원고가 순전히 자신의 이익

만을 위하여 행동하 는가, 아니면 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상대방을 이롭게 하

는 것이었는가 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167)

163) 사실상의 묵시적 계약이란 당사자의 직접적인 언어적인 표현이 없는데도 당사자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이 계약의 성립을 의도하 다고 판단될 때 법

원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법률상의 묵시적 계약이란 일방이 
보상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상대방에게 이익을 준 경우에 법원이 그 상대방에게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는 계약이 아니라 부당이득의 일종이다. 후자는 準
契約(quasi-contract)이라고도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일반 계약불이행의 원리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의 반환이 이

루어진다. 양자의 구별에 대하여는 Murray, 註 15), 41-43 참조.
164) 그리하여 당사자들이 이 판결 선고 후 40일 내에 위 금액에 합의한다면 그 금액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 위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1심판결은 파기환송될 것이라
고 하 다.

165) Family Medical Building, Inc. v. the State of Washington, 684 P.2d 77, 85 ff.(Court 
of Appeals of Washington, 1984); Cauff, Lippmam & Co, v. Apogee Fin. Group. 
Inc., 897 F.Supp. 1007, 1024(U. 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992).

166) Songbird Jet Ltd., Inc. v. Amax Inc., 1 F.Supp. 912, 926(U. 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984)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즉 부당이득
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이득이 부당한(unjust) 것이어야 하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위
하여 노력하는 당사자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계
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하여 일방이 상대방의 손실 하에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는 

결론이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노력은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모든 상인은 상호간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거래 비용은 협상이 만족할 만한 약정을 가져오지 못할 때에는 손해로 돌아간

다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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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不實表示에 의한 불법행위

不實表示(misrepresentation)168)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면 이는 계약의 취소사

유가 된다.169) 그런데 반대로 불실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Markov v. ABC Transfer & Storage Co.170)은 이를 인정한 많지 않은 사례 중 

하나이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1962. 9. 

15부터 1965. 9. 14까지 3년을 기간으로 하여 창고 건물을 임대하여 주고 있었

는데, 계약기간 종료 약 6개월 전에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위한 교

섭을 시작하 고, 원고측에서는 피고가 원하는 대로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

라고 이야기하 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는 그 사이에 제3자와 위 토지를 매도

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가, 1965. 7. 1.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

고, 위 제3자는 1965. 8. 25. 피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것을 통지하여 피고는 

위 제3자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 다.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

대로 사기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 다.

워싱턴 주 대법원은, 단순한 예측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詐欺(fraud)가 되지 

않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이야기하 고 그 당시의 사정이 

피고측이 이를 믿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 이는 단순한 장래의 예측이 아니라 약

속(promissory undertaking)이라고 할 것이며, 또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3자와 매

매를 위한 교섭을 하는 동안 위 토지가 점유되어 있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매매 교섭이 실패하면 피고에게 임대를 계속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원고

가 피고에게 갱신을 약속하 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피고가 급히 위 토지

를 비우느라 입게 된 여러 가지의 손해를 원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 다.

4. 約束에 의한 禁反言(promissory estoppel)

그러나 이처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할 

167) Burton and Anderson, 註 6), 343.
168) 不實表示(misrepresentation)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the 

Second Restatement of Contracts § 159 참조.
169) The Second Restatement of Contracts § 164.
170) 457 P.2d 535(Supreme Court of Washington,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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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경우란 드물다. 이에 반하여 約束에 의한 禁反言(promissory estoppel)에 

의하여 구제를 인정한 사례는 비교적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제2차 계약 리스테이트먼트 제9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약속에 의한 금반언

을 규정하고 있다.

“약속자가 그 약속이 약속의 상대방이나 제3자의 작위나 부작위를 유도할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작위나 부작위를 유도한다면 

그 약속을 집행함으로써만 不正義를 피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위반에 대한 구제는 정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171)

이러한 약속에 의한 금반언의 요건은 약속이 있을 것, 약속의 상대방이나 제3

자가 그 약속을 신뢰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자가 예상할 수 있을 것, 실제로 그러

한 신뢰에 따른 행동이 있었을 것, 그 약속을 집행함으로써만 부정의를 피할 수 

있을 것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좌절된 경우에도 그 교섭 과정에서 이러한 약속에 

의한 금반언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당사자는 그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Hoffman v. Red Owl Stores, Inc.172)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 부

부는 제과점을 경 하고 있었는데 식품점을 개설하고자 식품점 프랜차이즈 회사

인 피고 회사와 접촉하 다.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18,000 달러를 투자하면 피고 

회사의 프랜차이즈 점포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 고, 피고 직원의 조언

에 따라 원고는 경험을 쌓기 위하여 작은 식료품 가게를 사들여서 이를 운 하

기 시작하 다. 약 3개월 후에 피고 측에서는 원고 경 의 가게를 검사한 다음 

이를 원고의 지배인에게 매도하면 피고측이 원고가 경 할 수 있는 가게를 마련

해 주겠다고 하 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가게를 팔고 피고의 프랜차이즈 가게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 고, 살 집을 빌렸으며, 자본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과점과 그 토지를 매도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 으나 피고측에서는 원고

에게 처음에 말하 던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여 결국 교섭은 결렬되었다. 

그리하여 원고 부부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 다.

171) 약속에 의한 금반언은 1933년의 제1차 계약 리스테이트먼트 제90조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다. 기타 이 이론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Farnsworth, 註 8), 91 ff.; Calamari 
and Perillo, 註 8), 247 ff.; Murray, 註 15), 309 ff. 참조.

172) 133 N. W. 2d 267(Supreme Court of Wisconsin,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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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컨신 주 대법원은 제1차 계약 리스테이트먼트 제90조의 약속에 의한 금반

언의 이론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18,000 달러만 투자하면 프랜차이즈 점

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는 피고의 약속이 있었고, 원고는 그 약속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 으며, 원고가 구제를 받지 않는다면 부정의가 초래될 것이라고 하

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명하 다.173)174)

그리고 Cyberchron Co. v. Calidata Systems Develop. Inc.175)의 사실관계는 다

음과 같다. 원고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컴퓨터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회사인

데 피고는 그루만이라는 회사의 子會社로서 그루만은 미국 해병대와의 사이에 
특정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다. 그리하여 그루만

은 워크 스테이션(work station) 등을 납품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원고와 피

고 사이에 위 납품을 위한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이루어졌다. 위 장비의 무게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만은 원고에게 특정 장비의 생산을 요구하는 구매요청서를 발부하

고, 그에 따라 원고는 작업을 계속하 으나 결과적으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

다. 연방지방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약속에 의한 금반

언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 다.

항소심인 연방 제2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약속에 의한 금반언

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 다. 즉 뉴욕 주에서는 약속에 의

한 금반언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약속, 약속의 상대방에 의한 합리적이고 예

견할 수 있는 신뢰가 이루어졌을 것, 그 신뢰를 이유로 금반언을 주장하는 당사

자가 입은 손해의 3가지를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입은 손해는 

비양심적인 것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약속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를 원용함으로써

만 부정의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3번째 요건은 갖추어졌고, 피고측이 원고에게 

장비를 생산하도록 압력을 가하 으므로 다른 요건도 갖추어졌다고 하는 제1심

의 판시가 정당하다고 하 다.176)

이처럼 약속에 의한 금반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로 손해배상이 명하여지는

173) 그러나 원고가 위 식료품점을 계속 경 하 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상당의 손

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133 N. W. 267, 276 f.
174) Calamari and Perillo, 註 8), 263은 이 판결이 대륙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culpa 

in contrahendo) 이론과 기본 정신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평가한다.
175) 47 F.3d 39 ff.(2nd Circiit, 1995).
176) 47 F.3d 39, 44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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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법원은 대체로 리스테이트먼트 제9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제의 범

위를 제한하여 이행이익보다는 신뢰이익의 배상을 명한다.177) 이러한 약속에 의

한 금반언에 따른 책임의 성질이 계약책임인가 아니면 불법행위책임에 가까운가

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178)

5. 豫備的 合意가 있는 경우

이처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외에, 당사자들

이 계약 체결을 위한 특별한 합의를 맺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하여 계약 체결 

그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행

동을 규율하는 합의를 맺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를 맺는 목적은 최종적인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막는 데 있다.179) 실제에 있어

서는 이러한 합의에 관하여 意向書(letter of intent) 또는 約束書(commitment 

letter) 등 여러 가지 이름이 쓰이지만 이를 일반적으로 예비적 합의(preliminary 

agreement)라고 부를 수 있다.180) 이러한 예비적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 문제는 결국 이러한 합의의 해석 문제로 귀착되게 된다. 따라

서 이 경우에는 항상 Good Faith의 원칙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177) Farnsworth, 註 152), 224 ff.; Burton and Anderson, 註 6), p.344 등 참조.
178) Burton and Anderson, 註 6), 333 fn.12 참조. Farnsworth, 註 8), 101은 손해배상의 
범위가 신뢰이익에 한정되는 점에서 불법행위책임에 유사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행되는 약속은 계약이라고 한다. Eric Mills Holmes, Corbin on Contracts, 
Vol. 3, 1996, § 8.11(38 ff.)는 약속에 의한 금반언 이론의 발전을 (1) 금반언의 단계
(Estoppel Stage) (2) 계약 단계(Contract Stage) (3) 불법행위 단계(Tort Stage) (4) 형평 
단계(Equity Stage)의 4 단계로 나누고, 일부의 주는 약속에 의한 금반언을 約因
(consideration)이 결여된 계약을 집행하는 계약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많은 주들은 
약속의 상대방의 신뢰에 초점을 맞추는 불법행위 단계로 나아갔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일부 주들은 다시 약속에 의한 초기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형평 단계로 
나아갔다고 한다.

179) 위 Feldman v. Allegheny International Inc.(註 156)에서는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意向書(letter of intent)를 작성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체결을 위하여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계약 체결 
여부가 불확실하면 당사자들은 비용 지출을 꺼릴 것이고 그 결과 매수인이 제의하는 

가격도 낮아지지만, 의향서가 작성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주목 대상이 되어 계약 체
결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 당사자에게 모두 유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850 F.2d 
1217, 1221.

180) Burton and Anderson, 註 6), 348. Farnsworth, 註 6). 206은 교섭을 위한 합의
(agreement to negotiate)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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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이러한 합의의 해석에 있어서 Good Faith의 원칙이 문제된다.

이러한 예비적 합의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명시적으로 성실하게 교섭할 의

무(duty to negotiate)를 부과한다. 그런데 계약 체결이 좌절된 경우에 당사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 는가 하는 것은 결국 Good Faith의 문제로 귀착되게 된

다. 예컨대 Itek Corp. v. Chicago Aerial Industries, Inc.181)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

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의 意向書의 해석이 문제되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

음과 같다. 원고 회사는 1964년 봄부터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자산 인수를 

위한 교섭을 개시하 고, 그 교섭이 상당히 진척된 결과 원고와 피고는 1965. 1

월에 意向書에 서명하 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계약에 합의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every reasonable effort)을 기

울여야 하고,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실패하면 그들은 서로간에 더 이상

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1965년 2월 초에 

다른 제3자와 별도로 교섭을 벌여 원고보다 유리한 가격에 매각할 수 있게 되자 

그와 계약을 체결하고 3월 2일에 원고에게 교섭의 중단을 통지하 다.

원심 법원은 위 의향서 중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실패하면 서로간에 

더 이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고 승소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 다.

그러나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위 규정은 다른 규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은 공식적인 계약에 합의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

을 기울여야 하며, 그러한 노력이 실패한 경우에만 당사자들은 더 이상의 의무로

부터 면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는 그 주주들이 더 높은 가격

의 제의를 받게 하기 위하여 Good Faith로 교섭하고 공식적인 계약을 맺기 위하

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있

으므로 원심이 이러한 증거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 다.182)

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가 예비적 합의에서 명시적으

로 규정된 경우 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그러한 의무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한다. Teachers 

Insurance and Annuity Association of America v. Tribune Co.183)은 다음과 같은 

181) 248 A.2d 625(Supreme Court of Delaware, 1968).
182) 248 A.2d 625,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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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즉 이 사건의 피고는 원고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하

기 위하여 교섭을 벌인 결과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와 피

고는 約束書를 교환하 는데 그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합의는 구속력 있는 약정

이 된다고 되어 있었으나, 교섭을 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는 언급

되지 않았다. 그런데 몇 가지 이유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에 이자율

이 하락하자, 피고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계약에 특정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는 이유를 내세워 결국 계약 체결을 거절하 다.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예비적 합의의 법률적 효과에 관하여 일반화하

는 것은 어렵고, 당사자들을 自意가 아닌, 법원에 의하여 부과되는 계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좀더 교섭의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의도된 합의를 집행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중요

한 조항에 관하여는 합의를 하고, 미합의 조항에 관하여는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예비적 합의도 구속력이 있으며, 이러한 합의는 미합의 조항에 관

하여 Good Faith로 교섭하여야 할 의무를 당사자들에게 부과한다고 한다. 이 때

에는 당사자들은 계약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합의된 조항을 담

고 있는 최종적인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미합의 조항에 관하여 Good Faith에 

의하여 교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교섭을 중

단하거나 포기하는 것 또는 예비적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고집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서는 구속력 있는 예비적 합의가 존재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계약 체결을 거절한 주된 이유는 이자율의 하락 때문이라고 

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기타 예비적 합의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의 법률 문제가 있으나,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184)

Ⅵ. 우리 法에의 示唆 ― 結論에 갈음하여

이제 결론에 갈음하여 이러한 미국에서의 논의가 우리 법에 어떠한 시사를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 본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Good Faith 원칙은 우리나라에서의 신의성실

183) 670 F.Supp. 491(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 D. New York, 1987).
184) Burton and Anderson, 註 2), 347-389 참조.



尹 眞 秀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4호 : ?∼?90

의 원칙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Good Faith 원칙은 그 적용 

범위가 계약의 이행과 집행에 국한되어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법체계 전체

의 일반원칙으로 격상되어 있는 우리나라185)와는 같지 않다. 또 미국에서는 

Good Faith 원칙에 의하여서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186) 결국 미국에서의 Good Faith 원칙은 제1차적으로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187)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Good Faith 논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실제에 있어서 미국에서 Good Faith가 적용되는 결과가 우리나

라와 유사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가 유

효한가 하는 점에 관한 판례188)는 이른바 배신적 임차권 양도에 관한 우리나라

의 판례189)와 대체로 궤를 같이 한다. 또 계약 체결 단계에서 Good Faith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미국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190) 그 실제 

결과에 있어서는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를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판례191)와 그다지 큰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세부적인 면보다는 이론적으로 미국에서 Good Faith를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서머즈 교수와 버튼 교수의 논쟁이 우리나라에서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의 신의칙의 작용에 관하여 많은 시사를 줄 수 있다고 여겨

진다. 위 두 사람의 논쟁은 기본적으로는 서머즈 교수처럼 Good Faith의 근거를 

契約外的인 데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버튼 교수처럼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에

서 찾을 것인가 하는 데로 귀착된다. 그리고 양자는 방법론적으로는 Good Faith

의 이론을 설명하는 한 가지의 이론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포기하고 여

러 가지 요소를 나열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192)

185) 대판 2003. 3. 28., 2002두11028(公 2003상, 1090) 등 참조.
186) 위 Ⅳ. 4 참조. 파른스워드 교수는 미법 국가의 법률가는 Good Faith의 이론을 비
양심성의 법리와 결합시키지 않는데 비하여 대륙법 국가의 법률가는 비양심적인 계약

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Good Faith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논증하는 것을 자주 들
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Farnsworth, 註 19), 60.

187) Goren, 註 10), 309 ff. 참조.
188) 위 Ⅳ.2. 참조.
189) 대판 1993. 4. 27, 92다45308(公 1993하, 1553) 등.
190) 위 Ⅴ. 참조.
191) 예컨대 대판 2001. 6. 15, 99다40418(公 2001하, 1599); 2003. 4. 11, 2001다53059(公 

2003상, 115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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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서머즈 교수의 주장보다는 버튼 교수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

진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의 주장이 계약 자유 내지 當事者 自治(Party Autonomy)

의 원칙과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193) 법원이 

Good Faith 내지 신의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가 Good Faith 원칙을 분석함에 있어서 주로 

포기한 기회의 만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다소 시야가 협소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Good Faith의 원칙은 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의 

합리적인 또는 정당한 기대(reasonable or justified expectation)를 보호하여야 한

다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194) 다만 과연 당사자의 정당한 기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쉬운 문제는 아니나, 이러한 생각이 적어도 기

본적인 출발점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은 한국법상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이 계약자유와 같은 

민법의 기본 원칙보다 우선하는 원리인가 하는 논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192) 바넷 교수는 이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서머즈 교수는 관념주
의적(conceptualist) 또는 형식주의적(formalist) 접근을 거부하고 여러 가지의 요소를 
다같이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현실주의(realist)적인 학자의 
세대에 속한 반면, 버튼 교수는 통일적인 이론을 추구하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세
대에 속한다는 것이다. Randy E. Barnett, “Book Review: The Richness of Contract 
Law by Robert A. Hillman,” 97 Michigan Law Review 1413 f.(1999). 또한 Randy E. 
Barnett, Perspectives on Contract Law, 2nd ed. 303 f.(2001) 참조.

193) Van Alstine도 이 점을 강조한다. Van Alstine, 註 24), 1292 ff. 참조.
194) Van Alstine, 註 24), 1255 ff. 특히 1255 fn. 1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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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uty of Good Faith in American 

Contract Law
195) 

Jinsu Yune*

In U.S.A., the duty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ajor principles in Contract Law. But there are intense controversies about the 

precise meaning and the scope of the applicability of the principle. This article 

intends to introduce the duty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to Korean readers.

There were early common law cases recognizing the duty of good faith, such 

as Wood v. Lucy, Lady Duff-Gordon(222 N. Y. 88, 118 N. E. 214, 1917) and 

Kirke La Shelle Co. v. Paul Armstrong Co. (263 N. Y. 79, 188 N. E. 163, 

1933). But it was in 1952 that the principle was generally accepted when the 

UCC, drafted by Karl Llewellyn, incorporated the principle. Originally UCC 

adopted the subjective standard of honesty in fact for the good faith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Article 1 and only in case of the merchants adopted the 

objective standard of the observance of reasonable commercial standards of fair 

dealing in the trade as well as honesty in fact in Article 2 regarding Sales. But 

because of this failure of adopting the objective standard in the general 

provisions, UCC underwent continuing attacks since then. As a result, the revised 

UCC article 1-201 of 2001 adopted the objective standard as well as subjective 

standard. And §205 of the Second Restatement of Contracts(1981) also 

prescribes the general duty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on every contract.

There are much debates about the meaning of the good faith.  Professor 

Summers asserted in 1968 that the notion of good faith be an excluder, meaning 

that it does not have a general meaning of its own but excludes various forms 

* Associate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Special thanks to the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and Professor Robert E. S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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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bad faith. This assertion exercised some influence on the official comment of 

§205 of the Second Restatement of Contracts.

By Contrast, professor Burton understands the duty of good faith as protecting 

the reasonable expectations of the contract parties at the time of the contract 

formation by prohibiting the recapturing of the forgone opportunities. And 

professor Anderson elaborated the theory of good faith enforcement.

There are many cases dealing with good faith. But the courts do not always 

take the same positions. Some Courts, like judge Easterbrook in Kham & Nate's 

Shoes No. 2, Inc. v. First Bank of Whiting(908 F. 2d 1351 ff. 1990), have 

taken the view that the duty of good faith cannot be applied in the face of 

express provisions of the contract. But other courts have expressed more 

nonformalistic understanding of good faith, trying to protect the reasonable 

expectations of the parties.

The duty of good faith is not recognized generally at the formation stage of 

the contract. Nonetheless, the courts have protected the party of the frustrated 

negotiation by way of restitution, tort of misrepresentation and promissory 

estoppel. And if there is preliminary agreement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the 

protection of the party can be achiev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is preliminary 

agreement.

In the author's opinion, these controversies can be useful in understanding the 

Korean doctrine of good fai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