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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强制履行*

― 특히 間接强制의 補充性을 중심으로 ―

1)

金 炯 錫**

Ⅰ. 序論

1. 우리 민법 제389조1)는 ‘强制履行’이라는 표제 하에 給付義務의 강제  실

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의 通說은 이 규정을 기본 으로 차법 규정으

로 이해하면서,2) 다음과 같은 해석론을 개하고 있다. 즉 제389조 제1항이 말하

는 ‘강제이행’은 ‘直接强制’를 가리키는 것이고, 제389조 제2항의 첫머리의 ‘前

의 債務’는 제1항 단서가 말하는 ‘債務의 性質이 强制履行을 하지 못할 것인 때’

를 지칭하므로 결국 ‘채무의 성질이 직 강제를 하지 못할 것인 때’를 의미하며, 

間接强制에 해서는 民事執行法 제261조가 정하고 있다고 한다.3)

그리고 이러한 해석론을 기반으로 하여 間接强制의 補充性이 주장된다. “직

강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체집행과 간 강제를 불허하고, 체집행이 가능한 경

우에는 간 강제를 불허한다”는 것이다.4) 즉 직 강제의 방법은 이른바 ‘주는 채

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체나 의사에 하여 직  압박을 주는 일이 없고  

매우 효과 이나,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에는 합하지 않다고 한다. 반면 ‘하는 

채무’에 해서 간 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인격을 부당하

게 압박하므로 가능한 한 보충 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체  

* 이 은 서울 학교 법학발 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 의 2005학년도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이하에서 法名의 지시 없이 인용하는 조문은 民法의 조문이다.
2) 郭潤直, 債權總論, 新訂版, 1994, 188면; 金亨培, 債權總論 제2 , 1998, 140면. 따라서 

차법과 실체법의 구별이 확립된 지  제389조의 규정과 같은 입법의 타당성에는 

의문이 있다고 한다.
3) 郭潤直, 債權總論 제6 , 2003, 103면.
4) 金亨培(주 2), 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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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무의 경우에는 우선 으로 체집행의 방법이 사용되어야 하고 간 강제

는 최후의 수단으로 비 체  부의무의 강제이행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5) 이러한 결론에는 많은 경우 다음과 같은 비교법 인 논거가 부가된다.

“인격존 의 이상을 가장 강조한 랑스 민법은 이른바 주는 채무에 하여

는 직 강제를 인정하 으나[…], 하는 채무에 하여는 […] 원칙 으로 직

강제는 물론이고 간 강제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부작  채무 반의 결과

를 제거하여야 할 채무(동법 제1143조)  체  작 채무(동법 제1144조)에 

하여 체집행을 인정하 다. 결국 비 체  작 부에 하여는 간 강제

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허용할 뿐이다.

그러나 그 게 되면 비 체  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실효성은 극히 

박약해지므로, 독일 민사소송법은 ‘채무자의 의사만으로 실 할 수 있는 것’에 

하여는 […] 간 강제를 인정하 다. 그 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악의를 강제

에 의하여 굴복시키는 것은 오히려 법의 문화  임무에 합하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6)

이러한 서술에서 통설은 간 강제의 보충성을 채무자의 자유의사  인격의 

존 에서 그 근거를 구하고 있음이 잘 나타나며, 여기서 “모든 작  는 부작  

채무는 채무자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으로 해소된다”는 랑스 민법 제

1142조의 규정이 그러한 인격존 의 사상의 증거로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2. 이러한 通說의 견해는 추상 인 사고의 차원에서 이해할 때 수 될 수 있

는 측면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구체 인 내용을 우리 强制執行 制度에 

5) 郭潤直(주 3), 101-102면; 金亨培(주 2), 135-136면; 金相容, 債權總論, 改訂版 增補, 
2003, 148면; 金疇洙, 債權總論 제3  補訂版, 2003, 158, 160면; 李銀榮, 債權總論, 
改訂版, 1999, 168면; 郭潤直 편집 표, 民法注解[IX], 1995, 174-176면(胡文赫 집필);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2003, 582면; 金祥源․朴禹東․李時潤․李在

性 편집 표, 註釋 民事執行法(V), 2004, 36-37면(徐基錫 집필); 朴駿緖 編輯代表, 註

釋 民法 債權總則(1) 제3 , 2000, 404-405면(朴海成 집필); 朴海成, “作爲․不作爲債

權의 强制執行”, 裁判資料 제36집 强制執行․任意競賣에 한 諸問題(下), 1987, 612 
-613면 등. 이에 하여 李時潤, 新民事執行法, 2004, 343면은 기본 으로 통설과 同

旨이나, 이러한 해석에 비 인 日本의 학설  입법 동향도 소개하고 있다.
6) 金曾漢․金學東, 債權總論 제6 , 1998, 번호 192. 꺾음 호에 의한 생략  고딕의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이다. 참고로 두 번째 생략된 부분에서는 랑스 민법 제1142
조가 인용되고 있다. 郭潤直(주 2), 187면 이하; 金亨培(주 2), 137면 이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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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1) 컨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 인이 임차인에 하

여 明渡를 구하는 확정 결에 기하여 강제이행을 구하는 사안을 상정해 보자. 이 

경우 執行官은 “채무자로부터 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민

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그러한 과정에서 “집행 은 집행을 하기 하여 필요

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항이 있는 때에는 

“집행 은 경찰 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 

특히 이러한 집행 의 조치 등에 법 의 令狀이 필요한지에 해서 의문이 있으

나, 어도 민사집행법은 이에 하여 명시 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실

무 역시 장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7) 어 든 이러한 직 강

제의 사안에서 채무자는 헌법상 인정되는 住居의 自由의 침해를 감수해야 함에 

의하여 강제가 행사된다.

반면 동일한 사안에서 만일 간 강제가 사용된다면, 제1심 법원은 “채무의 이

행의무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

상을 하도록” 명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는 간 강

제의 명령이 발하여져도 오로지 의 지 의무만을 추가 으로 부담할 뿐이

다.8) 즉 간 강제의 사안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財産權에 한 侵害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강제가 가해지고, 이로써 채무자의 이행을 달성하고자 한다.

여기서 헌법이 특별히 令狀主義를 규정하면서 보호하는 자유권  기본권인 住

7) 법원행정처, 집행  실무편람, 2004, 70면 참조. 日本에서도 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되고 있다(中野貞一郞, 民事執行法, 新訂四版, 2000, 56면 참조). 독일의 경우 연

방헌법재 소가 헌법합치  해석에 의하여 (주거의 자유 침해시 장주의를 정하는) 
기본법 제13조 제2항을 근거로 수색 등에 장이 필요하다고 해석한 이래 장을 요

구하는 견해가 통설화되었고(Thomas/Putzo, ZPO, 20. Aufl., 1997, § 758 Rn. 2 참조), 
1999년의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제758조a로서 입법화되었다. 李時潤(주 5), 47면 이하

는 행법의 해석으로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8) 외 으로 家事訴訟法은 가정법원의 이행명령(동법 제64조)을 받은 의무자의 특별한 

의무불이행에 하여 監置(제68조)  過怠料(제67조)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태료

는 국가에 귀속될 것이므로, 이는 아래 살펴볼 독일의 强制金과 유사한 간 강제 제

도이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 강제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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居의 自由(헌법 제16조)의 침해와 제도보장의 테두리 안에서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정해지는 財産權(헌법 제23조 제1항)의 침해 사이에 획일

으로 輕重을 논할 수 있는 것인지의 의문이 제기된다. 과연 통설이 말하는 것

처럼 후자의 사안이 자의 사안보다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인격을 부

당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모든 사안에 

하여 일률 으로 이를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된다. 만일 독일의 강

제집행법제가 정하는 바와 같이 간 강제의 방법으로 신체의 拘禁이 행해질 수 

있다면(Zwangshaft; 독일 민사소송법 제888조 제1항), 이는 채무자의 身體의 自由

(헌법 제12조 제1항)에 한 한 제한으로서 “인격에 한 부당한 압박”을 운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도 간 강제의 방법으로 의 지 만을 

명하는 우리 간 강제 제도 하에서는 간 강제가 항상 직 강제보다 엄 한 인

격 압박의 효과를 가진다는 언명에는 선뜻 수 하기 어려운 것이다.

(2) 물론 이러한 의문에 해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즉 비록 민

사집행법이 간 강제에 하여 의 지 만을 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의 내용의 실 에 하여는 간 이나 […] 채무자로 하여  이행하지 않

을 수 없게 하는 에서는, 오히려 직 강제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주장할 여지

도 있는 것이다.9) 컨  법원이 채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지 을 명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압박에 굴복하여 자유의사에 반하는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도 우리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간 강제의 

구체  내용을 살펴보면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독일의 민사소송법제 하에서 간 강제로서 부과되는 强制金(Zwangsgeld)은 오

로지 강제이행을 목 으로 하는 압박수단이며(독일 민사소송법 제888조 제1항; 

액은 25,000 유로로 제한된다), 채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무 하다(동법 

제893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지 하는 강제 은 채권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國庫에 귀속하며, 채무자는 이행을 하지 않는 한에서 원래의 손해배상 의

무 외에(독일 민사소송법 제893조 참조) 국가에 한 강제  지 의무를 부담하

게 된다. 이러한 강제 의 제도 하에서는 간 강제에 의한 채무자에 한 강한 

압박을 운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 우리 통설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간 강제로서 채

9) 郭潤直(주 3), 102면. 金疇洙(주 5), 160면도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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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가 지 하는 액은 채권자의 손해에 충당된다.10) 실제 손해가 간 강제로 

수령한 액을 과하는 경우, 채권자는 충당되고 남은 액에 하여만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강제 이 실손해액을 넘어서 지 된 경우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고 있으며, 그 근거로 간 강제에 기하여 

지 되는 액은 法定의 違約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 지 되고 있다.11)

이러한 구체  제도의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민사집행법에서 간 강제에 

의한 “오히려 직 강제보다도 더 강력”한 압박효과를 운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간 강제에 의하여 지 을 명하는 액이 법정의 약 의 성격

을 가지는 것이라면, 법원은 그 액수의 결정에 있어서 단순히 압박효과만을 고려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시에 일정한 한도에서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을 고려해야 

한다.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사  자치에 의하여 정한 약 도 

그것이 실제 손해를 고려하여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당히 감

액할 수 있다. 그 다면 간 강제로서 법정의 약 을 명하는 법원으로서는 실

제 손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오로지 압박효과만을 목 으로 하는 액의 지

은 명할 수 없을 것이다.12) 즉 법원은 압박기능과 보기능을 상 으로 고려하

여 한 액의 지 을 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게 인정되는 액의 강제효과

는 결코 “직 강제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 법제의 간 강제는 단순한 강제수단만이 아니라 동시에 지 된 액이 채

권자의 손해에 충당되는 한에서 塡補的 機能을 수행하는 것이며, 그에 상응하여 

강제수단으로서의 효력은 약화되어 있다. 채무자는 을 지 할 용의만 있다면 

10) 李時潤(주 5), 346면;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주 5), 591면.
11) 李時潤(주 5), 346면;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주 5), 592면. 中野(주 7), 678면도 

참조. 물론 “법정의 약 ”이라는 표 이 민법학에서 통상 사용되는 損害賠償의 豫

定으로서의 약 (제398조 제4항)이나 違約罰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간 강제 이 

손해에는 충당되지만 보되지 않은 손해가 있으면 채권자가 추가 으로 손해의 배상

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 강제 은 법률이 그 내용을 구체 으로 정

하고 있는 특별한 법정의 약 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다.
12) 方 元․金光年, 民事訴訟法(下) 第2全訂版, 1993, 442면은 “법원은 행 의 성질, 채

권자의 필요 등의 구체  사정을 고려하여 강제수단으로 당한 배상액을 결정할 것”
이라고 한다(강조는 인용자). 註釋 民事執行法(V)(주 5), 138면 (徐基錫)도 “불이행으

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고려할 사정의 하나로 언 하고 있다. 반면 朴海成

(주 5), 635면은 배상액은 채권자의 손해의 유무 내지 손해액과 무 하며, 작 의 성

질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진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법제상 고려되어야 할 

“모든 사정”에서 채권자의 손해가 배제될 이유가 없다. 이는 우리 간 강제 이 법정 

약 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한에서 특히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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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정한 약 에 상응하는 손실 부담을 가로 하여 종국 으로 이행을 

거 하고 손해배상의무마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따라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채무자의 인격존 과 간

강제의 보충성을 선험 으로 연 시키는 통설의 논거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

다는 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채무자의 인격존 과 간 강제의 보충

성의 연 성을 주장하는 논거의 연원을 고찰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되며, 이를 하여 역사-비교법 인 고찰을 수행하고자 한다(II). 그리고 

이어서 그로부터 획득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민법의 강제이행 제도의 구체  

해석론을 서술하기로 한다(III).

Ⅱ. 채무자의 인격존 과 간 강제의 보충성: 

역사 ․비교법  연구

1. 일본법에서 간 강제의 보충성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통설의 해석은 日本 民法의 해석론을 받아들인 것

이다. 즉 우리 민법 제389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폐지된) 구민사소송법 제

693조가 依用民法 제414조  의용 구민사소송법 제734조와 동일하다고 제한 

다음, 依用民法의 입법태도를 그 로 답습한 행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한 

해석론이 수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13) 그러나 필자는 개인 으로 

우리 법의 규정이 과연 의용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그 로 승계한 것인지

에 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다(아래 III. 1. (1) 참조). 이 의문에 근하기 해

서 일단 일본의 규정과 학설의 동향을 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동시에 

그 배경에 있는 랑스와 독일의 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1) 日本에서 학설의 립을 낳게 한 일본 민법 제414조  구민사소송법 제

734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3) 郭潤直(주 2), 188-189면; 金亨培(주 2), 136-137면; 金疇洙(주 5), 155-156면; 金曾漢․

金學東(주 6), 번호 192; 李銀榮(주 5), 164면 주 1  168면 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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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14조 제1항: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

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채무의 성질이 이를 불허하

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14조 제2항: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불허하는 경우에 그 채무가 

작 를 목 으로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

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단 법률행 를 목 으로 하는 채무에 하

여는 재 으로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제414조 제3항, 제4항은 우리 제389조 제3항, 제4항과 동일하다.]

구민사소송법 제734조: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허하는 경우에 제1심의 受

訴法院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

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의 기간에 상응하여 일정한 배상을 할 것 

는 바로 손해의 배상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일본의 학설은 이 규정들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상정하 다. 즉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불허하는 때에는 강제이행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일본 민법 

제414조 제1항 단서), 동시에 강제이행의 한 방법인 체집행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일본 민법 제414조 제2항)은 모순 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규정을 문언 그

로 받아들인다면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허용하기만 하면 간 강제를 할 수 

있고(일본 구민사소송법 제734조) 그러한 경우에는 체집행이 불가능하다(일본 

민법 제414조 제2항)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해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강제이행’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것

인지,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이를 어떠한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법이 

정하는 ‘강제이행’과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강제이행’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것인

지 등에 하여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었다. 이 자리에서 학설의 詳細를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14) 이 의 목 과 련하여 종국 으로는 일본 민법 제414

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차법 규정으로 해석하면서, 제414조의 강제이행을 ‘직

강제’로, 구민사소송법 제734조의 강제이행을 ‘간 강제’로 해석하는 加藤正治

의 견해가 철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에서 요한 것은 오히려 加藤의 견해가 철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에는 多岐한 학설에서 하나의 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 불과한 加

14) 학설의 개요에 해서는 우선 目崎哲久, “强制履行”, 星野英一 編, 民法講座 4, 1985,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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藤의 견해가 통설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결정 인 계기는 그의 還曆紀念論文集

에 我妻榮가 기고한 논문 “작  는 부작 를 목 으로 하는 채권의 강제집

행”15)  이 의 인식에 기 한 ｢債權總論｣의 서술이었다.16) 그리고 이러한 我

妻의 견해는 이후에 일본의 통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설의 태도도 결정

하게 될 것이었다.

(2) 我妻는  논문에서 일본 구민법  구민사소송법의 입법과정을 검토하면

서 加藤의 견해를 거 한 역사철학  구도 하에 치지운다.17) 즉 我妻에 의하면 

일본의 강제이행 법제는 “ 랑스민법주의로부터 독일민사소송법주의로의 추이에 

나타난 내면  진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다.18) 랑스 민법은 개인 인격  의

사의 자유를 이념으로 하여 부 체  작 채무의 경우 개인의 인격을 제약하는 

강제이행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지나친 바가 없지 않다고 한다. 채무자가 

마음만 달리 먹으면 이행할 수 있는 채무의 경우(즉 독일 민사소송법 제888조의 

표 을 빌자면 채무의 이행이 오로지 채무자의 의사에만 달려 있는 경우)에까지 

강제이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채무자의 惡

意(böser Wille)를 강제수단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고, 

법률이 스스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채권의 실 을 하여 그 정도의 강제를 

사용하는 것은 법의 “문화  임무로서 요구되고 있는 바”라는 것이다.19)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독일 민사소송법의 입법에 있어서 지도 인 원리 다고 추측한다. 

我妻는 이러한 執行法史의 進步가 일본 강제이행 제도의 성립에 반 되어 있

다고 생각한다. 다만 ‘강제이행’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 민법과 민사소송법 

사이에 충분한 연결이 행해지지 않았을 뿐이다. 我妻는 여기서 “채권의 强制履行

的 效力의 진 에 한  沿革에 卽應하여 그리고 제도의 작용  의의를 量

하여” 민법의 강제이행을 ‘직 강제’로, 민사소송법의 강제이행을 ‘간 강제’로 

이해하는 加藤의 해석을 지지한다.20) 이는 우리의 통설에도 수용되어 있는 인격

15) 我妻榮, “作爲又は不作爲を目的とする債權の强制執行”, 加藤先生還曆祝賀論文集, 1932. 
이하에서는 民法硏究 V, 1968, 81면 이하에 수록된 논문으로 인용한다.

16) 森田修, 强制履行の法學的構造, 1995, 296-297면.
17) 森田(주 16), 同所 참조: “ 하게 이념 인 執行法史觀”.
18) 我妻(주 15), 101면.
19) 我妻(주 15), 103면 (강조는 인용자).
20) 我妻榮, 債權總論, 1940, 87-88면. 我妻榮, 新訂 債權總論, 1964, 89면 이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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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근거로 하는 직 강제에 한 체집행의 보충성, 체집행에 한 간

강제의 보충성을 의미한다. 이는 “무릇 간 강제는 모든 강제이행을 허하는 채무

에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이행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해야 하기 때

문”이며, 이러한 해석이 “인격존 의 이상에 하고  연 에 부합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21) 그리고 그는 이러한 해석이 “독일 민사소송법의 明文과 궤를 같

이 한다”22)고 하여 독일 민사소송법 규정의 이론  수용을 시사하고 있다.

2. 我妻의 執行法史觀의 검토

여기서 我妻가 제로 하고 있는 집행법사 의 정당성에 한 검토가 요구된

다. 즉 통설이 근거로 하고 있는 인격보호를 한 간 강제의 보충성의 근 에

는, 인격보호를 목 으로 하는 랑스법주의와 채권의 실효  철을 목 으로 

하는 독일법주의의 타  종합이라는 我妻의 史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연 랑스와 독일의 강제집행제도가 我妻가 상정하는 바의 이념에 의

하여 지도되었고, 그가 확인하는 바의 역사  진 을 보여주었는지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1) 랑스법

(a)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랑스 민법 제1142조는 “모든 작  는 부작  

채무는 채무자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으로 해소된다”고 정하여, ‘주는 

채무’에 서와 달리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

다. 그러나 랑스의 통설은 채무의 강제이행은 원칙 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하여 

이 규정의 용범 가 제한 임을 인정하고 있다.23) 왜냐하면 同條에 이어서 제

21) 我妻(주 20; 1940), 88면, 90면.
22) 我妻(주 20; 1940), 87면.
23) Carbonnier, Droit civil II (Les biens, Les obligations), 2004, no 1288; Colin/Capitant, 

Cours élémentaire de droit civil français, tome 2, 8e ed., 1935, no 100; Marty/ 
Raynaud/Jestaz, Droit civil. Les obligations, tome 2: Le régime, 2e ed., 1989, no 286; 
Terré/Simler/Lequette, Droit civil. Les obligations, 8e ed., 2002, no 1113 등. 물론 제

1142조를 제한 으로 해석하여 강제이행의 원칙을 강조하는 통설에 비 인 최근 

문헌으로 Yves-Marie Laithier, Étude comparative des sanctions de l'inexécution du 
contrat, 2004, no 29 et seq. 참조. 이 자는 채무의 구속력에서 강제이행의 원칙을 

도출하는 통설을 비 하면서, 채무의 구속력과 그 강제이행의 구 은 다른 문제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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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조는 부작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 채무자에게 반의 결과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그리고 제1144조는 체  작 채무의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

용으로 체집행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142조는 그 

포 인 문언에도 불구하고 비 체  작 채무에만 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랑스의 학설은 비 체  작 채무에 강제이행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의 태도를 “아무도 행 를 하도록 강제당할 수는 없다”(nemo praecise cogi 

potest ad factum)는 法諺에 의하여 설명하고 있다.

(b) 그 다면 이러한 랑스 민법의 태도는 과연 我妻의 이론이 제하는 바와 

같이 인격존 의 사상에 기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랑스 민법의 입법자료를 

본다면, 그러한 사상의 단 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발언이 발견되기

도 한다. “ 구도 어떤 것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그 人格에 있어(dans sa 

personne) 강제당할 수는 없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하나의 暴力(une 

violence)이며 계약의 이행방법일 수 없다.”24)

이러한 발언만을 독립하여 고찰한다면 인격에 한 강제를 포기하여 채무자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상이 랑스 민법의 배후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지

도 모른다. 그러나 제정될 당시의 랑스 민법의 체상을 고려한다면, 그것이 

과연 입법자  법률의 근본 태도 는지에 하여는 의문이 있다. 컨  1804

    주의할 것은 동산 내지 부동산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은 ‘주는 채

무’의 이행으로 분류되어 同條의 용을 받지 않으며, 직 강제가 허용된다는 이다. 
랑스 민법은 소유권의 이 에 하여 合意主義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인도채무의 

집행은 일반 으로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직 강제에 의하여 철시킴에 의하여 행해

진다. 동산에 해서 반환청구를 한 압류 차(saisie-revendication; 1992년 7월 31일

자 데크 (décret) 제155조 내지 제163조), 부동산에 해서 퇴거 차(expulsion; 1991
년 7월 9일자 데크  제61조 이하) 등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법률행 를 할 채무의 

경우에 결이 이를 갈음한다는 법리 역시 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다, Terré/ 
Simler/Lequette, Ibid., no 1117 참조.

24) Fenet, Recueil complet des travaux préparatoires du code civil, tome XIII, 1836, 
p.232. Colin/Capitant(주 23), no 100에서 재인용. 이는 랑스 민법  안 작성의 

임을 받았던 법률가들의 한 사람이었던 비고 드 아므뇌(Bigot de Préameneu; 
1747-1825)의 발언이라고 한다. 물론 이 발언의 의미를 일의 으로 단하기는 어렵

다. 이는 특히 본문의 번역보다 좁은 의미일 수도 있다. 즉 여기서 ‘personne’은 ‘身
體’ 내지 ‘一身’으로 번역할 가능성도 있는데(contrainte contre la personne은 contrainte 
par corps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 다면  발언은 채무자는 불이행을 이유로 

人身的 拘束을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특히 이후에 폭력(violence)이 운

되고 있다는 에서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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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제정 당시의 랑스 민법 은 일정한 채무불이행에 하여 拘禁을 강제수단

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제2059조 내지 제2070조).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하여 채무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입법은 法時代부터 존재하 고, 랑스 명 

이후에는 자유 침해를 이유로 그 폐지  개 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그러나 

랑스 민법 은 공화력 6년 芽月(germinal) 15일 법률의 입장을 계승하여 일정한 

채무불이행에 한 강제수단으로 법 에 의한 채무자의 구 (la contrainte par 

corps)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 다.25) 당시의 제2059조 내지 제2060조는 구 이 

인정되는 채무불이행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컨  자신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그에 당권을 설정한 사람, 물건에 당권

의 부담이 없거나 실제보다 은 것으로 표시한 사람(이상 제2059조 제2항 참

조), 필요  임치( 랑스 민법 제1949조, 제1950조 참조)의 채무자(제2060조 제1

호), 유회복(réintégrande)과 련된 일련의 청구권의 상 방(제2호), 법원이 정

한 보증인(제5호), 공증인(제8호) 등의 불이행에 하여 법 은 구 을 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商事債務에 있어서는 200 랑을 넘어서는 일체의 채무의 

불이행에 하여 구 이 인정될 수 있었다.26)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신체구 은 1867년 7월 22일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폐지되었다.27)

물론 어도 民事債務의 역에서 이러한 신체의 구 은 일정한 제한 인 채

무불이행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로부터 랑스 민법의 태도를 일의 으로 규정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신체 구 의 규정으로부

터 어도 랑스 민법이 채무의 강제이행에 하여 무조건 인 인격 존 의 태

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 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직

강제에 의하여 목 을 달성할 수 있는 채무에 하여도 상당히 넓은 범 에서 

신체구 을 내용으로 하는 간 강제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

강제의 부정과 그 근거로 인격존  사상을 연결시키는 해석은 오히려 자유주의

25) 자세한 것은 Lévy/Castaldo, Histoire du droit civil, 2002, nos 680 et seq. 참조. 이는 

구 된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으로 변제를 하거나 그의 친척 등이 신 변제할 것을 

목 으로 하는 강제수단이었다. 그 자신이 평생 거 한 채무액에 허덕 던 문호 발자

크는 소책자 한 푼 지출함 없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기술

(L'Art de payer ses dettes et de satisfaire ses créanciers sans débourser un sou, 
1827)의 제8장  제10장에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구 의 역사와 실제로 

채무자들이 감 되었던 생트-펠라지(Sainte-Pélagie) 감옥을 풍자 으로 묘사하고 있다.
26) Colin/Capitant(주 23), no 247.
27) Colin/Capitant(주 23), no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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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9세기 주석학 의 사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28)

(c) “아무도 행 를 하도록 강제당할 수는 없다”는 법언에 근거한 랑스 민법 

제1142조의 규정은 그 법제사 인 배경 하에서 보다 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29) 이는 아래 살펴보는 바와 같이 랑스 민법 제정과정에서 언 된 비

고 드 아므뇌의 발언이 실제로 한 인문주의 법학자인 안토니우스 버

(Antonius Faber [Antoine Favre])의 언명과 련되고 있다는 에서도 확인된다.

고  로마법의 방식서 소송에 있어서 審判人(iudex)의 결은 오로지 의 

지 을 명할 수 있을 뿐이었다. 즉 소권이 처음부터 의 지 을 내용으로 하

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구취지가 특정물의 부 내지 특정 행 의 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결은 의 지 만을 명할 수 있었다.30) 따라서 

고  로마법에서 물건의 인도채무나 작  내지 부작  채무의 강제이행이란 처

음부터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채권자는 방식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자신의 

부에 상응하는 의 지 만을 강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법상황은 화폐경제  상품시장의 안정성을 제로 한다. 즉 채권자가 

안정  가치의 화폐를 지 받아 이로써 시장에서 체재를 구입할 수 있는 가능

성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법률의 규정은 합리 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조건은 고  로마 시기에는 충족될 수 있었으나 3세기 이후에 제국

의 경제질서가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태롭게 되었다.31) 즉 상품경제의 쇠락, 인

이션  자연경제의 두에 의하여 물건의 인도 내지 행  부의 강제이행

을 부정하는 태도는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후기 고 기

에는 결에서 특정의 부를 명하게 되었고 그 강제이행도 집행될 수 있게 되

었는데, 이는 방식서에 구속되지 않는 非常審理節次(cognitio extra ordinem)가 재

차로서 일반화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32) 유스티니아 스 역시 기본 으로

28) Carbonnier(주 23), no 1292 참조.
29) 컨  랑스 민법 제1142조의 취지를 살려 강제이행의 원칙을 부정하는 견해도 同

條의 연원을 이념 인 인격자유가 아닌 법제사  근원에서 찾고 있다. Laithier(주 

23), no 20 et seq.
30) Kaser/Hackl, Das römische Zivilprozessrecht, 2. Aufl., 1996, S. 611; Zimmermann, 

The Law of obligations, 1996, p.771. 표 인 개소로 Celsus D. 42, 1, 13, 1 (“si 
minus, quia non facit quod promisit, in pecuniam numeratam condemnatur, sicut 
evenit in omnibus faciendi obligationibus”).

31) Laithier(주 23), no 22 참조.
32) Kaser, Das römische Privatrecht II, 2. Aufl., 1975, S. 343f.; Zimmermann(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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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상황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승인하여, 결의 주문이 특정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 다.33)

이러한 로마법에서의 발 에 비추어 普通法에서 특정이행을 명하는 결의 가

부  범 에 하여 복잡한 논의가 불가피하 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주석학 에서는 견해가 나뉘었지만 일단 아쿠르시우스에 이르면 

채권자에게 지 과 특정이행 사이의 선택권을 인정하여 실질 으로 강제이

행의 원칙이 인정되었음에 반하여, 후기 주석학 는 특정 부를 명하는 결  

그 강제이행에 하여 일정하게 제한 인 입장을 취하 다.34) 특히 바르톨루스는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를 구별하여 주는 채무의 이행은 강제될 수 있는 반면 하

는 채무의 이행은 강제될 수 없으며 손해배상에 의하여 채무는 해소된다는 견해

를 주장하 고,35) 이 입장은 이후 보통법에서 강한 향력을 획득하게 된다. 인

문주의 법학자 버 역시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을 부정하면서(“nemo praecise 

cogi potest ad factum”), 다음과 같이 이유를 제시했다. “왜냐하면 이는[즉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은] 폭력과 압박 없이는(sine vi et impressione) 행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36)

이러한 입장에 해서는 강제이행의 가능성을 넓히려는 해석들도 있었으나, 주

류의 견해는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에 해서 소극 인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

다.37) 실 으로 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논쟁은 과연 매도인의 목 물 인

p.772.
33) Kaser(주 32), aaO. 그러나 실제로 어느 정도로 특정이행이 리 인정되었는지에 해

서는 다툼이 있다. Inst. 4, 6, 32에 하여 Zimmermann(주 30), p.773 참조.
34) Zimmermann(주 30), p.774; Dawson, “Specific Perfomance in France and Germany”, 

Michigan Law Review 57 (1959), p.503 et seq.
35) Bartolus, Commentaria ad D. 19, 1, 1: “Quando est in obligatione rem dari, quis 

praecise compellitur; in obligationibus autem facti quis non praecise compellitur, sed 
liberatur solvendo interesse.” Ripert/Boulanger, Traité de droit civil, tome II, 1957, no 
1609 note 1에서 재인용.

36) Faber, Rationalia ad D. 8, 5, 6, 2. Roland/Boyer, Adages du droit français, 4e ed., 
1999, p.510에서 재인용.

37) Zimmermann(주 30), pp.774-775. 컨  그로티우스는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이 자연

법상 인정됨을 주장하면서도, 시민법상으로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채무에

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Grotius, Inleiding tot de Hollandsche Rechts-geleertheyd, 
1631, III, III, 41 = The Jurisprudence of Holland, vol. 1, 1926, p.322). 반면 도마는 

손해배상 의무를 “2차  효과”라고 지칭하여 일반 인 부의 강제이행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확정 인 태도를 간취하기는 어렵다(Domat, The civil law in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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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채무가 주는 채무인지 아니면 하는 채무인지의 문제에 한 것이었으며, 우세

한 견해는 이를 주는 채무로 분류하여 강제이행을 인정하고 있었다.38)

포티에도 기본 으로 이러한 입장을 계승하 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어떤 

것을 하는 채무는 손해배상 채무로 해소된다. 왜냐하면 아무도 행 를 하도록 강

제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하여 원칙 으로 하는 채무와 주는 채무의 구별

에 따라 강제이행의 인정여부를 단하는 견해를 수용한다.39) 그러나 포티에는 

하는 채무의 개념을 상당히 좁게 해석하여 실제로는 강제이행의 가능성을 비교

 넓게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컨  그는 매도인이나 임 인의 목

물 인도의무를 하는 채무로 분류하는 견해를 비 하면서 이러한 채무는 원칙

으로 주는 채무에 해당하며 강제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 다. 즉 “아무도 행

를 하도록 강제당할 수는 없다”는 법원칙은 “채무의 내용인 행 가 채무자의 일

신 인 순수 행 (un pur fait de la personne du débiteur)인 경우에만” 용된다

는 것이다.40) 그 지 않은 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신체나 자유에 한 침

해가 없이 의무의 이행을 강제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원칙의 용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41)

랑스 민법 은 이러한 보통법에서의 원칙을 입법화하 다. 즉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를 구별하고 후자의 경우 강제이행을 부정하는 랑스 민법 제1142조

는 이러한 발 과정의 결과물인 것이다. 물론 그 원칙의 근거로서 하는 채무의 

이행은 폭력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든가 주는 채무의 이행은 채무자의 자유에 

향이 없다든가 하는 등의 논거가 제시되기는 하 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래

의 보통법 원칙을 정당화하기 하여 제시되었던 事後的인 立論이지, 我妻가 상

정한 것처럼 先驗的인 이데올로기로서 강제이행의 법제를 사 으로 규제하

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랑스 민법 입법과정에서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을 부

정하는 보통법 원칙은 심도 있는 입법정책  논의 없이 실정화되었다고 보는 것

natural order, vol. I, 1850, Pt. I, Bk. I, Tit. I, Sec. III, IV).
38) Coing, Europäisches Privatrecht, Band I, 1985, S. 433.
39) Pothier, Traité des obligations, no 157 in: Oeuvres de Pothier par Siffrein, tome 1, 

1821, p.180.
40) Pothier, Traité du contrat de vente, no 68 in: Oeuvres(주 39), tome 3, 1821, p.41.
41) Pothier, Traité du contrat de louage, no 66 in: Oeuvres(주 39), tome 4, p.518. 이러한 

해석은 재 랑스의 통설의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이 있다. Colin/Capitant(주 23), 
no 100 끝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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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사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42) 재 랑스 학설에서도 이미 제한 으로 해

석되고 있는 이 규정의 근거를 일원 으로 채무자 인격보호에서만 구하는 견해

는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학설은 채무자의 인격 보호 외에도 비 체  작

부에서 강제이행의 비효율성이나 사회  비용, 그리고 손해배상의 간이성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여 다원 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일반 이다.43)

(d) 그리고 재의 “있는 법”의 에서 본다면 랑스 민법 제1142조의 규

정은 이미 넓은 범 에서 그 의의를 상실하 다고 말할 수 있다. 랑스 례가 

강제이행의 목 을 하여 채무자에게 명하는 履行强制金(astreinte) 제도에 의하

여 하는 채무의 강제이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同條의 취지는 범 하게 배제

되고 있기 때문이다.44) 이하에서는 본고의 목 과 련되는 한에서 간략하게 이

에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법원은 신청 는 직권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하여 채권

자에게 일정 액을 지 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를 “astreinte”라

고 부르고 있다. 지 해야 할 일정 액은 불이행 일수에 따라 매일 일정 액을 

지 하도록 하거나 채무불이행에 하여 일정액을 일회 으로 지 하도록 정해

지는데, 그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자의 가 일반

이라고 한다.

이러한 강제  제도에 하여 이 에는 학설에서 그 정당성에 해서 많은 의

문이 제기되었으나, 이제는 법률이 그 존재를 승인하고 있으므로(1972년 7월 5일 

법률  이를 갈음하는 1991년 7월 9일 법률) 그 허용 여부에 해서는 더 이상 

다툼이 없다. 통설과 례는 이러한 강제  제도를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하

여 채무자의 항을 분쇄하기 한 강제수단으로 악하고 있으며, 그 성격상 우

리 법제의 간 강제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45) 그러므로 강제 과 손

42) Dawson(주 34), p.510도 同旨.
43) Roland/Boyer(주 36), p.510; Ripert/Boulanger(주 35), no 1609.
44) 그래서 례상의 이행강제  제도가 “법률에 반하는 습법”(une coutume contra 

legem)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Vincent/Prévault, Voies d'exécution et procédures de 
distribution, 18e ed., 1995, no 38. 그밖에 특정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구제수단으로 

랑스 신민사소송법 제1425-1조 이하가 규정하는 이행명령(injonction de faire) 제도가 

있지만, 용범 (非商人間의 거래)  제재수단의 결여 등을 이유로 그 의의는 매우 

다고 한다. Terré/Simler/Lequette(주 23), no 1119.
45) Mazeaud/Chabas, Leçons de droit civil, tome II/1: Obligations, 9e ed., 1998, no 942; 

Terré/Simler/Lequette(주 23), no 1122; Marty/Raynaud/Jestaz(주 23), no 29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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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은 구별된다. “강제 은 손해배상과 무 하다(indépendante).”(1991년 법률 

제34조 제1항) 즉 강제 은 손해의 보를 목 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며, 따라서 

강제 의 액수는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아니라 채무자의 이행능력  항 가능

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다.46) 다만 강제 은 國庫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지 되므로 학설은 이를 民事的 制裁(peine privée)로 악한다.

이러한 강제 은 지 액의 변경 가능성에 따라 잠정  강제 (astreinte 

provisoire)과 종국  강제 (astreinte définitive)으로 나뉜다(1991년 법률 제34조 

제1항 제1문).47) 잠정  강제 은 법원이 ―통상 일정 기간을 정하여48) ― 채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강제 의 지 을 명하지만, 청산시 액의 변

경 가능성이 열려있는 차를 말한다. 즉 채무가 이행하 거나, 부가 이행불능

이 되거나, 채무자의 항에 의하여 기간이 도과되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 의 

지 을 구하기 하여 법원에 淸算(liquidation)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원의 청산

에 의하여 채권자가 획득할 액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하여 

강제 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49) 그런데 법원은 잠정  강제 의 경우 채권자에

게 지 될 액을 청산함에 있어서 처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액을 조

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정에는 특히 채무자의 행태를 고려하여야 함이 규정되

어 있다(1991년 법률 제36조 제1항).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서 강제 의 명령은 

46) Mazeaud/Chabas(주 45), no 942. 다만 불이행이 外來原因(une cause étrangère)에 의한 

경우에는 강제 은 발생하지 아니한다(1991년 법률 제36조 제3항). 주의할 것은 우리

의 문헌에서 랑스 례의 강제 이 “손해배상인지 간 강제인지에 하여 다툼이 

있다”고 서술하는 경우가 있으나( 컨  郭潤直(주 2), 187-188면; 註釋 民事執行法

(V)(주 5), 129면 (徐基錫) 등), 이는 1972년 7월 5일 법률 이 의 상황에 해서나 

가능한 서술이다. 이 법률은 손해배상과 강제 은 서로 무 하다는 을 규정하 기 

때문이다(제6조). 그리고 동법 이 의 통설도 손해배상과 강제 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Aubry/Rau/Bartin, Cours de droit civil français, 6e ed., 1942(eng. trans., 
1965), vol. IV, § 299 note 17k.

47) 이하의 내용에 해서는 Carbonnier(주 23), no 1289; Terré/Simler/Lequette(주 23), nos 
1125 et seq.; François, Droit civil, tome 4: Les obligations. Régime général, 2000, no 
257 등 참조.

48) Marty/Raynaud/Jestaz(주 23), no 300.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강제  명령은 효력을 상

실하여 청산되지만, 법원은 다시 추가 으로 강제 을 명령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종국  강제 을 명할 수도 있다.

49) 법원의 청산 결정은 執行力을 가진다(1991년 7월 9일 법률 제37조 同條의 “décision”
은 강제 을 명하는 결정이 아니라 청산 결정을 의미한다, Terré/Simler/Lequette(주 

23), no 1126 not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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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인 것이다.

이에 하여 종국  강제 의 경우 법원은 불이행이 지속되는 동안 지 되어

야 할 강제 의 액수를 종국 으로 확정하게 되며, 이에 해서는 더 이상의 변

경이 불가능하다(1991년 법률 제36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종국  강제 의 경우

에도 청산은 요구되나(1991년 법률 제35조), 여기서 청산은 단순히 불이행의 일

수에 미리 결정되었던 일별 액수를 곱하여 확정하는 형식 인 차에 불과하다. 

이 에는 종국  강제 의 경우 기간의 특정 없이 명하는 것이 일반 이어서 그 

압박효과는 매우 강하 다고 한다. 그러나 1991년 7월 9일 법률은 이를 제한하

여 종국  강제 은 일단 잠정  강제 을 명한 이후에만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도 법원이 기간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991년 법률 제34조 제3

항 제1문). 그리고 법원이 명시 으로 종국  강제 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 은 원칙 으로 잠정 인 것으로 추정된다(1991년 법률 제34조 제2항).

우리의 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강제 의 용범 이다. 학설은 강제  

제도가 한 강제이행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하는 채무의 이행에 유용하

다는 을 인정하고 있으나, 용범 를 반드시 이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오

히려 통설과 례는 강제 은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주는 채무 내지 부

작 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50) 이러한 의미에서 강제 에 

의한 이행강제의 補充性은 랑스 행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독일법

(a) 독일 민사소송법은 강제되어야 할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를 물건의 인도채

무, 체  작 채무, 비 체  작 채무, 부작 채무로 구분하고, 이에 하여 

각각 고유한 강제이행의 방법을 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강제이행 청구권은 손

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법 제893조 제1항).

우선 물건의 인도채무에 해서는 직 강제가 인정되고 있다(동법 제883조 내

지 제886조). 이에 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는 행 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체  작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체집행이 강제이행의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887조 제1항). 그런데 이

50) Ripert/Boulanger(주 35), no 1621; Marty/Raynaud/Jestaz(주 23), no 295; François(주 

47), no 25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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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체집행의 방법은 “물건의 반환 는 부를 한 강제집행에는 용되지 

아니한다.”(동법 제887조 제3항). 그러므로 통설은 의 부나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의 강제집행에는 체집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

으며, 이 한도에서 체집행의 보충성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어 있다.51)

반면 채무의 내용이 비 체 인 작 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그 행 가 

오로지 채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이행의 강제를 

하여 간 강제가 인정된다(동법 제888조 제1항). 간 강제에 있어 강제 수단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强制拘禁  强制金이다. 물론 이러한 간 강제는 채무의 

성질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독일 민사소송법은 특히 혼인을 

할 의무, 혼인생활을 창출할 의무, 근로계약상 근로의무 등에 한 간 강제를 

명시 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888조 제3항).

그러나 독일 민사소송법은 더 나아가 부작  채무의 불이행에 해서는 우리 

법제와는 달리 그 강제이행의 수단으로 일종의 간 강제를 정하고 있다. 즉 각각

의 부작 의무 반에 하여 법원은 신청에 기하여 秩序罰로서 250,000 유로 

이내의 과태료(Ordnungsgeld) 내지 합계 2년 이하의 구 (Ordnungshaft)을 명할 

수 있는 것이다. 통설은, 비 체  작 채무에 한 강제이행을 순수한 집행수단

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부작 채무를 강제하는 질서  내지 질서벌은 이미 

일어난 지명령에 한 반행 에 하여 작용하므로 방  성격 외에 제재

로서 형벌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52)

이들 강제이행 방법들은 원칙 으로 채무의 내용에 따라 배타 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도청구가 가능한 사안에 체집행이나(동법 

제887조 제3항) 간 강제53)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마찬가지로 체집행이 가능한 

작 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의 이행에 하여 간 강제는 가능하지 않다.54)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통설이 인정하는 체집행과 간 강제의 보충성과 같은 

결과가 독일 강제이행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b) 독일 민사소송법의 제정과정에서는 특정이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보통법 

51) 우선 Stein/Jonas/Brehm, Kommentar zur ZPO, 22. Aufl., 2004, § 887 Rn. 3  인용

문헌 참조.
52) Rosenberg/Gaul/Schilken, Zwangsvollstreckungsrecht, 11. Aufl., 1997, § 73 III (S. 993) 

참조.
53) Stein/Jonas/Brehm(주 51), § 888 Rn. 1.
54) Stein/Jonas/Brehm(주 51), § 888 R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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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서 벗어나 채권의 실효  만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채무자에

게 과도한 강제를 가하지 않으면서도 채권을 합목 으로 실 할 수 있도록 하

는 규율의 창출이 문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상에 좇아 민사소송법의 안을 작성했던 원회는 모든 채무는 원

칙 으로 강제이행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 다.55)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의 권

리만을 부여하는 것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채권의 목 의 가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공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인격에 

강제를 가하는 방법은 컨  “동일한 목 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달성될 가능

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특히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

가 제3자에게 의하여 행해질 수 있는 체 인 성질인 것인 때에도 채무자에 

하여 강제를 가하려는 시도는 불필요하게 엄격한 것(überflüssige Härte)으로 평

가된다.56) 그러므로 간 강제는 채무자의 의사를 꺾음으로써 채무의 이행이 가능

한 사례 즉 비 체  작 채무에서 부가 채무자의 의사만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경우에 한정 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57)

이러한 안의 구상은 이후의 심의과정에서도 본질 으로 유지되었다.58) 물론 

제국의회 심의과정에서 랑스 민법의 를 좇아 하는 채무에 한 강제집행 수

단을 삭제하자는 제안이 있기는 하 으나, 다수의 의견은 시민의 자유는 不法을 

행할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며 법원의 기 력 있는 결에 하여 항하는 것은 

不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제안을 거부하고 안의 태도를 견지하 다.59)

(c) 이러한 독일 민사소송법의 강제이행법제는 채권의 실효성 확보와 채무자의 

인격에 한 간섭 배제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실 하기 한 합목  규율을 

발견하기 한 입법정책  고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도 입법자료에 의하

55) Begründung des Entwurfs einer Civilprozeßordnung, S. 442 = Hahn/Mugdan, Die 
gesammten Materialien zu den Reichsjustizgesetzen, Band 2, 2. Aufl., 1881, S. 465.

56) Begründung, aaO. = Hahn/Mugdan(주 55), S. 465f.
57) Begründung, S. 443 = Hahn/Mugdan(주 55), S. 466.
58) 물론 제국의회 원회의 제2독회에서 種類債務의 집행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목 인 

종류물을 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체집행이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기

는 하 으나, 이 제안은 다수에 의하여 거부되었다(Protokolle der Kommission, S. 
582f. = Hahn/Mugdan(주 55), S. 1000f.). 이와 련하여 물건의 引渡執行의 경우에 

체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행 민사소송법 제887조 제3항이 추가되었다

(Protokolle der Kommission, S. 604f. = Hahn/Mugdan(주 55), S. 1020).
59) Protokolle der Kommission, S. 413f. = Hahn/Mugdan(주 55), S. 86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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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입법 여자들이 랑스  인격자유라는 이념에 한 반작용으로 채권의 

실효  확보라는 새로운 이념을 립시켰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들은 하는 채무에 강제이행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기존의 규율들은 법제사 인 

제약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에 한 명백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작  는 

부작 를 내용으로 하는 결은 항상 손해배상에 의해서만 강제이행될 수 있다

는 원칙은 본질 으로 [손해배상으로의] 환 없이는 그러한 결을 집행하도록 

하는 강제수단이 발 되지 않았다는 역사 인 의의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60) 

그러므로 입법 여자들은 입법정책 으로 채무자에 한 강제와 채권의 실효  

만족을 상 으로 고려하여 합목 인 규율을 하고자 시도하 던 것이며, 여기

에 我妻가 상정하는 바의 이념의 립이 있었다는 사실은 어도 입법자료에서

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독일 민사소송법이 직 강제, 체집행, 간 강제들 사이에 정하고 

있는 배타  계는 이러한 합목  입법정책의 결과이지 이념에 기한 선험  

결론은 아니다. 이 은 독일의 통설과 례가 정당한 결론의 달성을 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타  보충성을 부인하는 외를 다수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찰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채무의 경우 간 강제가 인정

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다. 그러나 컨  인도해야 할 물건이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직 강제에 의한 이행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 간

강제에 의한다고 해석되고 있다.61) 물건의 인도와 련하여 채무자의 행 의무

가 존재하는 경우( 컨  제조, 조달, 수리, 조립 등)에도 채권의 목 달성을 

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 강제와 체집행 내지 간 강제가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62)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부동산에 하여 종국 으로 유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한 기간 동안 퇴거하여 유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의무의 집행

의 경우에도 간 강제가 고려된다.63) 마지막으로 체  작 부의 이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도 그 작 부가 제3자의 력이나 동의를 제로 하는 사안에서는 

체집행이 아니라 간 강제가 용된다고 한다.64) 이러한 들은 독일에서 인정

60) Begründung, S. 442 = Hahn/Mugdan(주 55), S. 465.
61) Stein/Jonas/Brehm(주 51), § 883 Rn. 12.
62) Rosenberg/Gaul/Schilken(주 52), § 70 I 1 b (S. 962).
63) Stein/Jonas/Brehm(주 51), § 885 Rn. 5.
64) Stein/Jonas/Brehm(주 51), § 887 Rn. 10; § 888 Rn.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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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一請求權一執行方法의 原則이 결코 경직된 것이 아니며, 채무자 보호

와 채권자 만족을 고려하는 합목 인 가치 단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3. 일본법에서 간 강제의 보충성 이론의 성쇠

(1) 그러므로 我妻가 제안한 해석론의 바탕을 이루는 理念史的 解釋에는 의문

이 있으며, 이를 그 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我妻의 해석론이 일본에서 通說로 철되었다는 은 앞서 서술한 바 

있다. 일본 민법 제414조  구민사소송법 제734조의 계를 간 강제의 보충성

의 에서 해석하는 그의 견해는 이후에 지배 인 치를 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통설에 하여 비 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컨  星野는 일본 

민법 제414조  구민사소송법 제734조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

장하 다. 즉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이 규정들에 사용되고 있는 ‘강제이행’이라는 

표 은 랑스 용어인 “exécution en nature”의 번역으로 채무의 본래의 내용 로

의 이행의 강제를 의미하는데, 이 의미를 제하면 직 강제와 간 강제는 

“exécution en nature”에 해당하나 체집행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두 규정들 사이에 용어의 혼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65) 그리고 간 강제

의 보충성에 한 채무자의 인격보호라는 논거에 해서도, 채무자에 한 실력

이 행사되는 직 강제보다는 오히려 심리  강제를 가하는 간 강제의 방법이 

보다 人道的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하는 채무에 해서는 그 성질을 불문

하고 채권자는 체집행과 간 강제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더 

나아가 종류물 인도채무에도 간 강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간 강제를 

리 인정하는 해석론을 제안하 다.66)

65) 星野英一, 民法槪論 III (債權總論), 1984, 39면. 이러한 星野의 주장은 입법자료를 살

펴보면 근거를 가지고 있다. 컨  일본 民法은 ‘강제이행’을 의미하는 단어로 ‘直
接履行’이라는 표 을 쓰고 있었는데, 이는 약속된 바  법률이 명하는 바의 원상

로의 이행(l'accomplissment en nature de ce qui a été promis […] et de ce qui est 
imposé par la loi)으로 이해되고 있다(Code civil de l'empire du Japon accompagné 
d'un exposé des motifs, tome 2, 1891, p.517; 강조는 원문 로). 일본 민법의 기 자

의 한 사람인 梅는 이러한 의미에서 체집행은 “일종의 배상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이행은 아니라고 한다(梅謙次郞, 民法要義, 卷之三, 1909, 51-52면).
66) 星野(주 65), 40-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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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소수설로 머물 을 뿐이며, 통설은 여 히 간 강제

의 보충성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통설은 1979년의 民事執行法 制定

에서 법률의 규정으로 철되었다. 즉 동법 제168조 내지 제170조는 물건의 인

도에 하여 직 강제를 강제이행의 방법으로 규정하면서, 일본 민법 “제414조 

제2항 는 제3항이 규정하는 청구에 한 강제이행”에 하여 체집행의 차

를 규정하고(동법 제171조) “작  는 부작 를 목 으로 하는 채무에서 前條 

제1항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 강제집행”에 한정하여 간 강제를 

사용하도록 하 던 것이다(동법 제172조).

그러나 간 강제 보충성론의 입법  승리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우선 계속

해서 통설이 상정하고 있었던 보충성론의 논거에 한 의문이 제기되었다.67) 더 

나아가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돌입하면서 집행에 한 항이 격렬해지고, 이

로써 직 강제 내지 체집행에 의한 채권의 확보가 실효 이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임차인들이 실력으로 명도집행을 지하거나, 채무자가 자

신의 동산을 은닉하는 사안들이 그 표 인 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존의 보

충성론에 한 의문과 결합하여 민사집행법의 강제이행 규정에 한 입법정책  

비 으로 확 되었다.

이러한 비 에 직면하여 2003년의 ‘담보물권  민사집행제도의 개선을 한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3년 법률 제134호)은 마침내 간 강제의 보

충성을 포기하 다.68) 동법은 종래 意思表示의 擬制에 하여 규정하고 있던 제

173조를 제174조로 옮기고 그 자리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68조 

제1항[부동산 인도집행], 제169조 제1항[동산 인도집행], 제170조 제1항[제3자가 

유하는 경우]  제171조 제1항[하는 채무의 체집행]에 규정하는 강제집행은 

각각 제168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조 제1항[하는 채무의 간 강제]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는 동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용한다.”(제173조 제1항; [  ] 안의 내

용은 필자의 보충) 즉 새로운 제173조의 규정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도채

무 내지 하는 채무 일반에 하여 간 강제에 의한 강제이행의 길을 열어두고 

67) 中野(주 7), 10면; 平井宜雄, 債權總論, 第二版, 1994, [217] 이하; 森田(주 16), 321면 

이하 등.
68) 민사집행법 제173조의 입법 경 에 해서는 우선 道垣內弘人․山本和彦․古賀政治․

林明彦, 新しい擔保․執行制度, 2003, 153-1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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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이러한 간 강제의 첩 용에 의하여 채권의 실효  확보가능성이 얼마나 

진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이후의 실무에서의 운용 결과에 의하여 단해야 할 문

제일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간 강제의 보충성은 2003년의 법개정으로 인하여 

이제 일본 행법의 해석론으로서는 더 이상 주장될 여지가 없다는 을 지 하

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4. 요약

이상의 서술에서 우리 통설의 강제이행 규정의 이해는 본질 으로 일본 민법

의 해석론을 수용한 것임을 확인하 다. 즉 이러한 해석에는 우리 민법 제389조 

 구민사소송법 제693조가 의용 민법 제414조  의용 구민사소송법 제734조와 

동일하다는 제가 그 기 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我妻에 의하여 철된 

일본의 통설이 우리의 해석론으로도 타당하다고 결론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그런

데 우선 일본 민법의 해석으로 我妻의 논거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해서는 

이미 랑스와 독일의 법제의 역사를 검토함으로써 의문을 제기하 다.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 민법 제389조  구민사소송법 제693조(이제는 민사집행법 제

261조)의 규정이 과연 통설이 제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인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Ⅲ. 행법상 강제이행 제도의 해석

1. 민법 제389조  민사집행법 제261조: 역사  해석

(1) 민법 제389조: 특정이행을 인정하는 일반  강제이행의 원칙

우리 민법 제389조는 과연 통설이 제하는 바와 같이 의용민법 제414조를 그

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 法典編纂委員 의 ｢民法典編纂要綱｣은 이 문제에 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

을 정하고 있었다. “四一四條 二  三 을 削除하고 民事訴訟法에 此를 규정할 

것.”69) 이러한 태도는 加藤  我妻의 견해에 따른 당시 의용민법의 통설의 이해

와는 다른 의미로 제389조의 규정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 즉 종래

69) “民法典編纂要綱”, 梁彰洙, 民法硏究 제1권, 1991,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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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설은 의용민법 제414조의 제1항 내지 제3항 모두를 차법  규정으로 이

해하여 同條를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법 편찬 원회는 단지 제2항과 

제3항만을 삭제하면서도 제1항  제4항을 유지할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 편찬 원회의 방침은 아마도 우리 민법 제389조를 滿洲國 民法 제

376조와 같은 취지로 입법화하고자 하 던 것이라고 추측된다.70) 만주국 민법 

제376조는 실제로 당시 일본 민법의 제414조에서 제2항과 제3항을 생략한 형태

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 이

를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제1항) 그리고 “ 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제2항)

만주국 민법의 제376조는 ―종래 일본의 통설의 악에 따른 일본 민법 제

414조 제1항의 취지와는 달리― 강제이행의 원칙을 정하는 조항으로 의도되었

다. 즉 채권자는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이행청구권을 국가의 조력으로 철할 

수 있다는 일반  강제이행 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손해배상에 향이 없다는 취

지를 정하고자 하 던 것이다.71) 이는 채권의 강제  이행가능성을 인정하는 규

정으로, 당시 통설의 일본 민법 제414조에 부여하고 있던 의미와는 다른 것이었

다.

그러므로 법 편찬 원회가 의용민법 제414조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 을 때에는 同條를 일반  강제이행의 원칙을 정하는 규정으로 구상하고 있

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제389조를 입법함에 있어서 이를 加藤․我妻의 통설

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이행에 한 일반 원칙을 정하는 규범을 

설정하고자 하 던 것으로 생각된다.

(b) 그런데 법 편찬 원회의 이러한 방침과는 달리 국회에 제출된 民法案 제

380조는 행 제389조와 동일한 문언을 가지고 있었다. ｢民法案審議 ｣은 民法

案 제380조에 하여 “現行法 第四一四條와 同一한 趣旨이나 條文作成이 改良되

었다”는 간단한 이유만을 붙이고 있을 뿐이며, 同條는 이후의 심의과정에서 어떠

한 수정도 받지 않았다.72)

70) 아울러 “채무자가 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는 완 한 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던 中華民國 

民法 제227조도 간 인 참고자료 을 가능성도 있다.
71) 石田文次郞․岩井萬龜, 滿洲民法(債權總論), 1941, 102-103면.
72) 民議院 法制司法委員 , 民法案審議 , 上卷, 1957, 232-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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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행법과 동일한 취지라는 이유로부터 立法 는 민법 제389조를 규

정함에 있어 의용민법 제414조의 태도로 회귀하 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인가? 이로부터 두 조문은 실질 으로 동일 취지이므로 의용민법의 통설이 우리 

행법의 해석으로도 하다고 할 것인가? 필자는 그 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

히려 법안 제380조 제1항은 법 편찬 원회의 지침에 따라 强制履行의 原則을 

정하는 규정이라고 단된다.

만일 立法 가 의용민법 제414조를 당시 통설의 이해에 따라 규정하면서 “조

문작성”을 “개량”하고자 했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1항의 “强制履行”을 단순

히 “直接强制”로 수정하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立法 는 종래의 통설에 따른 조

문작성의 개량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草案의 起草 들은 

오히려 제1항은 그 로 보존한 채로,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불허하는 경우

에 그 채무가 작 를 목 으로 하는 때에는” 체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제2항의 

규정을 “前 의 債務가” 법률행 를 목 으로 한 때에는 결이 이를 갈음하고 

작 부가 “채무자의 일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代替執行을 할 수 있

다는 규정으로 수정하 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 통설은 “ 항의 채무”(제2항)는 제389조 제1항 단서의 “채무의 성

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의 채무를 말한다고 해석하여 제389조를 의

용민법 제414조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안이 가한 

한 변화를 간과하는 해석이다. 의용민법 제414조 제2항은 “채무의 성질이 강제

이행을 불허하는 경우”라는 명시  표 을 사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제389

조 제2항은 “ 항의 채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文理解釋에 의하

면 항의 채무는 제1항의 규정 체가 지시하고 있는 채무 즉 불이행이 있어 

강제이행이 문제되고 있는 채무를 지시할 뿐이다. 여기서 “ 항의 채무”가 단서

만을 지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상 극히 부자연스럽다. 이는 우리 민법의 입

법 테크닉으로부터도 명백하다. 우리 민법에서 본문/단서 구조의 “前 ”을 지시

하는 규정은 항의 체 특히 본문의 내용을 지시하는 것이 일반 이다.73) 오히

73) 컨  제5조 제2항, 제109조 제2항, 제216조 제2항, 제219조 제2항, 제305조 제2항, 
제316조 제2항, 제397조 제2항, 제40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 제427조 제2항, 제492
조 제2항, 제528조 제3항, 제535조 제2항, 제548조 제2항, 제580조 제2항, 제639조 제

2항, 제662조 제2항, 제665조 제2항, 제671조 제2항, 제727조 제2항, 제755조 제2항, 
제756조 제2항, 제758조 제2항  제3항, 제759조 제2항, 제761조 제2항, 제829조 제

3항, 제941조 제2항, 제957조 제2항, 제963조 제2항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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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외 으로 민법이 단서만을 지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 항의 의사표시의 

무효”(제107조 제2항), “ 항의 증가액”(제259조 제2항), “ 항의 계약”(제268조 

제2항)과 같은 표 으로 구체 으로 단서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만일 통설이 해석하는 바와 같이 “ 항의 채무”가 제1항의 단서를 지

시하는 것이라면, 제389조는 실제로 제414조와 완 히 동일한 의미로 되어버린

다. 그 다면 立法關 들의 “조문작성을 개량”하 다는 언명은 완 히 무의미

한 것으로 무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 실제로 조문작성에 있어

서 개량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통설의 에서 본다면 제2항의 수정은 改良이 

아니라 改惡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수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안 기 자

들이 재 제389조의 문언으로 의용민법 제414조에 한 “개량”을 시도하 다고 

말한다면, 그 “개량”의 지 은 문언이 유의미하게 수정된 부분인 “ 항의 채무”

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 항의 채무”는 의용민법에서처럼 제1항 단서를 지

칭하는 표 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2항은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강제

이행”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규정으로, 일정 채무 유형들에 한 강제이행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면 제389조가 의용민법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라는 심의과정의 발언은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기 자들은 제389조 제1항을 당시의 통설과 달리 강제이

행의 원칙을 정하는 규정으로 이해하 던 것으로 보인다.74) 기 자들이 제389조 

제2항에서 체집행을 명시 으로 강제이행의 하나의 방법으로 규율하면서 그 

용 상을 체  작 부로 명확히 하 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의 증이라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만 제389조가 의용민법 제414조를 “개량”

한 것으로 악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조문작성”을 “개량”하 다는 입법

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제389조는 더 이상 통설이 주장하는 바의 

의미로는 이해될 수 없다.

(c)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제389조는 다음과 같이 악되어야 할 것이다.

74) 일본 민법 제414조 제1항의 ‘강제이행’을 강제집행 일반으로 해석하는 石坂의 견해와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石坂音四郞, 日本民法 第三編 債權總論, 上卷, 第十二版, 
1924, 76-79, 93-95면). 石坂는 同條 제2항의 “채무의 성질이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무시해야 한다고 하여(94면), 체집행 역시 제1항의 강제이

행의 한 유형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물론 石坂는 이 규정을 권리보호청구권이라는 이

유로 민사소송법에 두어야 할 것으로 이해한다는 (76면)에서는 만주국 민법 내지 

안 기 자의 태도와는 다르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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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기 자들은 제389조 제1항의 ‘강제이행’을 ‘직 강제’로 수정하지 아니하

고 ‘강제이행’이라는 표 을 유지하 다. 이는 안 기 자들이 제389조 제1항을 

일반  강제이행의 원칙을 정하는 규정으로 구상하 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다. 즉 채권자는 부의 결과가 실 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하여 강제이행

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제1항). 그리고 이러한 강제

이행은 손해배상에 향이 없다(제4항). 이 규율에 있어서 안 기 자들은 법

편찬 원회의 방침을 좇았다고 볼 것이다.

다만 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기 자들은 ―법 편찬 원회와는 달리― 이러

한 원칙 규정에 의사표시를 할 채무, 체  작 채무, 부작 채무의 강제이행에 

한 특별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제2항  제3항에 이를 정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안 기 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강제이행 원칙을 일

정한 채무 유형에 하여 구체화하는 제2항과 제3항을 두고자 했는지는 물론 

재의 자료 상황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에 하여 가능한 추측으로

는 안 기 자들이 제389조를 “개량”하면서도 법  안정성의 에서 의용민

법 규정의 체제를 가능한 한 유지하고자 하 을 수 있다는 이다. 특히 “민법 

제414조 제2항  제3항의 경우”의 체집행에 하여 규정하는 依用民事訴訟法 

제733조와의 조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 편찬 원회가 이미 

기 하여 1953년 이래로 國 의 의결만을 기다리고 있던75) 민사소송법안 제686

조 역시 “民法 第 條[ 法 第四百十四條] 第二   第三 의 境遇”에 한 체

집행을 정하여 민법의 규정을 지시하고 있었던 에 비추어,76) 민법 안의 기

자들로서는 의용민법 제414조 제2항  제3항을 “개량”하여 유지하는 편이 입법

의 기술로서 보다 한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게다가 강제이행의 원칙을 선언

하면서도 체  작 채무, 부작 채무의 강제이행 방법에 해 규정하고 있는 

75) 민사소송법안은 1953년 제2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제출된 이래 도합 6회 제출되었

는데(1954.1.13., 1954.8.10., 1957.6.17., 1958.6.23., 1959.1.30., 1959.2.23), 앞의 5회의 

경우에는 모두 期不繼續에 의하여 폐기되었고 6번째 제출된 법안이 1959년 12월 

28일에 가결되어 법률로 성립하 다.
76) 국회에 제출된 안에는 “民法 第 條[ 法 第四百十六條 第二 ]  第三 의 境遇”

로 규정되어 있으나 오식으로 보인다. 의용민법 제416조는 행 제393조에 해당하는 

조문이며, 꺾음 호의 치도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이는 “第六百八十六條中 ‘民法 

第 條’를 ‘民法 第三百八十九條’로 修正한다”는 법제사법 원장의 보고에서도 명백하

다(朴世俓, 民事訴訟法案 審査報告書, 38면). 이들 자료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bill/)에 의하여 열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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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입법례로서 스 스 채무법 제97조 제2항, 제98조가 있으며, 이들 조문이 

입법의 참고자료로 언 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77) 그러한 규율 방식이 안 기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론 으로 우리 민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본다면 제389조는 강제이행의 원칙  

손해배상과의 독립성을 정하면서 의용민법과 스 스 민법의 를 좇아 일정 채무 

유형에 한 집행방법으로서 체집행 등을 정하고 있는 규정임이 확인된다.

(2) 행법상 간 강제: 그 “약한” 성격

(a) 民事訴訟法 제693조는 그 문언에 있어서 의용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수용

하 다. 기존의 통설은 구민사소송법 제693조의 표제가 “간 강제”인 에 비추

어 同條 제1항의 “강제이행”은 간 강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78) 

이 해석에 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는 민사집행법 제261

조 제1항이 “채무의 성질이 간 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라는 명시 인 규정

을 채택하 으므로 이에 한 논의는 이제 불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

므로 여기서는 우리 민법의 간 강제 규정이 가지고 있는 제재수단의 측면을 살

펴보고자 한다.

(b)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우리 민법의 간 강제가 가지는 압박효과는 외국

의 법제와 비교하여 그다지 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독일 민사소송법에

서는 간 강제의 수단으로 손해배상과 독립된 강제 의 부과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구류 등이 존재하고(I. 2. (1)), 랑스의 경우에도 례가 인정하는 강

제 (astreinte)은 손해배상와 무 한 제도임에 반하여(II. 2. (1) d), 우리 민사소송

법의 해석으로서 간 강제로서 채권자에게 지 되는 액은 손해에 충당되는 것

으로 해석되고 있어 그 압박효과는 상 으로 크지 않은 것이다.

(c) 우리의 이러한 간 강제의 법제는 기본 으로 랑스 례의 강제

(astreinte)의 제도의 기형태가 수용된 것이며, 이러한 계수의 과정에서 상

으로 “약한” 성격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우리 간 강제 규정은 일본 民法 財産編 제386조 제3항으로 소 된다. 이에 

의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직 이행을 명함과 동시에 극도의 기간(un délai 

extrême)을 정하여 그 지연하는 매일 는 매월에 약간의 償金을 지 할 것을 명

77) 民法案審議 (주 72), 233면.
78) 표 으로 우선 郭潤直(주 2), 1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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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는 직 이행을 하고서 손해배상의 즉시의 계산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문언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듯이, 이는 淸算을 제로 하는 

잠정  강제 (astreinte provisoire) 제도를 실정화한 것이다. 즉 보아소나드는 당

시의 시 에 랑스 례에 의하여 발 되고 있던 강제  제도를 구민법의 제정

과정에서 채권 실 의 압박수단으로 규정하 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는 랑스의 학설에서 이러한 례의 강제  제도에 한 강한 비

이 제기되고 있던 시 이기도 하다. 특히 례에 호의 인 견해들도 강제 이 

채권자의 실제 손해를 상회하도록 부여되어서는 안 되므로, 청산에 의하여 지

될 액은 항상 실손해액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79) 보아소나드

는 구민법을 기 함에 있어서 이러한 비 을 수용하여 강제 은 종국 인 것이

어서는 안 되며 실제 손해배상액을 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 다.80) 따라서 

청산은 축 된 강제 의 내용을 실제 손해액으로 축소하는 역할을 하는 차로 

정해지게 되었던 것이며, 액의 지 명령은 채무자 압박과 동시에 채권자의 

보를 목 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랑스식의 강제  제도는 독일 민사소송법을 계수한 일본 민사소송법

에서 독일식의 간 강제로 악되기에 이른다.81) 특히 시행되지 아니한 구민법을 

갈음한 행 일본 민법 제414조가 명시 으로 간 강제를 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民法 財産編 제386조 제3항은 日本 民事訴訟法 제734조의 간 강제

로서 다시 규율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강제 이 가지고 있었던 손

해배상과의 련성을 완 히 벗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同條는 여 히 “그 

지연의 기간에 상응하여 일정한 배상을 할 것 는 바로 손해의 배상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  성격을 보이는 표 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구민

법의 청산제도가 삭제되었고, 이후의 통설이 강제 이 실손해를 과하는 결과를 

용인하 을 뿐이다.

우리의 간 강제 제도 역시 이러한 의용 민사소송법의 제도가 계수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 강제 제도 역시 손해배상과의 련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기 랑스 강제  제도가 일본을 거쳐 계수된 것이고, 우리 民事訴訟法 제

79) Dawson(주 34), p.514. Colin/Capitant(주 23), no 116도 참조.
80) Code civil de l'empire du Japon(주 65), tome 2, p.531. 실제로 동 규정도 채권의 강

제이행을 정하는 제2부 제2장 제1 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율하는 제2 에 포

함되어 있었다.
81) 자세한 과정은 我妻(주 15), 98-99면, 11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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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조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문언이 “일정한 배상”을 명하고 있음은 우연이 

아니다. 강제 이 채권자의 손해배상에 충당된다는 결론  그로부터 야기되는 

간 강제의 “약한” 성격은 이러한 법사 인 연원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

2. 간 강제의 용범

(1) “채무의 성질이 간 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

(a)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채무의 성질이 간 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

심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 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항 제1문). 이 규정에 하여 우리 학설은 채무자의 인격 존 을 이유로 다

른 강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사용할 최후의 수단이라는 에서 보충  집행방법

이고, 따라서 다른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간 강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해석하여, 이 의 통설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82)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근거로 들고 있는 채무자의 인격존  등에 한 논거가 

설득력이 없음은 이미 앞서 지 한 바 있다. 채무자의 인격보호와 채권의 실효  

만족이라는 이념의 조화를 근거로 하는 간 강제의 보충성 이론이 실제로는 법

제사 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II. 2.), 그리고 우리 민법의 간 강제 제도는 압박

효과가 경미하여 채무자에 한 간섭이 외국의 와 비교할 때 경미하다는 것(I. 

2.)을 다시 언 하는 것으로 그치기로 한다.

그러나 여기서 간 강제의 방법은 心理的 强制만을 주는 것이고 신체  

이 없으므로 오히려 직 강제보다 채무자의 인격보호에 하다는 단을 내리

고 이로부터 바로 간 강제의 용가능성을 넓히려는 해석을 하는 것83)도 

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해석은 인격보호를 근거로 간 강제의 보충성을 주장하던 

통설의 논변을 그 로 뒤집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 게 어떤 강제이행 방법에 

선험 으로 인격보호  성격을 련지워 그로부터 해석론을 도출하는 것은 마찬

가지로 설득력이 없다.84) 직 강제 내지 간 강제가 채무자의 인격에 얼마나 과

82) 郭潤直(주 3), 101-102면; 金亨培(주 2), 135-136면; 李時潤(주 5), 343면; 註釋 民事執

行法(V)(주 5), 129면(徐基錫);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주 5), 582면 등.
83) 컨  星野(주 65), 40-41면.
84) 어떤 제도의 “本質” 내지 “本質的 性格”을 주장하는 논거는 그러한 본질 내지 본질  

성격에 한 자신의 理解를 면에 내세울 뿐이다. 그러나 다원주의 인 헌법질서에

서 그러한 자신의 이해는 일반 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본질”
의 원용은 그 자체로는 법률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만일 해석자가 그러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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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 인 사안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며 

사 ․일반 으로 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결국 간 강제의 용범 의 해석에 

있어서는 민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의미를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

(b) 우리 행법상 간 강제의 용범 를 획정함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우리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은 어도 문언상으로는 간 강제의 용

범 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입법자는 민사집행법 제정과정에서 독일이나 일

본의 입법례를 좇아 간 강제의 용범 를 제한 으로 규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개입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채무의 성질이 간 강제를 할 수 있는 경

우”라고 정하여 극도로 넓은 요건 내지 거의 백지규정에 가까운 요건을 정하고 

있다. 실 으로 성질상 간 강제를 할 수 없는 채무는 극히 드물다. 실제로 金

錢債務, 引渡債務 등에서도 간 강제를 “할 수 있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

나 제261조 제1항이 이 게 범 한 용범 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생

각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간 강제의 용범 에 해서 제261조로부터는 다음

과 같은 잠정결론을 취할 수 있다. 즉 제261조는 문언상으로는 간 강제를 제한

하고 있지 않지만, 체계해석 내지 목 론  해석에 의하여 그 용범 가 제한될 

수 있고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체계해석에 의한 용범  제한의 단 는 이미 민법  민사집행

법이 제공하고 있다. 행법상 채무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편 제2항), 인도채

무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57조 내지 제259조), 代替的 作爲債務의 집행(제38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60조), 不作爲債務의 집행(제389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60조) 등에 해서는 법률이 각각 고유한 집행방법을 정하고 있다. 민사집행

법 제261조가 상당히 넓은 용범 를 정하고 간 강제를 인정하고 있음에 반

하여, 이들 규정이 각각의 채무유형에 그 집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 어도 

이로부터 입법자는 후자의 규정들이 어도 우선 용되는 것을 의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규정이 일반규정에 선행하며 그 지 아니한 한도에서 

질” 내지 “본질  성격”을 법률의 규정으로부터 도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더 이상 그러한 “본질”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 그는 法律을 원용함으로써 충분하다. 
이른바 ‘본질 논변’(Wesensargument)의 문제 에 하여 우선 Kramer, Juristische 
Methodenlehre, 2. Aufl., 2005, S. 142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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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규정이 보충 으로 용되는 것은 여기서도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다만 문제

는 이 게 고유한 강제집행의 방법이 규정된 채무유형들에 하여도 일정한 

외 인 경우에 간 강제가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규정들이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완 히 배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충  용을 허용하는 것인지의 여

부이다. 자와 같이 해석한다면 간 강제는 특별한 강제이행 방법의 규정이 없

는 비 체  작 부에 한정하여 인정될 것이므로 결과 으로 통설의 간 강제 

보충성이 인정될 것이다. 반면 후자와 같이 해석한다면 원칙 으로는 개별 규정

이 정하는 강제이행 방법이 우선 으로 용되지만 외 으로는 인도채무 등에

서도 간 강제를 활용하는 것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될 것이다.

(c) 여기서 어떠한 해석이 타당한 것인지는 결국 직 강제  체집행 규정들

의 입법목 을 검토함으로써 답할 수 있다. 채무에 하여 競賣에 의한 

화  배당을, 인도채무에 하여 直接强制를, 체  작 부  부작 에 代

替執行을 규정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이들 방법이 간 강제보다 항상 채무자의 

인격보호에 보다 하다는 논거의 취약함은 앞서 지 하 다. 따라서 그러한 

논거만으로는 이러한 규정의 우선  용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오히려 

만일 법률이 채무자에게 심리  강제를 가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음에도 우선

으로 다른 집행방법을 규정하 다면, 이는 이들 집행방법이 채권의 실 을 

하여 합목 이고 실효 인 방법이기 때문에 규정한 것이다. 압류 내지 직 강

제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서 채무자의 신체나 인격에 강한 제약이 가해질 수도 

있으나, 이들 방법에 의하여 채권은 자신의 원래의 내용에 따라 만족을 얻게 되

며, 그것도 국가의 힘에 의하여 매우 효율 으로 실 될 수 있다. 물론 이들 채

무에 간 강제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때 채권이 반드시 이행된다는 보장

이 없으므로 채권의 실  가능성 자체가 하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하게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넘어서는 경제  부담을 지울 수 있게 될 것

이다. 즉 직 강제가 가능한 채무의 경우 간 강제를 가하는 것은 집행방법으로

서 효율 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채무자에 한 불필요한 간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체집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만일 간 강제가 채무자의 인격보호에 부 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다른 효율 인 강제집행 방법의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 강제를 

용하는 사안에서 그러할 것이다. 다른 실효  강제집행 방법이 있음에도 채무

자에게 간 강제를 가하는 것은 채무자를 지나치게 번거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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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결국 통설의 선험 ․추상  인격보호 논거와는 달리, 구체 으로 법률의 

규정을 살펴본다면 채무자의 인격보호는 집행방법의 효율성과 한 련을 가

지며 그것과 상 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요소임이 드러난다. 독일 민사소송법 

이유서가 “동일한 목 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달성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하여 강제가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85)고 말하는 것도 이러한 사고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직 강제 내지 체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효과 인 강제이행이 가능한 사안에서는 원칙 으로 간 강제는 용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형  사안에 하여 입법자가 효율 인 것으

로 인정하여 규정한 강제이행 방법이 그 한도에서 優先適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부분의 사례에서도 채권자는 그러한 효율 인 강제이행 방법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인도채무 내지 체  작 부 등에 해 

간 강제의 용을 완 히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정한 사안유형에 

따라서는 입법자가 효율 인 것으로 정한 강제이행 수단이  효율 이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간 강제는 활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cessante ratione legis cessat ipsa lex). 이러한 사안에서도 간 강제를 완 히 배

제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 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문언

은 이미 그러한 사안을 포 할 수 있는 표 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同條의 문

언에 한 체계  해석  목 론  해석에 의한 용범  축소는 간 강제의 

기능  보충성을 인정하게 하며, 그것을 비 체  작 부의 집행에 한정하지는 

아니한다. 즉 직 강제 내지 체집행이 사안의 비정형성을 이유로 그것이 목

하는 실효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 보충 으로 간 강제가 용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민사집행법상의 간 강제는 그 압박효과가 독일이나 

랑스의 법제와 비교할 때 그다지 강하지 않으므로, 그 용범 를 문언에 반하

여 제한 으로 해석할 이유는 다고 할 수 있다.

(2) 간 강제의 용범

요약한다면 직 강제 내지 체집행이 실효 으로 집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간 강제는 용될 여지가 없으나, 사안의 특수성에 기하여 직 강제 내지 체

집행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 강제가 활용될 수 있다고 할 

85) Begründung, S. 442 = Hahn/Mugdan(주 55), S.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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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간 강제를 비 체  작 부의 강제이행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

된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이러한 일반론에 기하여 구체 으로 간 강제의 용범

를 검토하기로 한다.

(a) 金錢債務

우선 채무의 강제집행에 간 강제가 활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우

리 법제상 간 강제는 채권자에 한 의 지 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민사

집행법 제261조 제1항 제2문), 이러한 간 강제의 집행 역시 채무의 집행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 다면 채무의 집행을 하여 간 강제를 명하는 것은 

屋上屋의 불필요한 차이며 채무자에 한 지나친 간섭을 의미할 것이다. 특히 

민사집행법은 채무의 집행에 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합목

성은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집행의 경우 간 강제는 배제된다고 볼 

것이다.

(b) 不作爲債務

직 강제나 체집행의 방법이 효율 인 집행을 보장할 수 없을 때 간 강제

가 사용될 수 있다는 해석론이 부분 으로 학설과 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가 있다. 그것은 바로 不作爲債務의 强制履行이다. 민법 제389조 제3항  민

사집행법 제260조는 부작 채무의 불이행 즉 반행 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

자의 비용으로 반행 의 결과를 제거하고 장래에 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수단은 一回的인 不作爲債務의 

불이행으로서 유형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율 인 구제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繼續的․反復的인 不作爲債務의 불이행이 문제되거나 부작 채무의 불이

행으로 제거할 만한 유형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체집행은 실효 인 강제이행 방법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작

채무의 강제이행을 하여 간 강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 학설86)과 례87)

86) 李時潤(주 5), 344-345면; 註釋 民事執行法(V)(주 5), 130-131면(徐基錫); 법원실무제

요 민사집행[III](주 5), 583-584면; 註釋 民法 債權總則(1)(주 5), 412-413면 (朴海成); 
朴海成(주 5), 640-641면; 姜溶鉉, “誹謗廣告를 한 자에 하여 사 에 廣告禁止를 명

하는 判決  그 判決節次에서 명하는 間接强制”, 법원 례해설 제25호, 1996, 76- 
77면 등.

87) 大判 1996.4.12., 93다40614,40621(집 44-1,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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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승인되어 있다.

이러한 학설과 례는 정당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지 한 바 있듯이, 민법  

민사집행법이 각각의 채무유형에 정하는 집행방법은 그 채무의 성질상 형 인 

사례에서 가장 실효 으로 단되는 강제이행 방법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택한 

강제이행의 방법이 배타 인 것으로 의도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성격

상 입법자가 정한 강제이행 방법이 비효율 인 것으로 나타난다면, “채무의 성

질이 간 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제1문)인 한에서 

간 강제의 용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학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부작

 채무의 내용이 계속 이고 반복 인 부작 를 내용으로 하거나 그 반의 결

과가 아무런 유형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간 강제를 활용하지 아

니하면 부작  채무의 실효  철은 가능하지 않게 되며, 이에 하여 간 강제

를 사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261조 규정에 의하여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요청

되는 바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사집행법상의 간 강제의 제재가 채권자에 한 지 이고 

 지 된 액이 손해에 충당되는 한에서, 罪刑法定主義에 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간 강제의 방법으로 강제 와 강

제구 이 인정되고 특히 강제 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부작 의무 반에 하여 

인정되는 간 강제는 형벌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II. 2. (2) 

(a) 참조), 따라서 학설에서는 罪刑法定主義에 하여 가지는 계에 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88) 그러나 우리 법제에서 간 강제 이 法定의 違約金으로 해

석되는 이상, 부작  채무의 불이행에 하여 명하는 간 강제가 죄형법정주의와 

충돌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간 강제로서 명하는 지 은 형벌이 아

니라 채권자를 하여 보기능과 압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民事制裁이기 때

문이다.

(c) 引渡債務  代替的 作爲債務

민사집행법은 인도채무의 강제이행 방법으로 직 강제를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57조 내지 제259조), 체  작 채무에 해서는 체집행을 정하고 있다(동

법 제260조). 그러므로 이들 채무유형의 강제이행에도 각각 직 강제와 체집행

88) 이에 하여 우선 Blomeyer, Zivilprozeßrecht. Vollstreckungsverfahren, 1975, § 92 II, 
III (S. 441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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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이 우선 으로 용된다. 日本에서는 2003년 개정 이 에도 하는 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체집행과 간 강제를 자유로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

해89)와 더 나아가 인도채무의 경우에도 직 강제와 간 강제 사이의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견해90)가 있었으나, 이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민사집행법이 인

도채무와 체  작 채무에 해 각각 직 강제와 체집행을 정하고 있는 취

지를 고려할 때, 이들 집행방법이 우선 으로 고려된다고 할 것이다. 그 지 않

으면 실효 이고 간이하게 집행이 종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하

여 간 강제를 명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비효율 인 

집행일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일방  선택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불필요한 재산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과 채무자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

으로 입법자가 특별한 집행방법을 정한 이상, 이들 집행방법이 실효 으로 운

용될 수 있는 한에서 간 강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사안의 특수성에 기하여 직 강제 내지 체집행이 실효  집행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간 강제가 활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채무의 성질이 

간 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제261조 제1항 제1문)로서 제257조 내지 제260조

에 의한 목 론  용범  제한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채

무나 체  작 채무에 하여 외 으로 간 강제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들

로서는 우선 앞서 언 한 독일과 일본의 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컨  인도

되어야 할 동산이 외국에 존재하거나 채무자가 인도집행의 객체인 동산을 은닉

하고 있는 사안에서 직 강제에 의한 집행은 법률상 는 사실상 가능하지 아니

하다. 이러한 경우 집행은 결정 으로 債務 의 協力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력은 그 자체로 非代替的 作爲給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다면 이러한 사

안에서의 강제이행 방법으로서는 간 강제를 활용하는 것이 하다. 채권자가 

채권 계에 기한 집행에의 력을 부수  부의무의 이행으로 주장하여 다시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이에 기하여 간 강제를 시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

리하다. 오히려 채권자는 이미 획득한 引渡執行의 執行權原에 기하여 간 강제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 해결인 것이다. 이러한 사안이야 말로 인도집행이 정하

고 있는 형성이 상실되고 채무자의 력이라는 행 의 비 체성이 개입하고 

89) 星野(주 65), 41면. 인도채무의 경우에는 종류채무에 해서만 간 강제의 용을 조

심스럽게 제안하고 있다.
90) 森田(주 16), 343면; 平井(주 67), [21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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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에서는 “집행 이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집

행방법은 이미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민사집행법이 보충  집행수단으로 정하

고 있는 간 강제가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인도채무의 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항이 강하여서 원활한 집행이 

어려운 사안에서 간 강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해서 간단히 

답하기는 어렵다. 우선 그러한 집행 항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이 정하고 있

는 인도집행의 사안 정형성은 ― 어도 법률의 에서는― 그 로 인정된다. 

즉 민사집행법은 그러한 경우 집행 이 유를 획득하여 채권자에게 이 할 것

을 정하고 있고(동법 제257조 내지 제258조), 집행에 한 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 는 국군의 원조를 받아 강제력을 행사하도록 한다(동법 제2조). 따라서 

집행 항의 사례에 하여 법률은 强制力을 사용하여 인도집행을 철할 것을 

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도채무의 사안에서 원칙 으로는 간

강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채무자의 격렬한 항이 있는 경

우 압박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간 강제가 반드시 실효 인 강제이행 수단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있으므로, 간 강제를 명하는 것은 집행의 비효율을 증가

시키게 될 것이라는 을 고려할 때에도 그러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에 의하여 집행을 철하는 것이 실 인 에서 가능한지는 다

른 문제이다. 실제로 많은 경우 집행 은 물리  충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에 한 우려로 극단 인 개입을 회피하고자 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인도

집행은 실질 으로 실효성을 상실한다. 이때 채무자의 집행가능한 재산이 다른 

곳에 하여 존재한다면, 간 강제를 통하여 심리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항상 무

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집행 항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

으로는 인도집행을 철해야 하지만, 외 으로 간 강제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

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체  작 채무에 하여도 일차 으로는 체집행이 활용될 것

이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경우 간 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

히 이 문제는 작 채무의 경우 그 체성의 단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니기 때

문에 요한 의미를 가진다.91) 부의 代替性은 원칙 으로 부결과의 실 이 

제3자에 의하여서도 가능하여 채권자의 이익이 제3자의 작 로 충족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인데, 이러한 단은 채무자의 자격․능력  동일

91) 中野(주 7), 6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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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격․능력을 가지는 제3자의 조달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명확한 해답

을 항상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우선 체집행의 

수권결정을 한 이후에 執行不能에 직면하여 다시 간 강제를 명할 수도 있을 것

이다.92) 그러나 이미 사안에서 代替性 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간 강제를 신청하 다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신청에 

좇아 간 강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컨  채무의 내용인 행 가 

체 이기는 하지만 채무자의 자격․능력을 소지한 인력이 국내에서 쉽게 조달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수권결정 이후에 간 강제를 하는 방법보

다는 바로 간 강제를 명하는 것이 한 집행방법일 수 있는 것이다.93)

그리고 행 의 성질은 체 이나 제3자의 동의 내지 력이 있어야 의무이행

이 가능한 사안94)에서도, 체집행의 수권결정은 채권자가 그러한 동의 내지 

력을 입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야 할 것이다.95)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

는 채권자는 간 강제에 의하여 채무자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 즉 채무자가 채무

의 이행으로서 제3자로부터 동의 는 력을 얻기 해 노력할 의무가 인정되

는 경우, 채권자는 별도로 이를 소구함이 없이 주된 부의무인 체  작 채무

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간 강제를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동의 는 력을 얻기 

해 노력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96) 물론 채무자가 요구되는 노력을 

하 음에도 제3자의 동의 내지 력을 얻지 못하 다면 부는 이제 불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손해배상으로 만족을 받아야 할 것이다.

(d) 非代替的 作爲債務

비 체  작 채무의 강제이행은 간 강제에 의할 수밖에 없다.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간 강제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은 물론이다.97)

92) Brox/Walker, Zwangsvollstreckungsrecht, 7. Aufl., 2003, Rn. 1066 참조.
93) Stein/Jonas/Brehm(주 51), § 887 Rn. 7. Schilken in: Münchener Kommentar zur ZPO, 

1992, § 887 Rn. 5도 체  작 채무에 해서도 “특수한 경제  상황 내지 채권자

의 이익”을 이유로 하여 간 강제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
94) 제3자의 소유지에 건물을 건축할 채무, 제3자 소유 건물을 해체․수리할 채무, 이웃 

토지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측량을 할 채무 등이 그 이다. 鈴木忠一․三ケ

月章 編集, 注解 民事執行法(5), 1985, 20면 (富越和厚 집필) 참조.
95) Stein/Jonas/Brehm(주 51), § 887 Rn. 10.
96) Stein/Jonas/Brehm(주 51), § 888 Rn. 13. 注解 民事執行法(5)(주 94), 20면 (富越)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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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論: 제389조 ― 차법 규정?

1. 이상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제389조 제1항은 채권의 효력으로서 강제에 의

한 실 이 가능하다는 강제이행의 원칙을 정하는 규정이고, 제2항  제3항은 몇

몇 채무 유형에 하여 특수한 집행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이

러한 강제이행은 부청구권의 철이므로 손해배상에 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이 확인되고 있다(제4항).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강제이행의 방법에 있어서 간

강제의 보충성은 통설이 말하는 것처럼 엄격한 선험  보충성이 아니라 동법

이 형 으로 정하는 집행방법의 효율  활용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기능  보충성으로 새로이 해석되었다.

2. 이러한 해석에 의한다면 제389조의 제1항 내지 제3항을 순수하게 차법 

규정으로 해석하는 우리 통설의 해석에 하여도 의문이 제기된다.

(1) 앞서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제389조 제1항의 ‘강제이행’을 직 강제로 해석

하여 이를 실체법과 차법이 분화되지 않은 규정으로 악하는 것은 이 규정의 

연원과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다. 원래 依用民法에서도 이 규정은 채권의 

일반  효력으로서 실  이행강제 가능성을 선언하는 규정으로 의도되었으나, 

이후 加藤의 소송법  해석에 의하여 재와 같은 의미로 오해되기에 이르 던 

것이다.98) 이에 하여 우리 立法 가 특히 제389조 제2항의 문언을 새로이 “개

량”하여 제1항의 의미를 강제이행의 원칙을 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한 이상, 제

389조 제1항은 더 이상 직 강제를 정하는 차법 규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즉 

제389조 제1항은 우리 법제에서 청구권은 원칙 으로 국가의 조력에 의한 강제

에 의하여 철될 수 있음을 정하는 원칙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特定履行이 

원칙 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커먼로의 법제와 비교할 때 이러한 강제이행의 

원칙의 선언이 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2) 그 다면 체  작 채무와 부작 채무의 불이행의 경우에 체집행을 정

97)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주 5), 584-585면; 註釋 民事執行法(V)(주 5), 132-133면 

(徐基錫).
98) 奧田昌道, 債權總論, 增補版, 1992,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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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389조 제2항 후단  제3항은 어떠한가? 이들 규정들도 차법 규정으로

만 보아야 하는 것인가? 필자는 이들 규정 역시 實體法的 意義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규정이 가지는 실체법  의의를 이해하기 해서는 동일한 사안유형에 

한 커먼로의 태도를 비교해 보는 것이 유용하다. 特定履行이 원칙 으로 인정

되지 아니하는 커먼로의 법제에서 우리 법이 알고 있는 형태의 체집행은 손해

배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채권자는 특정이행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비용으로 제3자로부터 부를 획득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채무자에게 청

구하게 되는 것이다.99) 특히 우리 법제에서 체  작 부의 불이행에 한 제

재로 체집행이 인정되는 인 건축계약 내지 노무계약에서 특정이행은 원칙

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체비용을 손해배상으로서만 청구할 수 있

다.100)

그러므로 제389조 제2항 후단  제3항이 체집행을 명시 으로 인정하는 것

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에 직면하여 부를 스스로 창출하는 경우 그 비용

의 청구를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으나 강제이행의 방법으로도 

철시킬 수 있다는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액수의 에

서 찰한다면 代替執行에 의하든 損害賠償에 의하든 채권자는 체로 같은 

액을 채무자에 하여 청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가 체집행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인지의 여부는 체계상 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체집행은 

이행청구권의 강제  철이므로 채무자의 歸責事由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

에 반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제390조 단서)는 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수권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260조) 이는 체집행으로서 귀책사유 유무

와 무 하게 채무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이나, 채권자가 집행권원 

없이 체 인 만족을 얻은 다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101)

99) Treitel,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1988, s. 50. 여기서는 랑스에서 채권자에

게 인정되는 체이행 권한(faculté de remplacement; 랑스 민법 제1144조)이 커먼로

의 손해배상과 비교되고 있다.
100) Treitel, The Law of Contract, 11th ed., 2003, pp.1029-1035. 물론 이들 계약에서 

해서 특정이행을 인정하는 외들이 증가하고 있음이 지 되고 있다.
101) Gauch/Schluep/Schmid/Rey, Schweizerisches Obligationenrecht. Allgemeiner Teil,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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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채권자의 체  만족가능성이 강제이행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사실은 

손해의 산정  채권자의 손해감경의무의 법리에 요한 시사 을 제공한다. 채

권자의 손해산정의 기  시 에 하여 責任原因發生時說과 事實審 辯論終結時

說이 립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102) 그런데 이 문제의 단에서 요

한 평가 기 의 하나는 강제이행의 가능성이다. 컨  채권자가 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체 부의 가격이 지속 으로 상승한 경우, 강제이행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법제에서 채권자는 ―어차피 구제수단은 손해배상 청구

권밖에 없으므로― 원칙 으로 가격 상승에 직면하여 조속한 시 에 체  만

족을 구하여야 할 손해감경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손해산정의 

기 시 은 不履行時 내지 합리  체거래가 가능한 시 이다.103) 그러나 동일

한 사안에서 채권자에게 강제이행 특히 체집행이 인정된다면, 채권자는 원칙

으로 부를 재 에 의하여 철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부의 가치 

상승은 채무자의 험으로 돌아갈 요인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강제이행을 인정

하는 법제에서는 (신의칙상 외 으로 손해감경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 으로 事實審 辯論終結時를 산정의 기 시 으로 삼고 있다.104) 이 게 강

제이행 특히 체집행의 인정은 손해의 산정시기  채권자의 손해감경의무의 

범  등과 련하여 실체법 인 시사 을 주고 있는 것이다.105)

II, 8. Aufl., 2003, Rn. 3283-3285 참조. 즉 채무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에 채권자가 수권결정 없이 체  만족을 확보하 다면, 부는 이행불능

이 되지만 채무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되므로(제392조 본문) 채권자

는 자신에게 발생한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제
390조).

102) 이 문제에 한 학설과 례의 태도에 해서는 우선 郭潤直 編輯代表, 民法注解

[IX], 1995, 572면 이하 (池元林 집필) 참조.
103) Treitel(주 99), s. 104.
104) Treitel(주 99), s. 104.
105) 이 에 해서는 李東珍, 契約違反으로 인한 塡補賠償額의 算定時期, 서울 학교 

법학석사학 논문, 2004, 103면 이하도 참조. 반면 內田貴, 契約の時代, 2000, 170면 

이하는 커먼로의 를 좇아 손해감경의무로서 체거래의무를 넓게 인정하고(특히 

체물 인도채무의 경우), 그 한도에서 강제이행의 원칙은 배제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177면). 이 자 역시 이 문제가 손해의 산정시 의 단과 련 있음을 지 하고 

있다( 컨  194면). 이 견해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시사 을 제공하고 있으나, 결론

으로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신의칙상 채권자

에게 체거래를 할 손해감경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러한 한도

에서는 강제이행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일반화해서 컨  체물 인

도채무의 경우에는 항상 강제이행이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와 부합하



2005. 12.]  强制履行 283

(3) 이러한 의미에서 제389조 제2항 후단  제3항은 우리 민법에서 체집행

이 채권의 강제이행임을 확인하면서 손해배상과의 계를 조정하는 규정으로 이

해할 수 있으며, 이에는 실체법 인 의미를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이들 규정은 

강제이행의 방법을 인정함에 의하여 실체법 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집행법  성질과 실체법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집행

법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 규정이 부 한 입법이라거나 민법에

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필연 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의사표시

를 할 채무에 하여 결이 이를 그 집행을 갈음한다는 제2항의 단의 내용은 

실체법  의미가 없는 차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 내용을 

찰한다면 제389조는 우리 채무불이행법의 체계에서 강제이행의 원칙  강제이

행과 손해배상의 계를 획정하는 규정으로서 충분한 존립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민법 개정안이 제389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타당한 

단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106)

지 아니한다. 본문에서 지 한 바와 같이 제389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강제이행 특히 

체집행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체거래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손해

감경의무를 원칙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커먼로의 체거래 ‘의무’의 범

와 련해서는 특정이행을 원칙 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106) 심의과정에 해서는 法務部, 民法(財産編) 改正資料集, 2004, 564-5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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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zit>

Der Erfüllungszwang im koreanischen Recht
107)

Hyoung Seok Kim
*

In diesem Aufsatz wird der Erfüllungszwang im koreanischen Recht behandelt. 

Hinsichtlich des § 389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s geht die jetzt 

herrschende Lehre davon aus, daß die ersten drei Absätze verfahrensrechtlicher 

Natur sind. Auf die Interpretation gegründet ist des weiteren die sog. 

Subsidiarität des mittelbaren Zwangs: dieser soll nur zur Erzwingung nicht 

vertretbarer Leistungen ausgeübt werden.

Diesem Ergebnis ist jedoch nicht beizupflichten. Aus historischer und 

rechtsvergleichender Auslegung wird nachgewiesen, daß § 389 einen 

materiellrechtlichen Sinn hat, die Zwangserfüllung der Obligation zu gestatten. 

Daran anknüpfend wird vorgeschlagen, die Subsidiarität des mittelbaren Zwangs 

funktionell zu verstehen. Hiernach kann das Zwangsgeld auch für die Fälle 

angeordnet werden, in denen die anderen Zwangsvollstreckungsarten infolge einer 

untypischen Fallkonstellation versagen müssen.

* Assistant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