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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고 이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1권이랑 중복
이라 추천의 글 
등을 삭제해도
될거같아요 - 
김해마루



양선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기업·금융전문)

우리 주변의 친근한 사람들과 흔한 사례로 천천히 출발하지만, 내용은 간략한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개 민법과 소송법은 따로 배우기 때문에, 법에 따른 

결론이 실제로 적용되는 전 과정은 법학을 한참 배운 후에야 알게 된다. 그러

나 이 책에서는 다년간 소송을 수행한 저자의 경험으로 민법과 소송 절차 전반

을 함께 다루고 있어서, 법학을 진지하게 배우기 시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

라 기 한다.

박혜란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학 책은 줄글로만 되어 있다는 편견을 깨고, 다양한 도식과 소송서류를 적절

히 활용해 실제 민사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무엇부터 배워야 하는가?”에 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정석

적인 답을 하고 있다.

이혜진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이 책에는 법의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경험한 저자의 지식과 노하우가 집약적으

로 녹아 있다. 단순히 설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관통하는 흐름과 근

본을 볼 수 있게 하여 자연스럽게 의미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 책

의 특징이다.

정지원 (변호사, 현대중공업 법무팀)

사법시험, 로스쿨 등을 염두에 둔 사람은 시작 전에 이 책부터 꼭 읽어봤으면 한

다. 각 학에 법학 입문 수업이 많이 사라진 지금, 법학을 제 로 맛볼 수 있는 

이 책은 자신의 법학 적성을 확인할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다.

추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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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우 (변리사·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법은 가장 방 한 법이다. 그래서 그런지 기존의 민법교과서들은 다분히 학

구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도식적이거나, 둘 중 하나였다. 법률가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깊이 있게 파고 들더라도 머리속으로 정리할 줄 알아야 하고, 도식

화하더라도 깊이 있는 고찰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기존의 교과서들로 이 두 마

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면 이 책을 한 번 보기 바란다.

게다가 이 책은, 위 두 가지 외에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얻게 해 준다. 바로 

민법의 행간을 읽는 능력이다. 수학은 수학 자체로 아름다운 학문이지만, 법 해

석학은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울 수 없다. 법조문과 법조문 사이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현장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법해석학의 참맛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

한 점에 입각하여 볼 때 이 책은 훌륭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기존의 책들이 그

냥 커피라면, 이 책은 TOP다.

류민지 (변호사, 메리츠화재 준법감시팀)

교과서는 저자의 학문적 성취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둔 “저자 위주”

의 책이며, 기존 수험서들 역시 교과서의 내용 중 수험에 적합한 부분만을 추려

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이 책은 철저히 “독자 위주”

로 교과서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나를 포함하여 처음 민법총칙 교과서를 읽고 

멘붕을 경험해 본 법조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어보았을 법한, 법학도

들의 판타지같은 책이다.



아내 최원아가 없었더라면, 이 책이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의 폭주로 일

과시간에는 도저히 시간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이 작업은 주로 새벽에 이루어

지곤 했습니다. 이 책을 만드는 데 정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었습니다. 저

의 열정을 이해해(정확히는 “참아”) 주고, 꿋꿋이 제 곁을 지켜준 사랑하는 아

내에게 감사합니다.

우연히 중앙 학교 전병서 교수님께서 제 블로그의 자료를 보시고 연락을 하셔

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교수님의 법학 캠프에서 이 책으로 강

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법학전문 학원을 막 준비하기 시작한 김성훈 군

과 서울 학교 법학전문 학원에 입학하는 박은비 양, 윤형석 님은 한 번도 빠

짐 없이 일정을 소화하면서 자료의 수정과 보완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전 교

수님과 이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자료를 완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응용수학을 전공하면서 로스타트 누워서 읽는 법학 시리즈의 열혈 독자를 자임

하는 유기성 군은 제목만 있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므로 부제를 다는 것이 좋

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성요건론”이라고만 하면 이

해가 잘 되지 않으므로, “구성요건론 -전형적인 범죄행위란 무엇인가에 관하

여-”라 쓸 것을 제게 권했습니다. 

MYSC 연구원이자 서울 학교 자유전공학부 국제개발협력학·인류학을 전공

하는 권판석 님은 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던 자료를 보고, 출판 프로젝트를 구

상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PDF 파일로만 존재하던 제 자료가 권판석 님 덕분

에 이렇게 태어나 공기를 마시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머리말



이 책에 사용된 서양 명화는 책과 장의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에, 일반 법서와

는 달리 특히 디자인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현재 서울 학교 Visual Communication 학원에 재학 중인 디자인계의 인

재 문해원 양에게 이를 부탁했습니다. 독자들이 아름다운 표지, 세련된 목차

와 함께 즐겁게 책을 읽어나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문해원 양 덕분입니다.

각종 다이어그램 등을 비롯한 본문디자인은 디자이너 김가행, 나지연 님의 작

품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저의 까다로운 요구를 책에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보

기 좋게 만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종 교정은 이강호(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김동환, 우지원(이상 연세 학

교 법학전문 학원 졸업), 손현진(서울 학교 법학전문 학원 졸업) 법무관들

이 도와주었습니다. 훌륭한 동료이자 정 많은 친구들로서, 다들 바쁜 일정을 

쪼개 오탈자는 물론 내용 오류까지 검토해 주었습니다. 이 고마운 마음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의 이름을 여기에 다 적을 수는 없겠지만, 책 내용 곳곳에 숨겨 

두었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는 분이 저의 지인이라면, 본인이 어디에 숨어 있

는지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이 책과 같은 컨셉으로 “수학 입문”을 작성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각

종 핑계와 현실적인 이유로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들던 자료는, 

“ 학이나 간 다음에 해라”는 주위의 질책 아래 어느 새 모두 사라지고, 수학

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 후 학에서 법학을 전공으로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법학 입문”을 만들

어 보자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시험이

나 통과한 다음에나 해라.” 그 다음에는, “사법연수원이나 좀 마친 다음에 해

라”, 또 지금은 “법무관 마치고 직장을 가진 다음에나 해라”... 어영부영 10년

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사법연수원 재직 중이던 2011.경, 미술학부 출신으로 법학전문

학원에 입학한 누나가 많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깨달은 가장 귀한 것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진리입

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야 나왔습니다.

《 수학의 정석 》으로 유명한 홍성  선생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서른도 안된 나이에 뭘 안다고 책을 씁니까. 그렇지만 그때 용기

를 내지 않았다면 영원히 하지 못했을 겁니다.”라 했습니다. 누군가 같은 컨셉

으로 교양 있는 모든 시민을 위한 《 의학 입문 》, 《물리학 입문》 같은 책을 쓰

면 좋겠습니다.

이 책 곳곳에 있는 그림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하나의 작품

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썼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따르기 

바랍니다.

지 은 이2014. 10. 





권리란 마치 사람과도 같아서, 태어나고 변하고 소멸합니다. 

그동안 배운 기초개념을 토대로, 물권과 채권이 변하는 원인과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한편, 아무리 채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을 모르면 채권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채권자가 민법상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보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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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물권이 변동하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실제

로 물권을 취득하고 상실하는 사유를 하나 하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취득시효라든지 공동소유 같이 특수한 경우가 있는

데, 과연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형태로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를 볼 것입니다. 더불어, 실제 부동산 권리자는 따로 있는데 명

의만 다른 사람의 것으로 꾸며 놓은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하는

지도 봅시다.

언제 어떻게 물권을 얻고 잃는지에 관하여

물권의 취득과 소멸

Acquisition and Extinction of Real Property

제5강



Jean-François Millet
Des glaneuses (The Gleaners), 1857
Oil on canvas, 111.8 × 83.8 cm

물권의 취득

취득시효

취득시효의 6가지 법칙

물권의 소멸

명의신탁

공동소유 

2

7

17

28

35

47



물권이 변동하는 것처럼, 채권 역시 생겼다가 변했다가 사라집

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채권관계가 발생한다는 건 이미 배웠습

니다. 어쨌든 일단 발생한 채권관계는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시시각각 변합니다. 먼저, 채권자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것인데, 이것을 채권의 이전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사유도 보겠습니다. 처음에

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며, 그리고 사례에 나

오는 사람들에 감정이입을 하며 차분히 생각하면, 곧 충분히 이

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채권이 이동하고 사라지는지에 관하여

채권의 이전과 소멸

Transfer and Extinction of Obligation

제6강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소멸시효

변제충당

Johannes Vermeer
Mistress and Maid, c. 1666-1667
Oil on canvas, 90.2 × 78.4 cm

들어가며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변제공탁 

112

116

119

122

128

142

66

71

90

96

107



지금까지는 채권이 언제 어떻게 왜 발생하고, 그렇게 발생한 채

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봤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채권

을 갖게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공부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재산을 

방치한다거나 하면, 채권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3가지로 나눠 봅시다.

오늘 강의인 Part 1 강제이행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에 

실제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 즉 강제집행의 기초개념까지 공

부합니다.

채권자의 법적 조치에 관하여 (이행의 강제)

채권의 효력

Effect of Obligation PART 1

제7강

PART 1

1.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을 봅니다 (Part 1) .

2. 이행을 강제하지 않고 대신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

   (예를 들어 원상회복, 손해배상)를 공부합니다 (Part 2).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Part 3).



Marinus van Reymerswaele
Zwei Steuereinnehmer (The Tax Collectors), 1540s
Oil on panel, 94 × 77 cm

들어가며

강제집행

집행권원 

152

159

164

175

186

191

200

204

209

여러 가지 집행방법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채권에 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한 집행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한 집행 

금전채권에 한 집행 



채무자가 어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로 꼭 그 채무 자

체를 이행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떤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는지를, 계약금, 해약금 제도와 관련해 공부합니다. 이

와 관련해 채권 중에서도 금전채권에는 특이한 점이 많기 때문

에,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의 법적 조치에 관하여 (강제이행 대신 구할 수 있는 것) 

제8강

채권의 효력 PART 2

Effect of Obligation PART 2

1. 손해가 생겼다면, 그만큼을 대신 돈으로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

   다. 이것이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2.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 이미 낸 것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

   니다. 이것이 해제와 원상회복 제도입니다.



해제권의 발생 

해제권의 행사

해제의 효과

위약금 제도

계약금 제도 

Pierre Puvis de Chavannes
The Prodigal Son, c. 1879
Oil on linen, 106.5 × 146.7 cm

들어가며

채무불이행의 성립

이행손해와 신뢰손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조정

금전채무 불이행의 특수성

손해배상액의 예정 

230

234

245

249

254

256

271

277

285

288

295

299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권리가 있고 판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채

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먼저 기초개념을 살피고, 차례로 공부합시다.

채권자의 법적 조치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제9강

채권의 효력 PART 3

Effect of Obligation PART 3

1.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

   니다. 이것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입니다.

2.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 

   면,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채

   권자대위권입니다.

3.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고 재

   산을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채권자취

   소권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사해성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취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원상회복청구 

채권자취소소송의 구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Nicolas Poussin
A Dance to the Music of Time, c. 1634-1636
Oil on canvas, 82.5 × 104 cm

들어가며 및 기초개념

보전처분 제도

채권자 위권 제도

채권자취소권 제도

채권자 위권의 요건

채권자 위권의 행사

채권자 위소송의 구조

채권자 위권 행사의 효과

308

328

333

339

345

354

361

363

370

380

392

396

410

411



일개 법무관의 손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대상 독자

이 책은 법학 입문서입니다. 수험법학 차원에서는, 만약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 

과정이 끝내 일원화된다면 법학전문 학원 학생이 이용할 수 있고, 사법시험과

의 투트랙이 향후 계속된다면 법학전문 학원 학생, 사법시험 입문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로스쿨 제도가 없어진다면 그 때에는 사법시험 입문자가 이

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책은 법학에 입문하는 사람을 

위해” 썼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말을 어렵게 해야 하는 상황이 슬픕니다.

욕심일 수는 있겠지만, 더 나아가 고등교육을 받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책에는 독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든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분쟁은 항상 존

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분쟁 해결의 기준이고, 법학은 분쟁 해결의 이론입니

다. 말하자면, 이 책의 핵심 부분은 교양 있는 현  사회인이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 관하여



이 책의 장점

세간에 위 한 법학개론서는 많지만, “지금(now)” “이곳의(here)”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법학개론서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법의 기초개념조차 알지 못

한 채, 법철학의 추상성에 압도당해 “법학은 너무 철학적이어서 와닿지 않는

다”며 책을 내던지는 광경은 이제 익숙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거기

까지 공부한 것이라면, 법학의 진수를 맛보지 못한 정도도 아니고, 아예 법학의 

세계로 들어와 보지도 않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 입문서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법학의 기초를 이해하는 방법일까요? 디자인을 살리고, 가독성을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 책이 거기에 역점을 두었다고 보신다면 

그건 아무래도 겉만 보아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본질적인 것은 구조와 순서이

며, 바로 거기에 이 책의 매력이 있습니다.



현재로부터 현재 아닌 때로

시간적 측면에서는, 현재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 연혁

(과거)나 입법론(미래)을 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나라로부터 외국으로

공간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을 알아야, 륙법 영미법 운운, 외국법과 비

교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부터 응용으로

또한 기본을 알아야 응용을 압니다. 예를 들어, 범인 1명이 1개의 죄를 범할 

때를 이해해야, 범인 1명이 여러 개의 죄를 범하거나 또는 범인 여러 명이 1개

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공범론을 맨 마지막에 

둔 이유입니다.

평범으로부터 특이로

평범한 것으로부터 특이한 것으로 살피는 것이 가장 이해가 잘 됩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채권자의 권리를 안 뒤, 계약이 비정상적일 때(흠 있는 

계약)를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책에서 민법총칙을 민사법 입문의 마지막 부분에 둔 이유입니다. 형사법 입

문에 착오론 (범인이 무엇인가를 착각한 특수한 상황의 처리 이론)을 아예 뺀 것

도, 착오가 없는 상황 처리를 아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사례

추상적인 개념과 구체적인 사례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개념이 

없는 사례란 단순열거에 불과하고, 사례가 뒤따르지 않는 개념이란 “외웠지만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가령,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의 내용을 추상적·일반

적으로 기술해놓은 것”이라고만 하면 도통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살인죄

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폭행 또는 협

박해서 강제로 성교하는 것” 식으로 사례를 들어야 비로소 개념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거의 예외 없이 개념 바로 밑에 사례를 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개념으로부터 법칙으로

개념을 알아야 법칙을 압니다. 쉬운 것에서 출발해 어려운 것으로라는 순서이

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전문증거의 개념과 사례를 설명한 뒤, 비로소 전문법칙

을 소개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입니다. 

판례로부터 학설로

판례를 알아야 판례 비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안에서 판례가 어떻

게 설시했는지, 그 판례의 뜻은 무엇인지 등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학설은 그 다음 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래도 학설 먼저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 오

해하고 판례를 뒷전에 두는 초심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언젠가는 판

례 공부 자체가 쟁점 학습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을 때가 올 것인데, 그 

때는 이미 늦었을지 모릅니다.



거시적 틀과 미시적 내용

거시적 틀을 소개한 뒤, 미시적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법입니

다. 나무만 봐서도 안 되고, 숲만 봐서도 안됩니다. 숲에 나무가 있다는 사실 자

체를 깨달은 다음, 나무부터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민사, 형사, 공법이라는 3과목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제1강이 민사구

조론, 형사구조론, 공법구조론인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한 마디로, 뒤에 찾아 봤다 앞에 찾아 봤다 하는 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가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존 교과서의 서술 순서는 이 책의 순서와 많이 다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는 말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기존 교과서 순서가 정합적일 수 있습니다. 이론

적으로는, 가령 민법 전체에 적용할 일반규칙(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미성년자

인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률행위에 흠이 있을 경우 어떠한가? 등)을 설

정(setting)한 뒤, 설정한 그 규칙을 세부적으로 매매계약, 임 차계약, 소비

차계약 등에 적용(application)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합적인지 여부와 이해가 잘 되는지 여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가령, 

매매계약, 임 차계약, 소비 차계약의 개념을 모르는데(심지어 그러한 개념이 

존재하는지조차), 그러한 계약의 일반 법칙을 제 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성년의 정상적 계약 체결에 관해서 모른다면, 미성

년자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무엇이 다르게 되는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비유하자면, 수학 체계상 “집합과 명제”를 알고 그 다음 “이차방정식”을 배우

는 것이 정합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 꼭 바람직

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집합과 명제 “만” 박사인 학생들이 많은데, 남의 일

이 아닙니다. 시간은 항상 부족합니다. 다른 것을 모두 잊더라도, 이것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시간은 언제나 부족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개 법무관의 책이라는 점에서, 법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의 욕구

와 눈높이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위 한 책을 쓰

진 못해도,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제가 최고로 자신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요리사는 세계 최고의 음식을, 연주자는 세계 최고의 음악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로 살아갑니다. 거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용어 및 편집

서술에 관해 언급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자 사용에 관하여

漢字는 一切 使用하지 않았습니다. 勿論 漢字는 理解에 便宜를 주는 面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現實的으로 그 反對로 不便한 點이 더 많기 때문

입니다. 漢字 使用이 꼭 必要한 境遇도 드뭅니다. 刑事法에서 執猶라면 執行猶

豫로 알아듣지, 集乳로 알겠습니까? 參考로, 2001년 이후 制定 및 改正된 法

律은 모두 한글입니다.



영어 사용에 관하여

영어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계약(contract), 민사집행(civil execution),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등 주요 개념에 영어를 병기했습니다. 두 가지 이

유에서입니다.

하나는 개념 이해를 돕는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정범과 좁은 의미의 공범를 

합하여 넓은 의미의 공범이라 한다”보다는, “정범(principal)과 좁은 의미의 공

범(accessory)를 합하여 넓은 의미의 공범(accomplice)이라 한다”라 하는 것

이,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이유는 그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심증주의

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것”보다는, “자유심증주의는 실체진실(truth) 발견을 

위한 것”이라 썼습니다. 여러 번 실험한 끝에, 두꺼운 글씨나 글씨체 변형보다

는, 영어 병기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용어는 문맥에 따

라 의미나 표현이 다양하며, 나라마다 법체계가 다르므로 정확한 표기는 불가

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영어사전의 예문을 꼼꼼히 보고 여러 자료를 근거

로 고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번역을 기준으로 했지만, 

제가 적당히 의역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제”는 rescission (rescind) ; revocation (revoke) ; cancellation 

(cancel) ; withdrawal (with- draw) ; dissolution (dissolve) ; removal (re-

move) ; discharge (discharge) ; elimination (elimi- nate) ; declassification 

(declassify) ; demobilization (demobilize) 등 다양한 표기가 가능하므로, 어

느 하나가 옳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

드는 것이고, “해지”는 계약을 장래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인데, 영미에서는 

해제와 해지 구별 없이 termina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소급적 의미

를 갖는 “해제”만을 termination으로 번역하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렇다고 해서 revocation, cancellation 등으로 표기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해제”보다는 “취소”에 가까운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해 해제를 termination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영어표기는 이해의 편의 및 강조를 위한 것이라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

므로, 단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역 등이 있다면 이메일로 알려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한글 표기에 관하여

수동태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다”를 “법

률은 국회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써야만 옳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문법이지, 국문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경우는 수동태 표현

이 부적절합니다. 또 예를 들면, “생각된다” 같은 말도 여러 의미에서 문제가 

있는 표현이므로, 쓰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을 최 한 짧게 썼습니다. 본문에서 한 문장이 2줄을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한 문단도 6줄을 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판례를 보면, 특히 

오래전 판결일수록, 만연체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인용할 때 문장을 끊었습니다.

높임말로 썼습니다. 법학서는 높임말을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책이 그

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주제 넘게 글을 쓴 것이 부끄러워서입니다.

판례와 법령 인용에 관하여

판례와 법령은 글상자(box) 안에 두었습니다. 이 때 제가 편집한 부분도 있지

만, 원전에 의미 변화가 없는 수준에서 편집했습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을 못 

믿으시더라도, 글상자 안 내용은 절 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해, 제가 편집한 부분은 [ ] 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

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사진을 촬영한 제3자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갈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촬영이 임의성

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사진은 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

고,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인용할 때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

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사진을 촬영한 제3자가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공갈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사진의 촬영이 임의

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사진은 범죄현장

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다. 그

러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첨부 내용에 관하여

테마마다 서양 명화 하나씩을 넣었습니다. 단지 디자인 때문만은 아니고, 해

당 테마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 제1강

에 있는 그림은 솔로몬의 재판인데,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 립 구조가 강조되

는 그림입니다. 각 그림들이 상징하는 걸 발견하는 즐거움과 여유도 가지기 바

랍니다.

설명에 꼭 필요한 그림도 그려 넣었습니다. Apple KeyNote를 활용했습니다. 

이 작업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 감

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했

습니다.



섹션마다 명언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허세 부린 거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절

묘하게 그 섹션 내용과 특징을 암시하는 경어가 많기 때문에 유용할 것입니다. 

비록 제가 개신교 신자이긴 하지만, 책에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에 기독교 색채

를 넣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Alexander Pushkin, “격언이나 명언이라 하는 것은 잘 이해할 수 없어도 놀랄 

정도로 쓸모 있는 것이다.”

소송서류 작성례에 관하여

소장, 답변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공소장, 판결서 등 소송서류

는, 입문 단계에서도 개념 정도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이해하려

면, 최소한의 형식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므로, 필요한 때마

다 본문에 관련 소송서류 작성례를 첨부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소송 리 또는 변호했던 사건의 실제 소송서류, 법령이나 예규 

등의 별표, 사법연수원 연습기록 등을 참조해 작성한 것도 있습니다. 이 때 이

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기타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문구는 

삭제한 채 첨부했습니다.

현직 동료 판사, 검사, 변호사로부터 서식 및 기재례 검토를 받았기에, 실제 

기록과 거의 같습니다. 다만, 실무 관행상 기재례와 사법연수원 공식 기재례

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교과서적 견지에서 후자에 따라 작성

했습니다.



목차 체계에 관하여

단락 스타일상 목차에 번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작성자 입장에서는 번호를 매

기는 것이 편리하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읽어나가는데 거슬리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찾는 건, 쪽수로 충분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각 테마마다 목차는 2단계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람

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차를 세분화하

는 것은 글쓴이 입장에서는 체계적일 수 있겠지만, 독자에게는 오히려 역효과

일 수 있습니다.

목차에는 번호를 넣지 않았지만, 본문 중간 중간에는 번호를 넣었습니다. 논리

적 순서가 있을 때, 요건이나 효과를 열거할 때 등에 번호를 매기면, 훨씬 이해

하기 좋습니다.

저작권에 관하여

지금으로선 이 책은 공개자료입니다. 책이라고는 하지만, PDF 파일입니다. 이

걸로 공부를 하든, 과외를 하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저도 그 자

체로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영리를 추구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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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물권이 변동하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물권을 취득하

고 상실하는 사유를 하나 하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취득시효라든지 공동소유 

같이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과연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형태로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지를 볼 것입니다. 더불어, 실제 부동산 권리자는 따로 있는데 명의만 다른 

사람의 것으로 꾸며 놓은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봅시다.

언제 어떻게 물권을 얻고 잃는지에 관하여

물권의 취득과 소멸

Acquisition and Extinction of Real Property

제5강

Jean-François Millet

Des glaneuses (The Gleaners), 1857

Oil on canvas, 111.8 × 83.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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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취득
The Acquisition of Real Rights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은 조리에 따라 최초의 점유자에게 속한다. - 오래된 법언

 

머리에

1. 법률행위 또는 법률규정에 따라 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어

떤 물권을 취득하는지 물권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이미 소개를 했습니다. 체

로 소유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소유권자로부터 설정받는 식이죠.

2.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소유권자는 그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했을까요? 물론 다

른 사람으로부터 매수 또는 증여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종전의 소유자는 애당

초 어떻게 해서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주로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

여 못다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무주물, 유실물,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무주물의 선점

무주물(bona vacantia, ownerless property)이란,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입니다. 

과거에 어느 누구의 소유였더라도, 현재 그 소유를 계속하지 않으면 무주물입니다.

1. 무주물인 동산을 자주점유하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무주물 선점에 의

한 소유권취득(acquisition by preoccupancy)이라 합니다.

2. 무주물인 부동산은 국유( 한민국 소유)로 합니다. 부동산은 무주물 선점이 없

습니다.

유실물의 습득

유실물(lost property)이란 쉽게 말해 잃어버린 물건입니다.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

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에서 도둑맞은 물건을 제외한 것입니다.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

주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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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경찰서에서는 주인을 찾아 돌려줘야 합니다. 이 때 만약 주인의 이름이나 주거

를 모르면, 경찰서에서는 물건 주인은 물건을 찾아가라고 공고합니다.
 

3. 이렇게 했는데도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

득합니다. 이를 유실물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acquisition by obtain-

ment)이라 합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게 되지요.

참고로, 기간 내에 주인이 나타나서 찾아갈 경우, 물건을 찾은 주인은 습득자에게 보상

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장물의 발견

매장물(deposit)이란, 쉽게 말해 땅에 묻혀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같은 것 속에 드

러나지 않게 간직되어 있어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별하기 어려운 물건을 말

합니다.

1. 매장물을 발견한 자는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역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

실물과 마찬가지 이유로 공고를 합니다.

2. 공고 후 1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

데 만약 남의 땅에서 발견한 매장물이었다면, 발견자와 땅 주인이 절반하여 취

득합니다. 어느 경우든, 매장물 발견에 의한 소유권취득이라 합니다. 결과적으

로, 원래 소유자가 있었다면 그는 소유권을 잃게 되지요.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생략> 물건을 반환받

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매장물) ① 매장물(埋藏物)에 관하여는 <생략> 이 법을 준용한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생략>에 제출하여

야 한다. <생략>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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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수용제도

1. 수용이란, 쉽게 말해 국가가 공익사업을 위해 부득이 개인 땅을 강제로 취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손실보상을 해 줍니다. 공용징수라고도 합니다.

2. 보통 ① 사업인정, ②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③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④ 감정평가, ⑤ 손실보상협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히는 공법 입문: 제1강 공법구조론 중 "기초개념" 부분을 참조하세요.

수용의 효과

등기와의 관계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사업시행자(국가 등)가 소

유권을 취득합니다.

사정

머리에

사정(assessment)은 부동산 소유권의 시초 격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

제강점기의 역사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민법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

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

여 취득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생략>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

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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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토지 조사 사업

1. 일본은 한국에서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의 종래 토지 소유 관계

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1910.부터 1918.까지 조선의 토지

를 규모로 조사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2. 이 토지조사란, 토지소유자의 신고로 지목(land category)을 정하고 측량하

여 구역마다 지번(lot number)을 붙여 경계를 밝히고 그 지적(land cadas-

tre)에 한 소유권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번지수를 부여하고 

소유권자를 정한 겁니다.

토지 사정

1. 여기서 토지소유권자가 누구라고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바로 사정입니다.

2. 사정은 단순히 기존 소유권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정에 의해 비로

소 소유권이 창설된다는 개념입니다. 조선 시 에 조선 사람이 어떤 땅의 주

인으로 그동안 살아 오고 있었더라도, 민법에서 말하는 "소유권"은 없었다는 

겁니다. 사정을 받은 사람은 사정 때문에 비로소 "소유권"이라는 것을 취득

한다는 것이죠. 

토지조사사업 때문에 조선의 토지관계에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실현될 수 있었다는 일

부 주장이 있는데, 바로 이 점을 확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법적 의의

1. 사정은 절 적 효력을 갖습니다. 오늘날 법원은 사정 받은 자를 최초의 소유

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2. 현재 한민국의 토지의 소유권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시초에는 사정이 있

습니다.

선의취득

개념

1. 원래 권리가 없는 자, 즉 무권리자는 말 그 로 다른 사람에게 승계해 줄 권

리가 없습니다. 그 결과 무권리자로부터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대법원 1970. 8. 31. 선고 69다1792 판결

토지조사령에 의한 <생략> 사정이나 재결에 의하여 그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확정이 되는 것

이고 위와 같은 사정확정이나 재결에 의한 권리확정은 <생략>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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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로부터 물건을 매수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권리

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선의취득(bona fide purchase)이라 합니다.

사례

1. 김용완 씨는 김민련 씨로부터 "까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빌려서 깨

끗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를 정말 좋아하는 권보언 씨가 우연히 그 곁을 

지나가다, 못 보던 책이라며 자기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김용완 씨는 갑자기 현

금이 필요했기에, 마치 자기 것처럼 하여 1만 원에 권보언 씨에게 팔았습니다.

2. 비록 그 책은 김용완 씨 소유가 아니었지만, 권보언 씨는 책의 소유권을 취

득할 수 있습니다. 

선의취득의 요건

1. 목적물에 관하여: 동산에 한합니다.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없습니다.

2. 선의취득자에 관하여: 평온(tranquility), 공연(apparentness), 선의(good 

faith), 무과실(without negligence)이어야 합니다.

3. 양수에 관하여: 취득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

서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권보언 씨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합니

다. 다른 요건(평온, 공연 등등)을 모두 갖추더라도 소용 없지요.

의의

1. 양도인이 권리자라고 정당하게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

다. 즉, 거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죠.

2. 원래 등기, 인도 같은 공시방법에는 공신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동산 거래에는 인도에 어느 정도 공신력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완 혹은 예외라 보면 됩니다.

취득시효

매우 중요하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음 장에서 따로 봅시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

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매계약

매도인

소유자

장혜성김용완

김민련

매수인

책 책



7제5강 물권의 취득과 소멸

취득시효
Adverse Possession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 한국 속담

 

시효 제도

시효의 개념

1. 시효(prescription)란, 쉽게 말해 시간(period)의 효과입니다. 정확히 말하

면,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가에 상관없이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생기

게 하는 법률요건입니다.

2. 여기서 그 일정한 기간을 시효기간이

라 하고, 시효기간이 처음 개시된 때

를 기산점(starting point), 그 끝을 

완성(completion)이라 말합니다. 시

간이 흐르는 것을 시효의 진행이라 

합니다.

시효의 종류

시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민법에서 어떤 상태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ac-

quisitive prescription, adverse possession)가 있습니다. 가령, 땅을 일정한 

기간 점유하고 있으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2. 반 로 민법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extinctive prescription)가 있습니다. 가령, 채권을 일정한 

기간 방치해 두면 채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3. 민법뿐 아니라 형사법에도 시효제도가 있습니다. 검사가 일정한 기간 내 공소제

기를 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더 이상 공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공소

시효(prescription of a public prosecution)라 합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

는다는 데에 있[다.]

시효기간

기산점 완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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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 

1. 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몇 가지 사유가 발생

하면, 그 진행이 중단됩니다. 흐름이 끊긴

다는 건데, 진행상태가 파괴된다고도 합니

다. 이를 시효의 중단이라 부릅니다. 중단

의 결과 시효가 완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단이 되는 사유를 중단사유라 부릅니다. 

2. 여러가지가 있지만 차차 배우기로 하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 승인을 봅시다. 승

인은 진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가령 채권의 소멸시효를 

생각해 보면,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자에게 '나는 당신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

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가령 부동산의 취득시효를 생각해 보면, 점

유자가 스스로 소유자에게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는 것을 인

정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시효중단 제도는 소멸시효, 취득시효 공통입니다.

중단 후의 시효진행

중단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 그동안의 진행기간은 무

효로 되죠.

1. 가령 , 어떤 시효기간이 10년이라 합

시다. 2000. 7. 1. 시효기간이 개시

되었다면, 2010. 7. 1. 24:00 시효가 

완성합니다.

2. 그런데 시효가 완성하기 전인 2008. 

10. 1. 승인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

면 시효가 중단되어, 시효가 완성하

지 않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3. 승인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취득시

효]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178조(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기산점 완성중단

기산점

2000.7.1. 2010.7.1.

2008.8.1. 2018.8.1.
완성

새로운
시효기간

완성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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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제는 2008. 10. 1.부터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시효가 완성합니다. 시효가 

완성하려면 2018. 10. 1. 24:00가 되어야 하죠.

취득시효의 의의

취득시효의 개념 

1. 시효 중에서도 시효완성의 효과가 '재산의 취득'

인 것이 바로 취득시효입니다.

2. 즉, 비록 권리가 없는 사람이라도, 일정한 기간 

물건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선의취득이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라면, 

취득시효는 무권리자'의' 취득이라 하겠습니다.

취득시효의 존재이유

1.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권

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죠.

2. 한편, 사회에 유익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이용해 온 점유자를 보호합니다.

3. 오래된 주장이나 증거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습

니다. 이렇게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땅에 해 소유자를 확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권리자였냐에 상관 없이, 

오래 점유한 자를 소유자로 하여 다툼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취득시효의 종류

1. 부동산의 일반 취득시효: 부동산을 20년간 점유

2.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그 부동산을 10

년간 점유

3. 동산의 일반 취득시효: 동산을 10년간 점유

4. 동산의 선의무과실 취득시효: 동산을 선의·무과실로 점유하는 자가 그 동

산을 5년간 점유

시효기간

기산점 완성

재산의
취득

일반

일반

등기부

취득시효

부동산
취득시효

동산
취득시효

 선의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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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일반 취득시효

개념

1. 부동산 취득시효 하면 보통 이것을 가리킵니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라고도 

부릅니다.

2.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요건 로 20년 점유를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고 합니다.

 

3. 이렇게 점유한 사람을 점유자, 또는 시효완성자라 합니다. 반면 부동산의 원

래 소유자를 소유자, 또는 원소유자라 합니다.

취득시효 완성은 점유자(시효완성자)에게 유리하고, 소유자(원소유자)에게 불리한 

일이죠.

사례

1. 김용완 씨는 양시언 씨의 P토지를 오래 전에 매수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등기

를 이전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용완 씨는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건물을 소유해 

오고 있습니다. 김용완 씨는 건물소유를 통해 토지를 점유하는 거죠. 

2.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P토지는 양시언 씨 소유가 아니라 이제현 씨 소유임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등기부에도 소유명의가 이제현 씨로 되어 있네요. 그

러면 P토지는 양시언 씨 소유가 아니므로, 원래는 김용완 씨가 P토지의 소유

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법 입문 제2강에서 배운 '물권의 변동 원리' 중 '무효인 물권변동'을 생각해 보세요.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건물
(김용완)

P토지(이제현)

P토지 매매

P토지 점유

양시언 김용완

= 김용완

양시언 김용완매매계약

P토지 P토지P토지P토지P토지 P토지P토지P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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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완 씨가 20년 동안 아무런 분쟁 없이 점유해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김용완 씨는 P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건

1. 20년간 점유해야 합니다. 점유 계속을 개별적으로 증명해도 되고, 20년 간격

의 두 시점의 점유만을 증명해도 됩니다. 

2. 자주점유, 평온·공연한 점유여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추정됩니다.

물론, 악의의 무단점유라면 그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

게 됩니다.

효과

1. 주의하세요. 취득시효 완성 그 즉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

니다.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하는 등기를 받아야 하며, 그렇게 등기가 경료되

어야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놓일 뿐입니다.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

로 추정한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1968. 5. 28. 선고 68다554 판결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기간을 경과한 자라도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않는한 소유권취득

등기를 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자로서 주장할 수 없다.

건물
(김용완)

P토지

소유권 취득

P토지 점유
= 김용완 2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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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처럼 등기를 구할 권리를 등기청구권(right of a claim for registration)

이라 합니다. 이것은 채권입니다. 시효완성자는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

니까, 등기 하기 전에는 채권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취

득시효 완성 당시 기준(on completion basis)으로 부동산점유자가 채권자, 

부동산소유자가 채무자가 된다는 겁니다. 위 사례에서는 채권자가 김용완 씨, 

채무자가 이제현 씨가 되네요.

마치 부동산매매에서 매수인 지위와 비슷하죠.

3. 일단 시효완성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이상, "그 후에" 소유명의자나 점

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채권자, 채무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

론 경우에 따라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채권채무관계가 이동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생략>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등기의무자
(채무자)

등기청구권자
(채권자)

취득시효
완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원소유자 시효완성자

등기의무자
(채무자)

등기청구권자
(채권자)

매매계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매도인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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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효완성에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점유해서 20년이 지난 후부터 소유권을 취

득한다고 보지 않고, 처음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

다. 물론 시효완성 후 등기를 했을 때를 전제하죠.

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

개념

점유자가 자신이 소유자로 등기까지 되어 있다면, 20년이 아니라 10년만 점유해

도 취득시효가 완성합니다. 이를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단기취득시효라고

도 합니다.

사례

1. 김용완 씨는 정희장 씨로부터 Q토지를 오래 전에 매수해 등기까지 받았습니

다. 김용완 씨는 그 위에도 다른 건물을 지어 소유해 오고 있습니다. Q토지

를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

을 취득한다.

건물
(김용완)

Q토지(김해연)

Q토지 매매

Q토지 점유

정희장 김용완

= 김용완

원소유자가 소유자

점유개시 점유개시시효완성 시효완성&등기

시효완성자가 소유자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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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Q토지도 정희장 씨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김해연 

씨 소유인 겁니다. 왜 그런지 보니, 원래 정희장 씨도 Q토지를 김해연 씨로부

터 매수했던 것인데, 정희장 씨와 김해연 씨 사이의 계약이 어떤 사유로 당연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Q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김해연 씨에게 그

로 남아 있겠죠.

민사법 입문 제3강 물권법의 기초개념 중 "무효인 물권변동" 부분을 참조하세요.

3. 물론 처음에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정희장 씨라고 되어 있었고 그걸 토 로 김

용완 씨가 등기를 이전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김용완 씨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원래는 김용완 씨

는 Q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Q토지의 소유명의가 김용완 씨 앞으로 되어 있

는데다, 김용완 씨가 10년 동안 아무런 분쟁 없이 Q토지를 점유해 왔다고 합

시다.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김용완 씨는 Q토지의 소유권을 취

득합니다. 

제도의 취지

1. 물권변동에 관해 등기에 공신력(public confidence)이 없으므로, 등기부만 

믿고 부동산을 거래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

해서는 등기부 내용이 실제로도 맞는지까지 그때마다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

인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건물
(김용완)

Q토지

소유권 취득

Q토지 점유

등기부상 명의

= 김용완

= 김용완

10년간

매매계약
김해연

Q토지

매매계약매매계약
정희장

김용완

매매
계약

Q토지

Q토지

Q토지Q토지Q토지

Q토지Q토지Q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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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등기부를 믿고 그렇게 믿은 데 과실이 없는 사람에게는, 20년이 아니

라 그보다 훨씬 짧게 10년만 지나도 어쨌든 소유권을 부여해 주겠다는 겁니

다. 즉, 공신력이 없어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도적

인 보완장치죠.

요건

다음 제1, 제2요건은 20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차이 말고는, 일반 취득시효에서 이

미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3, 제4요건은 등기부 취득시효에 특유한 요건이죠.

1. 10년간 점유해야 합니다. 

2. 자주점유, 평온·공연한 점유여야 합니다.

3. 선의, 무과실의 점유여야 합니다.

4. 시효완성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어 합니다.

만약 제1, 제3, 제4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20년의 일반 취득시효

를 검토하면 됩니다.

효과

1. 취득시효 완성 그 즉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점에서 일반 취득

시효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점유자 앞으로의 소유명의 등기가 되어 있

어서, 등기를 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즉,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후에는 물권자(소유권자)라는 겁니다. 채권관계가 

아니므로, 채무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 시효완성자를 완전한 권리자라고도 부릅니다.

3. 시효완성에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점유해서 10년이 지난 후부터 소유권을 취득

한다고 보지 않고, 처음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

을 취득한다.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원소유자가 소유자

점유개시&등기 점유개시시효완성 시효완성

시효완성자가 소유자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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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취득시효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동산의 취득시효

 

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조문만 봐도 충분합니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

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8조(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취득시효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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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6가지 법칙
The Laws of Adverse Possession

동물이 태어난 후 초기 특정 시기에 어떤 상이 노출되면 동물은 그 뒤를 따르게 되지만, 

그 결정적 시기 이전 또는 이후에 상에게 노출되면 애착이 형성되지 않는다. 

- Konrad Lorenz

 

머리에

의의

1. 부동산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사람과, 그 부동산에 관해 권리를 취득하고 등

기까지 한 사람 사이에는 이해가 충돌합니다. 이 때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법칙(원칙)들이 있습니다.

2. 민법 조문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동안 판례가 확립한 법칙입니다.

비유 

알에서 깬 새끼 오리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그 결과 새끼 오리를 내칠 수 있는

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있는 법칙 이름은 임의로 붙인 것입니다.

법칙의 형성과정

제1법칙부터 제6법칙까지 변증법적(dialectical 

method)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해 보세요.

제1법칙 - 처음 본 어미 오리의 법칙

문제상황

갑이 A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

었다고 합시다.

처리

1. 시효완성자 갑은 원소유자 A에 해서는 등기 없이도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항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가지고 있

고, 그 채무자는 A이기 때문입니다.

2. 갑은 A에 한 채권자(등기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원소유자 A에게 채권을 주

장할 수 있습니다. A가 형식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갑을 쫓아낼 수가 없

습니다.

시효완성

갑 소유
건물

토지 소유권

토지 점유 = 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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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오리는 알을 깨고 처음 본 오리를 자기의 어미로 생각합니다(imprinting). 어미 오

리는 새끼 오리에 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치면 안 됩니다.

법칙의 형성

제1법칙은 가장 기초적이고 뿌리가 되는 법칙입니다.

제2법칙 - 처음 본 인간의 법칙

문제상황

갑이 부동산을 점유해 시효기간 진행 중(완성 전) 

부동산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가 필수

적이므로, 등기명의인이 A에서 B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처리

1. 그렇다고 해서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의 점유 상태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부동산의 명의만 바뀐 상황이기 때문이죠. 즉, 등기부 기재와 점

유는 별개입니다. 그 결과 시효기간이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시효가 완성합니

다. 채권채무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죠.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을이 갑소유의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을은 갑에

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을이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갑이 을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갑 소유

건물

시효완성 전

토지 소유권

토지 점유 = 갑

A B

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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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론, 시효완성 당시의 부동산 점유자가 채권자, 그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가 채

무자입니다. 즉, 채무자는 종전 소유자 A가 아니라 완성 당시 소유자 B입니다.

3. 갑은 B에 한 채권자(등기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새 소유자 B에게 채권을 주

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법칙을 참조할 때, B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갑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비유

오리가 알을 깨기 전 어미 오리 신 인간이 들어온 경우, 깨고 나서 처음 본 인간

을 어미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어미로 아는 새끼 오리에 책임을 져야 하므

로, 내치면 안 됩니다. 

법칙의 형성

제2법칙은 제1법칙에 기초한, 제1법칙의 확장입니다.

제3법칙 - 나중에 본 인간의 법칙 

문제상황

이번에는 시효기간 진행 후(완성 후)에 부동산 소유자(등기명의인)가 A에서 B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A가 시효완성자 갑에게 등기이전을 

해 줄 채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A가 B에게 부동산을 팔아 넘긴 상황입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

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5843 판결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명의를 넘겨 받은 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자

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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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A가 먼저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에게 등기를 넘기지 않고 B에게 팔아 넘

긴 상황(이중매매)과 비슷합니다.

처리

1. 채권은 원래 선후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채권자가 되었든 간에, 등기나 인도를 

먼저 받는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갑도 채권자(등기청구권자), B도 채권자(등

기청구권자)라고 할 때, 등기를 먼저 받는 사람이 소유권자가 됩니다. A가 갑 말

고 B에게 등기를 해 준 이상, 소유권자는 B가 됩니다.

2. 그렇다고 해서 갑의 A에 한 등기청구권(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채무

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이죠.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

[이러한 경우에도] 점유자[갑]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A]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A]의 점유자[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에 불과하[다.]

갑 소유

건물

시효완성 전

토지 소유권

토지 점유 = 갑

A B

시효완성 후

취득시효 이중매매

A A

B B

 갑  갑

시효 취득자 제1매수인

제2매수인

이행불능 이행불능

등기 등기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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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쨌든 갑은 A에 한 채권자(등기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 B에

게는 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채권의 상 효 때문이죠. 

결국, B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갑을 쫓아내면, 갑은 쫓겨나야 합니다.

비유

오리가 알을 이미 깨 어미 오리를 본 이상, 그 후 오리 신 인간이 들어와도 오리

는 여전히 처음 본 어미 오리를 어미로 압니다. 인간과 새끼오리는 아무 상관이 없

어서, 인간은 새끼오리를 내칠 수 있죠. 

법칙의 형성

제3법칙은 제1법칙과 제2법칙에 기초한 것입니다. 제2법칙과 제3법칙은 서로 동전

의 양면과 같습니다.

제4법칙 - 알 낳은 때의 법칙

문제상황

시효완성자는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때를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산점(starting point)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령, 부동산 소유권이 A

에게 있다가 2012. 5. 1. B에게 넘어갔다고 합시다.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566 판결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

여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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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갑이 1993. 5. 1.부터 점유를 개시했다면 취득시효가 2013. 5. 1. 완성

합니다. 따라서 B는 시효완성 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2법칙(처음 본 인간의 법칙)에 따라 B는 갑을 내칠 수 없습니다.

2. 만약 갑이 1990. 5. 1.부터 점유를 개시했다면 취득시효가 2010. 5. 1. 완성

합니다. 따라서 B는 시효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3법칙(나중에 본 인간의 법칙)에 따라 B는 갑을 내칠 수 있습니다.

3. 이렇듯 기산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실제 점유를 시작한 시점을 기산점

으로 잡아야 합니다.

비유

새끼 오리가 인간을 본 때가 알을 깨기 전인지 후인지는 매우 중요하므로, 알 낳은 

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칙의 형성

제4법칙은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에 기초한 것입니다. 제4법칙은 제2법칙과 제

3법칙을 관철하기 위한 법칙이라 보면 됩니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7358 판결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

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

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

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득시효 주

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시효완성

A B

1990. 5. 1. 1993. 5. 1.

기산점

2010. 5. 1. 2013. 5. 1.

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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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법칙의 예외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자가 기산점을 임의선택할 수 없다고 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1. 소유명의자가 계속해서 동일인인 경우에는, 기산점이 언제든 간에 적어도 방

금 제4법칙에서 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효기간 20년이 진행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기산점을 언제로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2. 예를 들어, 지금이 2013. 8. 10.이고 실제 점유개시일이 1990. 8. 10.이라면 

점유한지 23년이 됩니다. 그 사이에 소유권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기산점을 

실제 점유개시일인 1990. 8. 10.으로 해도 되고,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인 1993. 8. 10.으로 해도 됩니다.

제5법칙 - 길러준 인간의 법칙

문제상황

갑이 부동산을 점유해서 시효기간 진행 

후(완성 후)에 부동산 소유자(등기명의

인)가 A에서 B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

런데 갑은 아무 영향 없이 계속 점유할 

수 있었다고 합시다. 이처럼 소유자가 바

뀌고 나서도 다시 20년의 시효기간이 진

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 판결

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는 시효완성을 동 명의자에 대해서 주장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그

로써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하등 불합리할 것이 없는 것이다.

시효완성

1990. 8.10. 1993. 8.10.

기산점

실제

역산 20년

소유권변동 없음

2010. 8.10. 2013. 8.10.

시효완성

토지 소유권

토지 점유 = 갑

A B

제1차 시효
완성 후

갑이 계속 점유

갑 소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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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46360 판결 [일부내용 폐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

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

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임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

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

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시

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

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달리 <생략>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일단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제3

자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은 새로운 권원에 의한 점유가 없는 한 영구히 시효취득의 대

상이 아니게 되고 시효기간 경과 후의 제3취득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

동산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보통의 소유자보다도 더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며, 이경우에는 

취득시효제도가 사실상 부인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제1차 시효완성
`

제2차 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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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

1. 오리가 알을 이미 깨서 어미 오리를 본 후에 어미 오리 신 인간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인간과 새끼 오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 그러나 인간이 다시 긴 시간동안 오리를 길러 주면, 마침내 오리는 이제 인

간을 어미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인간이 새끼 오리를 내칠 수 없습니다.

법칙의 형성

제5법칙은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제4법칙에 기초한 것입니다. 제5법칙은 특

히 제3법칙을 뛰어넘어, 제4법칙의 예외법칙을 더 발전시켜 나간 거죠.

제6법칙 - 끝까지 길러준 개의 법칙 

문제상황

갑이 부동산을 점유해서 시효기간 

진행 후(완성 후)에 부동산 소유자(

등기명의인)가 A에서 B로, 그러다가 

곧 B에서 C로 바뀌었다고 합시다. 

여기서 A에서 B로 소유명의가 바뀐 

때부터 다시 20년의 시효기간이 진

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리

1. 다시 20년의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취득시효기간이 완성하면, 갑이 새롭게 

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제5법칙(길러준 인간의 법칙)이죠.

2. 그런데 부동산소유명의가 바뀌더라도, 시효완성 당시의 부동산 점유자가 채

권자, 그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자라고 했습니다. 제2법칙(처음 본 인

간의 법칙)이죠. 즉, 채무자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제2차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C입니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7358 판결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

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

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

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

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

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

토지 소유권

토지 점유 = 갑

A B C

제1차 시효
완성 후

제2차 시효
완성 전

갑이 계속 점유

갑 소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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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은 C에 한 채권자(등기청구권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소유자 C에게 채권

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법칙을 참조할 때 C가 소유권을 주장하

며 갑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비유

1. 오리가 알을 이미 깨서 어미 오리를 본 후에 어미 오리 신 인간이 들어왔

습니다.

2. 그 때부터 다시 시간이 지나면, 오리는 결국 끝까지 자길 길러준 인간을 어

미로 생각하죠.

3. 그 사이 또 인간 신 개가 들어왔다면, 마지막까지 자길 길러준 개를 어미

로 생각합니다. 

법칙의 형성

제6법칙은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제4법칙, 제5법칙에 기초한 것입니다. 제

6법칙은,

1. 특히 제5법칙을 발전시킨 것으로서,

2. 여기에 제2법칙을 가미한 것입니다.

제6법칙은 끝내 제5법칙의 모순을 변증법적으로 보완한 법칙입니다.

정리

제1법칙(처음 본 어미 오리의 법칙)

1. 부동산에 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원소유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이므로 점유자는 원소유자에 하여 등기 없이도 그 부동

산의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항할 수 있습니다.

2. 원소유자는 점유자에 한 이전등기의무자로, 그에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

습니다.

제1차 시효완성
`

제2차 시효완성



27제5강 물권의 취득과 소멸

제2법칙(처음 본 인간의 법칙)

1.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 그 진행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점유자는 그 자에 하여 등기 없이도 취득시효완성의 효과

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법칙(나중에 본 인간의 법칙)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

이에 제3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는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따라서 점유자는 그 제3자에 하여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항

할 수 없습니다.

제4법칙(알 낳은 때의 법칙)

1. 이른바 제3법칙이 적용되는 당연한 결과로서, 점유취득시효가 언제 완성되는

지에 따라 점유자와 제3자의 우열 및 항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2. 점유자는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때를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

고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5법칙(길러준 인간의 법칙)

1.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2. 그래도 점유자는 소유자에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6법칙(끝까지 길러준 개의 법칙)

1. 제5법칙 사안에서, 그 기간이 경

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똑같이 볼 

것인지 문제입니다.

2. 마찬가지로 그래도 점유자는 소

유자에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1법칙

제6법칙 제5법칙

제3법칙

제2법칙

제4법칙

확장

가미

발전

극복
예외

관철

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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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소멸
The Extinction of Real Rights

나를 사랑해 준 모든 사람들이여, 아무쪼록 언제나 다음 말들을 상기해주길 바란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을. - 석가모니

개념

물권이 사라지는 것을 물권의 소멸(extinction of real rights)이라고 합니다. 

표적으로 다음 사유가 있습니다.

1. 물권의 포기

2. 목적물의 멸실

3. 피담보채무의 소멸(담보물권의 경우)

4. 물권의 소멸시효

5. 물권의 혼동

주체가 물권인 경우도 있고, 목적물인 경우도 있고, 피담보채무인 경우도 있습니

다. 모두 나름 의미가 있으므로, 꼭 응시켜 기억하세요.

물권의 포기

개념

쉽게 말해 물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버리는 것을 물권의 포

기(relinquishment)라고 합니다.

'물건 자체'를 버리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법적 성격

'그 물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들어 있

으므로, 법률행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므로, 단독행위입니다.

물권자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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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멸실

개념

목적물 자체가 사라지면, 그에 따라 물권도 사라질 수밖

에 없습니다. 목적물의 멸실(destruction)은 물권의 소멸

사유입니다.

사례 

A의 책이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A의 소유권도 

소멸합니다.

물상대위

다만, 원래 저당권이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던 물건이 소멸하

면, 물상 위(subrogation)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꿩 신 닭이죠.

1. 즉, 목적물이 멸실하면 그 가나 보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2. 그러면 그 가나 보상에 신 저당권이나 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멸실한 물건에 한 저당권, 질권은 소멸하지만, 새로운 물건(보상금 등)에 

한 저당권, 질권으로 이어 나가는 겁니다.

저당권과 질권은 담보물권으로서 목적물의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를 지배합

니다. 따라서 목적물 신 돈으로 바뀌어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겁니다.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

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생략>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

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물권자

물건

저당권자

소유자

부동산

보상
의무자

\

저당권

보상금

멸실

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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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의 소멸 

개념

1.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을 위해 존재

합니다. 곧 피담보채권이 없다면 담

보물권이 존속할 이유가 없지요. 피

담보채무(피담보채권)의 소멸은 담

보물권의 소멸사유입니다.

이처럼 피담보채무의 존재에 따르는 

담보물권의 성질을 부종성(appen-

dant nature)이라 부릅니다.

2.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취소, 해제, 변제 등 어떤 이유

로든 근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사례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피담보채권이 1억 원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채

무자가 채권자에게 1억 원 전액을 갚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으

므로,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소멸합니다.

물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 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

하지 않고 있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소멸시효(extinctive 

prescription)라고 합니다.

물권의 소멸시효

1. 일단 물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

입니다. 다만, 소유권은 예외입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910 판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

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피담보채무
저당권자

부동산

채무자

시효기간

기산점 완성

진행

권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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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문에서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이란, "채권도 소유권도 아닌 재산권"

이라는 의미입니다.

2. 예를 들어, 지상권자나 지역권자가 20년 동안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지상권이나 지역권이 소멸합니다.

물권과 달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유권의 경우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민법 제162조 제2항의 반 해석). 소유권

자가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점유권의 경우

점유권의 경우에도 점유하는 자체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점유를 하면 점유권을 보유하고, 점유

를 잃으면 점유권을 상실할 뿐입니다. 소멸시효와는 무관하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경우

1. 아까 담보물권은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담보물권도 자동적

으로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피담보채무가 존속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뿐이지, 

담보물권 자체가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2. 원래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사용가치를 지배하지 않으므로, 담보물권의 행사

란 결국 피담보채권의 행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담보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이 10년이라서 물권의 소멸시효기간인 20년보다 짧습니다. 그 때문

에 논리적으로 담보물권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이미 피담보채권

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부종성으로 이미 그 때 담보

물권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

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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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담보물권 자체의 20년 소멸시효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전세권의 경우

1. 전세권의 경우, 애당초 20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2. 왜냐하면 전세권은 아무리 길더라도 존속기간이 10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

죠. 존속기간을 넘기면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소결 

결론적으로,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뿐이며, 그 기간은 20년

입니다.

1. 만약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냥 마지

막 결론만 알아두면 됩니다.

2.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것과, 

물권 자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다

른 개념이므로, 그 둘을 착각하지만 않으

면 됩니다.

물권의 혼동

채권의 혼동과 물권의 혼동

혼동(commingling)이란, 거칠게 말하면 권리가 뒤섞여서 없어진다는 의미입니

다.

1.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기도 합니다. 채권법상 혼동으로, "채권의 소멸사유"

입니다.

2. 물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기도 합니다. 물권법상 혼동으로, "물권의 소멸사유"

입니다.

3. 지금 말하려는 혼동은 물권의 혼동입니다.

개념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같은 사람에게 속하면, 그 다른 물권이 소멸합니다. 물권이 

물권법상 혼동으로 소멸한 겁니다.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

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지상권

지역권

기타 물권

일반 채권

소멸시효 20년

- 소멸시효 X

- 소멸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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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하나의 물건에 관해,

2.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3. 모두 같은 사람에게 속해야 합니다.

사례

B는 X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 X토지

의 소유자인 A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았

습니다. X토지의 소유권자는 A이고, X토

지의 지상권자는 B인 상태죠.

1. 그런데 B가 C에게 지상권을 양도했습

니다. 등기도 문제 없이 완료했습니다.

2. 마침 A도 C에게 소유권을 양도했습

니다. 역시 등기도 문제 없이 완료했

습니다.

이제 X토지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모두 C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권은 소

멸합니다.

제도의 취지

왜냐하면 소유권은 완전물권이고, 지상권은 제한물권이기 때문입니다.

1. C는 소유권자가 되었으므로, 이제는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지

배하게 되었습니다.

2. 따라서 사용가치만을 지배하는 지상권이 따로 없더라도, 어차피 얼마든지 토

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소유권 외에 다른 물권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외

물권의 혼동이 있더라도, 물권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

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생략>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

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X토지

A B

C

A의 소유권
양수

B의 지상권
양수

지상권자소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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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채권의 혼동

개념

채권과 그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속하면, 채권채무가 소멸합니다. 채권이 채권법

상 혼동으로 소멸한 겁니다.

채권의 혼동은 "물권"의 소멸사유는 아닙니다. 채권의 혼동은 "채권"의 소멸사유일 

뿐입니다. 주의하세요.

사례 

예를 들어, A가 친동생 B에게 물품

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

고 합시다. 교통사고로 A, B가 동시에 

죽었는데, A, B는 아버지도 자식도 없

어 상속인으로는 오직 어머니 C만 있다

고 합시다. 그러면,

1. 우선 C는 "A의 B에 한 100만 원 채권"을 상속합니다. 즉, 그 채권자가 됩니다.

2. 마침 C는 "B의 A에 한 100만 원 채무"도 상속합니다. 즉, 그 채무자가 됩니다.

이론상 "C가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채권이자 채무"가 되는데, 그러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제도의 취지

어떤 채권의 채권자가 곧 채무자라면, 채권채무관계를 계속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

다. 실익이 없다는 거죠.

예외

채권의 혼동이 있더라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는 민사법 입문 제6강: 채권의 이전과 소멸 중 "혼동"을 참조하세요.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

한다. <생략>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

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C

A

A의 채권
상속

채권자 채무자
100만 원

B의 채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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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The Title Trust

세상이 혼란한 것은 명(名)과 실(實)의 불일치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그 두 가지를 합일해야 한다. - 공손룡, 《명실론》

명의신탁의 의의

개념

1. 원래 신탁(trust)이란, 재산의 관리·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2. 그런데 명의신탁(title trust)이

란, 말 그 로 명의만 맡기는 겁

니다. 가령, 어떤 부동산이 실질

적으로는 A소유로 하고 싶은데, 

등기부에는 B명의로 올려 놓는 

겁니다. 세금 문제 등등 뭔가 껄

쩍지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렇게 남의 이름으로 올리는 경우

가 많습니다.

명의수탁자에게는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가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

과 신탁은 구별해야 합니다.

3.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려는 자(A)를 명의신탁자(title truster) 또는 실권리

자(those having actual rights)라 부릅니다. 반면, 형식적인 명의자(B)를 

명의수탁자(title trustee)라고 합니다. 물론, 편의상 신탁자, 수탁자라 줄여 

쓰기도 합니다.

분야

1. 부동산, 자동차처럼 등기나 등록을 하는 재산에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사례

가 많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생략>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

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

리자"<생략>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

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생략>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

는 약정<생략>을 말한다. <생략>

B

A

배후

등기부상

실권리자

타인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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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명의신탁
약정

소유권
이전 등기

2. 예금주 명의신탁이라 해서, 은행계좌도 타인 명의로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좀 복잡한 논의가 있는데, 그런 건 차차 배우기로 합시다.

유효성

1. 어떤 명의신탁계약은 유효하고, 어떤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입니다.

2. 그 중 부동산(real estate)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입니다.

3. 물론,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일단은, 종중 및 배우자의 특례 정도만 기억

하세요.

4. 이처럼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연무효이므로, 오늘은 무효인 

명의신탁의 처리를 보겠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의 종류

기본명의신탁

1.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하며, 가장 간단한 구조입니다.

2. 원래 A소유의 부동산에 신탁자(실권리자) A와 수탁자 B의 합의로 등기를 B 

앞으로 해 두는 겁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생략>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 <생략>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생략>을 말한다. <생략>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생략>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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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

1.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를 받는 겁니다.

2. 매수인 A가 매도인 K에게 돈을 내고 부동산을 매수하며, 등기를 수탁자 B 

앞으로 합니다.

3. 그래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신탁자인 A입니다.

부동산매매에 관해 수탁자인 B가 등기명의만 내어준다 해서 등기명의신탁이라 부

릅니다. 여러 사람이 개입한다고 해서 다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등기가 마치 K, A, B에서 A를 생략하고 K에서 곧바로 B로 이전되는 모양

이어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계약명의신탁

1. 아예 수탁자가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2. A가 B에게 부탁해서, B가 직접 매수인으로서 매도인 K와 계약을 체결합니

다. 형식적으로는 B가 K에게 돈을 내고 사는 거지만, 결국 그 돈은 A로부

터 나온 것이겠죠.

3. 매매계약 당사자가 수탁자 B입니다.

부동산매매에서 수탁자인 B가 매매계약 명의까지 내어 주므로 계약명의신탁이

라 합니다.

K A

B

매도인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매매계약

명의신탁
약정소유권

이전 등기

K A

B

매도인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매매
계약 명의신탁

약정
소유권

이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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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명의신탁계약

1. 명의신탁계약의 당사자는 신탁자(A)와 수탁자(B)입니다.

2. 명의신탁계약은 당연무효입니다.

물권변동의 효력

물권변동 역시 당연무효입니다. 따라서,

1. 수탁자(B)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2. 신탁자(A)가 여전히 소유권자입니다. 신탁자(A)가 소유권자인데 등기명의는 

수탁자(B)로 되어 있으므로, 신탁자(A)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로서 수탁

자(B)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명의신탁계약

1. 명의신탁계약의 당사자는 신탁자(A)와 수탁자(B)입니다.

2. 명의신탁계약은 당연무효입니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

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생략>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A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명의신탁
약정

소유권
이전 등기

B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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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효력

물권변동은 당연무효입니다. 따라서,

1. 수탁자(B)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2. 매도인(K)가 여전히 소유권자입니다. 매도인(K)이 소유권자인데 등기명의는 

수탁자(B)로 되어 있으므로, 매도인(K)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로서 수탁

자(B)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1.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K)과 매수인(신탁자 A)입니다. 즉, 신탁자(A)는 

당사자이고, 수탁자(B)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2. 매매계약에 해서는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은 유

효합니다.

3. 위에서 본 것처럼, 매도인(K)가 수탁자(B)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면, 매도인(K)

는 명실상부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K)와 매수인(A) 사

이의 매매계약은 살아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A)은 소유자인 매도인

(K)에게 매매계약 로 등기를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

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생략>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생략>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명의수탁

자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로 <생략> 된다 할 것이지만,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K]과 

명의신탁자[A]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

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K]과 명의신탁자[A]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

신탁자[A]는 매도인[K]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K A

매도인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매매
계약

명의신탁
약정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취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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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원칙)

명의신탁계약

1. 명의신탁계약의 당사자는 신탁자(A)와 수탁자(B)입니다.

2. 명의신탁계약은 당연무효입니다.

물권변동의 효력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당연무효입니다(법 제4조 제2항 본문). 따라서,

1. 수탁자(B)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2. 그리고 매도인(K)이 여전히 소유권자입니다. 매도인(K)이 소유권자인데 등기

명의는 수탁자(B)로 되어 있으므로, 매도인(K)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로

서 수탁자(B)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1.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K)과 매수인(수탁자 B)입니다. 즉, 신탁자(A)는 

당사자가 아니고, 수탁자(B)가 당사자입니다.

2.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앞서 본 것처럼 물권변동이 당연무효인 것은 물론, 그 매매계약도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원시적 불능)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

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생략>

K A

매도인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매매
계약 명의신탁

약정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취득
B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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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등기명의신탁 경우와 다릅니다. 아직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것도 차차 공부하기로 하죠. 지금은 결론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예외)

그러나 위 계약명의신탁관계에서 만약 매도인(K)이 선의라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

집니다.

명의신탁계약

1. 명의신탁계약의 당사자는 신탁자(A)와 수탁자(B)입니다.

2. 명의신탁계약은 당연무효입니다. 여기까지는 아까와 같습니다.

물권변동의 효력

그러나 물권변동은 유효합니다(법 제4조 제2항 단서).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

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계약명의신탁] 매도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 

약정[명의신탁계약]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

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

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

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계약명의신탁]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

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 A

매도인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매매
계약 명의신탁

약정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취득
B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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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라서, 수탁자(B)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 따라서 이 때에는 매도인(K)이 더 이상 소유권자가 아니며, 수탁자(B)에게 등

기말소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매매계약

1.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K)과 매수인(수탁자 B)입니다. 즉, 신탁자(A)는 

당사자가 아니고, 수탁자(B)가 당사자입니다.

2.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물권변동도 유효하

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무효로 만들 근거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매계약

은 유효합니다.

본래,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한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상황 정리

만약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K)이 선의라면,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2. 물권변동은 유효하며, 

3. 매매계약 역시 유효합니다.

4. 이에 따라 수탁자(B)가 부동산 소유

권을 취득합니다. 문제는 수탁자(B)

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실질적인 

매수자금을 신탁자(A)가 부담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 수탁자(B)는 공짜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신탁

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약정 물권변동 매매계약

기본명의신탁

무효
무효

(없음)

등기명의신탁 유효

계약명의신탁 (매도인 악의) 무효

계약명의신탁 (매도인 선의) 유효 유효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

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K A

매도인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취득
B

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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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명의수탁자 B는 A에게 부동산 자체를 반환해야 할까요?

2. 아니면 A로부터 받았던 매수자금, 즉 돈을 그 로 A에게 반환하면 될까요?

해결

복잡한 논의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요즘에 명의신탁을 하면 다음과 같이 처

리한다고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1.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한 것은 부동산 자체가 아닙니다.

2. 명의수탁자는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했습니다. 따라서 매수자금(돈)을 반환해

야 합니다.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문제점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1. 형사적으로는 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겁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284 판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B]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

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K]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B]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

의신탁자[A]와 명의수탁자[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

[B]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B]는 명의신탁자

[A]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

에는 명의신탁자[A]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

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A]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

의수탁자[B]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B]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A]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009 판결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생략> 횡령죄

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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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다면, 민사적으로는 어떨까요? 수탁자가 불법행위를 저질 으니, 수탁자

는 원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분석

1. 일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2.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원래 소유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손해가 인정될 것만 같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명의신탁의 경우

1. 이 경우는 당연히 손해가 인정되고,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 배상액은 처분 당시 부동산 시가 상당액입니다. 원래 소유자인 신탁자(A) 입

장에서 생각하면 간단하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신탁
약정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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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의 경우

1. 매도인(K)은 자기 소유였던 부동산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2. 그렇지만 매도인(K)은 공짜로 부동산을 판 게 아니죠. 팔 때 그에 상응하는 

매매 금을 받았을 겁니다. 웬만해선, 매도인(K)은 법적으로 매매 금을 그

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3. 매도인(K)이 신탁자(A)에게 책임질 부분도 없습니다.

4.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매도인(K)이 실질적으로 손해 본 게 없습니다.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K)은 자기 소유였던 부동산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2002. 3.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매도인[K]으로서는 명의수탁자[B]가 신탁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

탁자[B]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A]에 대하여 <생략> 매매대

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이 경우] 명의신탁자[A]의 [매도인 K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

[니하다.]

결국 매도인[K]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악의의 매도인이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

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생략

>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

K A

제3자

매도인

처분

매매
계약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소유권
이전 등기

B

명의신탁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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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렇지만 매도인(K)은 공짜로 부동산을 판 게 아니죠. 팔 때 그에 상응하는 

매매 금을 받았을 겁니다. 등기명의신탁과 비슷하죠. 웬만해선, 매도인(K)

은 법적으로 매매 금을 그 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3. 매도인(K)이 신탁자(A)에게 책임질 부분도 없습니다.

4.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매도인(K)이 실질적으로 손해 본 게 없습니다.

소결

그러나 명의수탁자[B]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원]소유자[K]로서는 그 부동

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생략>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명의수탁자[B]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원]소유자[K]에 

대한 소유명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소유자[K]로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여

지가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A]는 [원]소유자[K]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원]소유자[K]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결국 [원]소유자인 매도인[K]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B]

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가 없다.

매도인의 
매매대금 보유

매도인 
등기이전 의무

매도인의 손해

기본명의신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O

등기명의신탁 웬만하면 허용 X (∵ 신의칙 등) X

매도인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웬만하면 허용
X 

(∵ 계약관계 없음)
X

K A

제3자

매도인

처분

매매
계약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소유권
이전 등기

B

명의신탁
약정

\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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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Joint Ownership

개인 소유는 소유의 특정 형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동소유가 더 본래적이다. 

- Karl Marx

공동소유

개념

공동소유(joint ownership)란, 1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하는 겁니다.

종류

1. 공유(co-ownership): 지분이 있습니다.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합유(partnership-ownership): 역시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분

을 처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총유(collective-ownership): 지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분의 처

분이라는 개념도 없어서, 물건은 전체로서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물권의 배타성과의 관계

물권의 배타성과 공동소유 개념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1. 물권의 배타성: 1개의 물건에 A의 소유권과 B의 소유권이 모두 있을 수가 없

습니다. 만약 A, B 둘 다 자기 단독 소유라고 주장한다면, 적어도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입니다.

2. 공동소유: 1개의 물건에 관해 소유권의 50%는 A에게, 나머지 50%는 B에게 

귀속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A, B 둘 다 자기가 공유자라 주장한다면, 양쪽 

말 모두 맞을 수 있습니다.

공유

개념

1. 공유(co-ownership)란, 여러 사람이 1개의 물건 위에 1개의 소유권을 분

량적으로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공동소유 중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

는 겁니다.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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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때의 물건을 공유물(co-owned property), 공유하는 사람을 공유자, 공

유자가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갖는 비율을 지분(share, portion)이라 합니다.

사례

김용완 씨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정면훈 씨의 작품 CD 100장 전집을 사

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용제 씨, 이주주 씨, 이아연 씨와 함께 돈을 모았

습니다. 김용완 씨가 20만 원, 나머지 사람들은 각각 10만 원씩 냈습니다. 그런데 

서로 합의로, 김용완 씨는 40%, 이용제 씨는 30%, 이주주 씨는 20%, 이아연 씨

는 10%씩 지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CD 전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1. 4인이 40%, 30%, 20%, 10%의 각 지

분비율로 CD 전집을 공유하게 됩니다.

2. CD 중 어떤 40장은 김용완 씨, 다른 

30장은 이용제 씨, 또다른 20장은 이

주주 씨, 나머지 10장은 이아연 씨에게 

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비율 한도에서 CD 100장 

전집 전체'를 소유한다는 거죠. 즉, 지분

이란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관념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공유물의 처분

공유물을 처분(disposition)하려면,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 처분의 사례로 위 CD 100장 전집 자체를 권보완 씨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를 봅시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김용완
40%

이아연
10%

이주주
20%

이용제
30%

공 유

자 들

전원동의

양도

100장
전집 권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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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한 명이라도 반 하면, 가령 이용제 

씨가 반 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모

두 찬성하더라도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처분은 무효입니다.

3. 그 경우 찬성하는 지분 합계가 70%로 

과반수인데요, 그래도 처분이 무효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공유물의 처분은 과

반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만장일치

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공유물의 관리

공유물의 관리(management)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의 사례로, 위 CD 100장 전집을 권보완 씨에게 빌려주는, 즉 임 하는 경우

를 봅시다.

1. 김용완 씨 단독으로는(40%)는 빌려 줄 수가 없습니다. 과반수가 안 되기 때

문이죠.

2. 그러나 김용완 씨와 이용제 씨 두 명이 찬성하면(70%=40%+30%), 빌려 줄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지분 합계가 과반수이기 때문입니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로써 결정한다. <생략>

공 유

자 들

지분
과반수

임대

100장
전집 권보완

김용완
40%

이아연
10%

이주주
20%

김용완
40%

이용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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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이용제 씨와 이주주 씨 두 명이 찬성하면(50%=30%+20%) 어떨까요? 

빌려 줄 수 없습니다. 과반수란 5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하므로, 50%는 과

반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 수(number of persons)가 과반수인지가 아니라, 지분 합계(total share)가 

과반수인지가 관건입니다. 즉, 김용완 씨와 이용제 씨 둘만 찬성할 경우, 사람 수

로는 과반수가 안 되는데(4명 중 2명), 지분 합계로는 과반수가 됩니다(70%). 그

래서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공유물의 보존

공유물의 보존(preservation)은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있다

는 얘기는, 그 지분비율로 '물건 전체'에 해 권리를 갖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보존의 사례로, 위 CD 100장 전집을 도둑이 훔쳐가자 돌려달라 하는 경우를 생

각해 봅시다.

1. 김용완 씨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거부하면 김용완 씨는 도둑을 상 로 자기에게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공유자 중 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복잡한 문

제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도둑의 경우처럼 돌려달라 할 수 있습니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생략>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주주
20%

이용제
30%

공 유

자 들

단독으로
반환청구

100장
전집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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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의 처분

공유지분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처분의 사례로, 김용완 씨가 자

기 지분(40%)을 권보완 씨에게 양도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공유물(co-own property)의 처분과 공유지분(one's share)의 처분은 다릅니다. 

공유물의 처분은 물건 자체를 처분하는 것이고, 공유지분의 처분은 말 그 로 지

분을 처분하는 겁니다. 공유물의 처분에는 만장일치가 필요하지만, 공유지분의 처

분은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1. 김용완 씨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김용완 씨가 자기 지분 40% 모두를 양도하면, 이제 권보완 씨가 공유물의 

40% 지분권자가 됩니다. 김용완 씨는 더 이상 공유자가 아닙니다.

3. 김용완 씨는 지분 40% 모두를 양도하지 않고, 가령 지분 30%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보완 씨는 공유물의 30% 지분권자가 되고, 김용완 

씨는 10% 지분권자입니다. 즉, 물건의 공유자는 권보완 씨(30%), 김용완 씨

(10%), 이용제 씨(30%), 이주주 씨(20%), 이아연 씨(10%)로 총 5명이 됩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전원합의체 판결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생략>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

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

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

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생략>를 청구할 수 있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

고 <생략>

김용완 권보완

양도

지분

김용완
40%

권보완

이아연
10%

이주주
20%

이용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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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사용·수익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use)·수익(profit)할 수 있습니다.

1.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용완 씨는 CD 중 40

장만 듣고 나머지는 들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순서에 따라 모두가 

CD 100장 모두를 들을 수 있습니다.

2. 전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분 비율로' 챙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물

을 적법하게 임 해서, 임 수익이 10만 원 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김용

완 씨 4만 원, 이용제 씨 3만 원, 이주주 씨 2만 원, 이아연 씨 1만 원씩 그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공유물의 분할

공유관계를 끝내는 것을 공유물 분할(partition)이라 합니다. 공유자는 원하면 언

제라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즉, 다른 공유자의 승낙이 없어도 

분할청구가 가능하죠.

분할한다고 해서 물건이 쪼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리적으로 물

건은 그 로 있습니다. 단지, 관념적으로 물건의 소유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1. 현물분할이란, 쉽게 말해 나누어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 4명이 공유하던 CD 

100장 전집을, 서로 합의해서 김용완 씨는 그 중 하이든 CD 40장, 이용제 

씨는 모차르트 CD 30장, 이주주 씨는 베토벤 CD 20장, 이아연 씨는 브람스 

CD 10장을 갖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 CD를 단독으로 소유하

게 되며, 더 이상 공유관계는 없습니다.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생략> 공유물 전부를 지분

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공 유

자 들

각자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

100장
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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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분할이란, 쉽게 말해 팔아서 돈을 나눠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 4명이 

공유하던 CD 100장 전집을, 서로 합의해서 50만 원에 권보완 씨에게 팔고, 

각각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5만 원씩 나눠갖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공

유관계는 없습니다.

3. 가격배상이란, 쉽게 말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전부를 갖기로 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돈으로 보상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4명이 공유하던 CD 

100장 전집을, 서로 합의해서 이용제 씨가 갖기로 하고, 신 이용제 씨가 김

용완 씨에게 20만 원, 이주주 씨에게 10만 원, 이아연 씨에게 5만 원을 보상

해 주는 방법입니다. 역시 더 이상 공유관계는 없습니다.

4. 분할 방법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협의 로 분할하면 됩니다.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게 분할해 달라고 소제기를 하면 됩니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A & B A B

분할

A & B A

가격
배상

\
A B

A & B K

대금
분할

\

\

K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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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을 법적으로 분석하자면, 현물분할은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거나 매도

해서, 공유물을 단독소유물로 바꾸는 겁니다.

합유

개념

합유(partnership-ownership)란, 여러 사람이 조합체(partnership)로서 물건

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즉,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합유라 합니다.

조합의 개념은 민사법 입문 제2강: 계약법의 기초개념 중 "계약의 사례"를 참고

하세요.

사례

김용완 씨는 동료 이성준 씨, 후배 인정연 씨와 함께 음식점을 경영하기로 하고 각

자의 지분을 각 1/3 씩으로 하는 동업계약(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출자를 했

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가 필요해서 최명군 씨로부터 3

억 원에 부동산을 매수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공유물분할의 소는 <생략>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

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

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

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B로부터 O를 양수
B에게 X를 양도

A로부터 X를 양수
A에게 O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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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물의 처분

조합의 업무집행으로 합유물을 처분하게 됩니다. 이 처분은 조합의 통상사무일 수

도 있고,  특별사무일 수도 있습니다.

1. 만약 통상사무라면, 합유자 1명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고 소고기국밥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건네는 것, 

즉 음식의 처분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특별사무라면, 합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처분합니다. 주의하세요. 지분

의 과반수가 아니라, 사람 수(number of persons)로 따져 과반수입니다. 예

를 들어, 주방에 있는 낡은 국수기계를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은 과반

수로 해야겠죠.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

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

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동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

도 있을 수 있다.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된다(이

는 민법 제187조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따

라서 조합체가 부동산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물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

한다.).]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② 조합의 업무집행[특별사무]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

한다. <생략>

③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이] <생략> 전행할 수 있다. <생략>

합 유

자 들
처분

국밥 손님

단독으로

합 유

자 들
처분

국수
기계 손님

과반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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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법 제272조는 합유물을 처분할 때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논의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민법 제272조 본문의 

존재를 무시하세요.

합유물의 보존

1. 합유물의 보존은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합유자 각자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합유지분의 처분

합유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지분처분의 자유가 없습니다. 합

유지분을 처분하려고 해도 반드시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공유와 다

릅니다.

역시 "합유물의" 처분과 "합유지분의" 처분은 다릅니다. 합유물의 처분은 단독(통

상사무) 또는 과반수(특별사무)로 가능하지만, 합유지분의 처분은 전원동의가 있

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조합재산의 처분·변경도 조합의 업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업

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

한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조합재산의 처분·변

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

라고 보아야 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

의가 있어야 한다. <생략>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생략>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

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 유

자 들

단독으로
반환청구

도둑

합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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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여기서 합유지분의 처분이란, 전체 조합재산에 한 합유지분을 처분하

는 걸 말합니다. 즉, 조합원 지위를 아예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전원 동의로 아예 

나 신 다른 사람이 조합원으로 되는 겁니다. 개별 물건에 한 합유지분 처분은 

불가능하죠. 만약 각각의 개별 물건에 한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

면, 조합원 아닌 사람과의 합유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합유의 종료

1. 조합체가 해산하면 모든 조합재산에 한 합유관계가 종료합니다.

2. 합유물을 처분해도 그 물건에 한 합유관계는 종료합니다.

합유물의 분할

1. 합유자는 조합체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조합재산인데 합유관계가 아니라면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합유자는 지분처분의 자

유도 없고, 분할의 자유도 없습니다. 이 점에서 공유와 다릅니다.

2. 그러나 조합체가 해산하면, 합유물도 분할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는 공유

물 분할처럼 보면 됩니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

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② 전항의 경우[합유의 종료]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

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김용완
40%

권보완

모든 조합재산에 관하여
전원동의 필요이아연

10%

이주주
20%

이용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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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

사단과 법인의 개념

민사법 입문 제12강: 사람과 법인 중 "법인" 부분에서 배우겠지만, 몇 가지만 미

리 봅시다.

1. 사단(association)이란,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모인 겁니다. OO교회, XX김씨##파 종중, 동아리, 삼선전

자 주식회사, 엘치전자 주식회사 모두 사단입니다. 곧, 사단은 '단체'입니다.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 합니다.

2. 법인(corporation)이란, 사람이 아닌데도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존재

를 말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법인격(legal personality)

이라 부릅니다.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등기는 법인이 

설립됐다는 것을 공시하는 거죠.

사단의 종류

1. 사단(단체) 중에서 법인격을 갖는 사단(단체)을 사단법인(incorporated as-

sociation)이라 합니다. 사단법인이란, 사람의 집합체인 단체인데, 그 중에서

도 법인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법인등기

는 필수입니다.

회사도 사단법인입니다. 가령 삼선전자 주식회사 자체가 어떤 사람에 해 채

권 또는 채무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엘치전자 주식회사에게 채권, 채무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채권
채무
관계

채권 채무 관계

채권
채무
관계

김용완

삼선전자
주식회사

엘치전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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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아닌 사단(unincorporated association)이란, 말 그 로 사단 중에서 

법인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인 같은데, 형식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존재입니다. 즉, 법인등기가 안 되어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없죠. 그 결과 

사단 자체가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교회, 종중, 동아리 등이 표적입니다.

총유의 개념

총유(collective ownership)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를 말합니다.

1. 원래 개인 재산이 아니라 단체 재산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법인 아닌 

사단 자체가 권리를 가질 수는 없으므로, 단체의 재산을 형식적으로나마 사

원 전체의 공동소유로 두는 겁니다.

이에 비해 사단법인은 사단법인 자체가 권리를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

는 총유 개념이 없는 겁니다.

2. 이처럼 법인 아닌 사단에서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총유

라 부르는 겁니다. 단체성 때문에, 총유는 공유나 합유와는 다릅니다.

3. 총유에는 지분 개념이 없습니다.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

는 총유로 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는]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

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인O
권리O

ex. ##주식회사

법인X
권리X

ex. @@교회

O X
사단

사단법인 법인아닌
사단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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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용완 씨는 인생에 해 고민을 하다 작년에 깨달음을 얻고 개신교 신도가 됐습

니다. 그리고는 동네에 있는 '야소천당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매주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꾸준히 냈습니다. 며칠 전 교회에서는 그동안 모은 헌금 일부로 교

회 1층에 최신형 텔레비전 1 를 사서 걸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교회의 신도는 김

용완 씨를 포함해 100명이라고 합니다.

1. 신도 100명은 위 텔레비젼 1 를 총유로 공동소유합니다.

2.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김용완 씨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또는 조금 냈

는지 상관 없습니다. 위 교회의 신도인 이상, 그 자체로 다른 신도들과 평등하

게 총유를 하는 것입니다.

3. 현재 신도이면 현재 총유를 하고, 현재 신도가 아니라면 현재 총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도 P가 교인들과 싸우고 교회를 떠나면, 아무리 헌금을 그동안 많

이 냈더라도, 더 이상 P는 위 텔레비전에 권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텔레비

전 구매일 이후에 Q가 새신도로 들어와도, Q는 텔레비전을 총유하게 됩니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 판결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다.]

신 도 들

신

신

도

도

들

들

지분개념X

총유

야소천당
교회

텔레비전

총유

탈퇴

가입

야소천당
교회

텔레비전

Q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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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총유물의 처분

총유물을 처분하려면,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1. 사원총회란, 사원(구성원) 전체로 구성되는 총회입니다. 교회는 교인총회, 종

중은 종중총회 같은 걸 말하죠. 쉽게 말해 총유물 처분은 다수결로 결정하

라는 겁니다.

2. 예를 들어, 위 텔레비전 1 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3. 만약 총회 결의 없이 처분했다면, 설령 목사가 처분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

입니다.

총유물의 관리

총유물의 관리도 마찬가지로 사원총회 결의에 의합니다.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

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사단법인의]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적용

될 수 있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

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

면 종중총회[종중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

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총 유

자 들

총회결의

양도

텔레비전 이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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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령 총유물을 타인에게 임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총회결의가 필요하다

는 거죠.

2. 설령, 교회 담임목사라도 독자적으로 총유물을 타인에게 임 할 수 없습니다.

총유물의 보존

주의하세요. 총유물은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보존행위라도 역시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1. 총유에는 지분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유와 합유에서 단독으로 보존행

위가 가능했던 건 공유자와 합유자는 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설령, 교회 담임목사라도 독자적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총유물의 사용·수익

사원은 누구나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

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

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

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총 유

자 들

총회결의

임대

텔레비전 이응효

총 유

자 들

총회결의
반환청구
(소송)

텔레비전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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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물의 분할?

총유에는 지분 개념이 없으므로, 분할도 없습니다. 원래 공유물의 분할이란, 본질이 지분

의 교환 또는 매매이기 때문입니다.

정리

따로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따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법인 아닌 사단의 규약(정관)에 따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따로 정한 내용이 우선합니다.

즉,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전체적으로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란, 법률

규정이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따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하는 규정을 말합

니다. 자세히는 민사법 입문 제11강: 흠 있는 계약 중 "법령을 위반한 법률행위" 부

분을 참조하세요.

따로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

만약 그렇게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런 표를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 합

유의 종료]에 의한다.

제275조(물건의 총유)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

의 규정[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에 의한다.

공유 합유 총유

지분 O O X

지분의 처분 각자 전원 동의 (지분 개념 없음)

물건의 처분 전원 동의
통상: 각자

특별: 조합원의 과반수
총회 결의

물건의 보존 각자 각자 총회 결의

물건의 사용
각자

(전부를 지분 비율로)

각자

(합유물 전부에 미침)
규약에 따라

분할청구 자유 불가능 (지분 개념 없음)

종료 사유
공유물 양도

또는 분할

합유물 양도

또는 조합 해산

총유물 양도

또는 사원 지위 상실

본질
소유권의 분량적 분

할 소유
조합재산의 소유

법인 아닌 사단의 사

원 집합체로서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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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변동하는 것처럼, 채권 역시 생겼다가 변했다가 사라집니다. 계약이 성립

하면 채권관계가 발생한다는 건 이미 배웠습니다. 어쨌든 일단 발생한 채권관계

는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시시각각 변합니다. 먼저, 채권자

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것인데, 이것을 채권의 이전이라 합

니다. 다음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사유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

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며, 그리고 사례에 나오는 사람들에 감정이입을 하며 차

분히 생각하면, 곧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채권이 이동하고 사라지는지에 관하여

채권의 이전과 소멸

Transfer and Extinction of Obligation

제6강

Johannes Vermeer

Mistress and Maid, c. 1666-1667

Oil on canvas, 90.2 × 78.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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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Introduction

움직여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잠시도 변천하지 않는 것은 없다. - 장자

 

채권의 변동

물권이 변동하는 것처럼, 채권도 변동합니다. 채권의 변동(alteration of claim)이

란, 말 그 로 채권이 변화하는 겁니다.

1. 채권은 발생(creation)합니다. 표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면 채권이 발생합니다.

2. 채권은 이전(transfer)합니다. 채권 내용은 그 로인데, 채권자나 채무자가 다

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3. 채권은 소멸(extinction)합니다. 가령,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면, 채권은 소멸

합니다.

채권의 발생

개념

채권의 발생이란, 없던 채권이 생기는 겁니다. 즉, 채권채무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약(contract)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약정채권

계약이 성립하면, 당사자 사이에 채권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약정(약속)에 따라 만

들어지는 채권관계이므로, 약정채권(claim by contract, claim by agreement)

이라 합니다.

법정채권

계약(법률행위)이 없더라도, 법이 채권관계가 발생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

떤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채권관계가 만들어진다고 법이 정해 둔 겁니다. 그래서 

법정채권(claim by statute)이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1. 불법행위(tort): 예를 들어, 폭행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합니다.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을 하는 법률관계를 만들려고 의도

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

상 채권자가 되고, 가해자는 손해배상 채무자가 됩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 두

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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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만큼 남에

게 손해를 입히면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역시 당사자 의도와는 무관합

니다. 손실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자가 되고, 이득자는 부당이득반환 채무자

가 됩니다. 역시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3. 재산분할(division of property): 이혼하는 부부 중 한 쪽이 상 방에 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 일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 의도

와는 무관하게, 청산 및 부양을 받을 쪽은 채권자가 되고, 청산 및 부양을 할 

쪽은 채무자가 됩니다. 법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민법 규정

1. 약정채권: 민법은 제3편 채권 편에서,'계약'장을 두고 있습니다.

2. 법정채권: 그에 이어 '사무관리'장, '부당이득'장, '불법행위'장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법정채권에 관한 규정들은 군데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밖에도 민법, 민법 이외의 각종 법률규정에서 각종 법정채권을 정해 놓았습니다.

채권의 이전

개념

채권의 이전이란, 채권 내용 자체는 그 로이고 단지 채권자나 채무자만 바뀌는 

겁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3편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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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양도(transfer of claim): 채권자가 채권을 넘겨서 채권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2. 채무인수(takeover of obligation): 채무자가 채무를 넘겨서 채무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민법 규정

채권의 소멸

개념

채권의 소멸(extinction of claim)이란, 말 그 로 채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

떤 원인(사유)이 있으면, 채권이 법적으로 당연히 소멸합니다. 하나의 채권이 채

권자에게는 채권이고, 채무자에게는 채무일 뿐이죠. 곧 채권 소멸은 곧 채무 소멸

(extinction of obligation)이기도 합니다.

1. 채권 목적을 이루어(achievement)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

을 갚으면 채권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므로 채권은 소멸합니다.

2. 반 로, 채권 목적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해져서(impossibility) 소멸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인도하

기 전에 천재지변으로 그림이 소실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이러면 목적물인도채무는 소멸합니다.

3. 한 쪽이 일방적으로 무효로 만들어서(retroactive invalidity), 채권관계도 

따라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소나 해제로 법률관계가 소급

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입니다.

4. 그 밖에도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멸시효 등이 있겠죠.

민법 규정

6가지 소멸사유: 민법은 '채권의 소멸'이라는 제목의 절에서 변제, 공탁, 상계, 경

개, 면제, 혼동이라는 6가지 채권의 소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 공탁, 

상계는 채권의 목적 달성으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경개, 면제, 혼동은 기타 소멸

사유입니다.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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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멸시효: 민법은 제1편에서 소멸시효를 규정합니다. 소멸시효는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모두에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제1편에 있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기타 소멸사유입니다.

3. 그 밖에도 예를 들면 법률행위의 취소, 계약의 해제, 해지 등등 채권의 소멸

사유는 많습니다. 후발적 무효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6절 채권의 소멸

   제1관 변제(제460조부터 제486조까지)

   제2관 공탁(제487조부터 제491조까지)

   제3관 상계(제492조부터 제499조까지)

   제4관 경개(제500조부터 제505조까지)

   제5관 면제(제506조)

   제6관 혼동(제507조)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취소 규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5장 법률행위

  제2절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제543조부터 제553조까지)

제1편 총칙

 제7장 소멸시효(제162조부터 제18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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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채권의 발생

1. 약정채권 발생은 이미 배웠습니다. 민사법 입문 제2강: 계약법의 기초개념을 

참조하세요.

2. 법정채권 발생은 나중에 배웁니다.

채권의 이전

1. 채권양도는 오늘 배웁니다.

2. 채무인수도 오늘 배웁니다.

채권의 소멸

1. 채권총칙에 있는 6가지 소멸사유는 오늘 배웁니다.

2. 소멸시효는 오늘 배웁니다. 참고로, 물권의 소멸시효는 민사법 입문 제4강: 물

권의 취득과 소멸에서 보았고, 오늘 볼 것은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3. 계약의 취소, 해제는 민사법 입문 제2강: 계약법의 기초개념에서 이미 잠깐 보

았습니다. 오늘은 또 보지 않지만, 나중에 더 자세히 배웁니다.

  

 

    

결론  

결국, 오늘 공부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양도

2. 채무인수

3. 6가지 소멸사유

4. 소멸시효

이들은 채권이 이전하거나 소멸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이 변동하는 원인과 그 모습

을 배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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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The Transfer of Claim

채권이 존속하기 위해 최초의 계약 당사자가 그 로 꼭 유지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 Alois von Brinz

개념

채권 양도

1. 채권양도(transfer of claim)란, 쉽게 말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겁

니다.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양수가 되겠죠. 즉, 채권양도나 채권양

수나 누구 입장에서 부르는지 차이가 있을 뿐, 결국 같은 겁니다.

2. 기존 채권자로서 채권을 양도한 사람을 (채권)양도인, 채권을 양수하여 새롭게 

채권자가 된 사람을 (채권)양수인이라 합니다.

채권양도계약

채권양도(채권양수)계약이란,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

인 사이에 채권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con-

tract)입니다.

1. 계약당사자가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어떤 가가 있어서 양도계약을 하기도 하고(유

상 채권양도), 가 없이 하기도 합니다(무상 채

권양도).

채권양도와 채권양도계약의 관계

그런데 물권법에서, 아무리 당사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아직은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즉, 동산은 인도, 부동

양도인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채권양도 채권

채권

양수인

양도인

채권양도

채권양도
계약

양수인

채권자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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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등기가 있어야만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 전에는 여전히 양도인

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했죠.

2. 하지만 물건의 양도가 아니라 채권의 양도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채권을 양도하

기로 하는 합의만으로도 채권이 넘어갑니다. 공시방법을 따로 갖추지 못해도, 채

권양도는 유효합니다. 계약성립 즉시 채권의 주인(소유자)은 채권양수인입니다.

3. 결국, 채권양도계약(contract of transfer)을 그냥 채권양도(transfer)라 보

아도 무방합니다.

사례

1. 김용완 씨는 작년에 차상원 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줘서 이제 받을 때가 되

었습니다. 그런데 차상원 씨가 실제 돈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다 해도 쉽게 

갚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이 때 장보예 씨가 김용완 씨에게 나타나 제안을 합니다. 70만 원을 현금으로 

줄테니, 차상원 씨로부터 100만 원 받을 권리를 자기에게 넘기라는 겁니다. 

김용완 씨는 1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라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차상원 씨

에게 100만 원을 받으려면 번거롭고 골치도 아프고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3. 위 합의가 바로 채권양도계약입니다. 이로써 채권양도인 김용완 씨는 더 이상 

차상원 씨에 한 채권자가 아닙니다. 채권양수인인 장보예 씨가 차상원 씨에 

한 새 채권자로 됩니다.

결국 100만 원짜리 채권을 70만 원에 파는 셈인데, 이처럼 채권액보다 낮은 가격에 

채권이 이전하는 것을 할인(discount)이라 합니다. 

채권의 양도성

양도자유의 원칙

1. 채권 자체도 엄연한 재산권입니다. 예를 들어, 동산, 부동산이 전혀 없는 사

람이라도, 가령 신안은행에 100억 원의 예금채권이 있다면, 상당한 재력가

라고 할 수 있죠.

2. 원칙적으로 채권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외: 성질상 양도 제한

예외가 있습니다.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금지(transfer prohibition by nature)

되기도 합니다.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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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A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등기를 경료받기 전에는 아직 A부동

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매도인에 하여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는 채

권자일 뿐입니다.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라는 등기를 경료해야 하는데, 이

를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을 해야 합

니다. 이렇게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채무자(매도인)의 협력이 필

요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매수인)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권(등기청구

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는 원칙을 "공동신청주의"라고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에 있습니다.

2. 물권적 전세에서, 전세기간 중 전세권자 A가 전세권은 그 로 보유한 채, 전

세금반환청구권(채권)만 B에게 넘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

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

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

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

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

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

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양도인

양수인

채권양도

공동신청

이전등기
채권

등기소

매도인매수인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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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래 전세권(물권적 전세) 자체는 물권이며, 양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기

는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므로, 전세권을 이전한다는 등기는 필요하죠. A가 B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고 전세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면, 이제 B가 새로운 전세권자가 됩

니다.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B에게 있고, 전세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전세권설정

자)은 B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예외: 의사표시에 의한 양도 제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애당초 채권양도는 금지된다고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transfer 

prohibition by agreement). 이를 양도금지 특약이라고 합니다. 양도금지특약이 

있으면, 채권양도는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

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

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전세권
양도

전세금
반환관계

새로운
전세권자

증권
전세권자

A
전세권
설정자

B

전세금
반환채권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

채권양도인

채권양수인

A
전세권
설정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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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양도는 무효입니다. 이것 역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2. 그런데 원래 채권양도는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양도금지특약이 있었

더라도, 채권양수인으로서는 그러한 특약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에는 민법은 채권양수인을 보호합니다. 즉, 기존 채권자(채권양도인)와 채무

자가 특약을 했더라도, 그들은 특약 사실을 몰랐던 채권양수인에게는 그 특

약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양수인 입장에서 채권양도는 유효로 처리되

고,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을 몰랐다고 변명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몰랐던 

데에 채권양수인에게 중 한 과실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예를 들어, 기

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서에 뻔히 "이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라고 써 있

고, 채권양수인도 그 계약서를 분명히 봤다고 합시다. 이처럼 채권양수인에게 특

약을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다면, 마치 그가 특약의 존재를 알았던 것과 마찬

가지로 처리합니다.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

한다. <생략>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

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

선
 의

양수인

양도인

채무자채권자

제3자

채권

채권양도

양수인

양도인

채무자채권자

제3자

양도금지특약

채권양도

양도금지특약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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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증서

개념

채권증서(document evidencing the claim)란, 채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1. 예를 들어, 금전 여로 인한 채권은 소비 차 계약서가 채권증서입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834 판결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 금지는 제3자가 악의의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

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양수인

양도인

채무자채권자

제3자

채권양도

채권

중과실

양도금지특약



77제6강  채권의 이전과 소멸

2. 또한, 어음상 권리(채권)는 그 어음이 바로 채권증서입니다.

지명채권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지명채권(nominative claim)이라 합니다. 지명채

권을 양도할 때 반드시 채권증서까지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채권

양도 합의(계약)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1. 예를 들어, 금전소비 차로 인한 채권은 지명채권입니다. 처음에 채권자는 돈

을 빌려준 사람( 주)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2. 주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채권양도인)와 

제3자(채권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 합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소비 차 계

약서까지 넘길 필요는 없다는 거죠.

3. 채권증서는 그저 증거(evidence)일 뿐입니다. 자기가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

장하는데, 채권증서까지 들고 나온다면, 그 사람 주장이 진실하다고 볼 가능

성이 높아지죠.

흔히 '채권'이라 하면 지명채권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채권은 처음에 채권자가 특

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즉, 지금까지 본 채권양도 이론들은 지명채권에 그대로 적

용하면 됩니다.

증권적 채권

채권자가 어떤 사람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채권자인 채권을 증권적 채권(securitized claim)이라 합니다. 증권적 채권의 경

우, 채권양도를 하려면 채권증서를 넘겨야만 합니다.

1. 예를 들어, 어음상 권리(채권)는 증권적 채권입니다. 어음을 가진 사람을 어

음소지인(holder)이라 하는데, 어음소지인이 곧 채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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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음소지인이 제3자에게 그 채권을 양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음소지인(채권

양도인)이 제3자(채권양수인)에게 어음

을 넘겨야 합니다. 이것을 교부(delivery)

라 합니다. 어음의 경우 뒷면(옆의 그림 

참조)에 서명까지 해야 하는데 이건 배서

(endorsement)라고 합니다. 배서를 보면 

양도한 내력을 알 수 있습니다.

3. 채권이란 건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러한 채권을 채권증서를 통해 눈에 보이

게 만든 셈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

하면 '권리가 채권증서에  화체되었다'고 

합니다. 채권증서를 교부하는 것 자체가 

채권양도입니다. 단순한 증거 이상의 의미

입니다.

증권적 채권에는 지시채권(orderable claim)과 

무기명채권(bearer claim)이 있습니다. 자세히

는 어음법, 수표법 등에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기억하죠.

소결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다음처럼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1.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같은 증권적 채권이 있다.

2. 지명채권과 증권적 채권은 특히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서로 다르다. 가령, 채

권증서 교부는 지명채권의 양도에서는 증거에 불과하지만, 증권적채권의 양도

에서는 채권양도 그 자체다.

3. 그런데, 흔히 '채권'이라 하면 지명채권을 이야기한다. 이 장에서는 지명채권

의 양도를 배운다.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문제점

김용완 씨는 차상원 씨에 한 100만 원 채권을 장보예 씨에게 양도했습니다. 

1.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채무자(차상원 씨)

가 모르는 사이에 채권이 양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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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느 날 차상원 씨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장보예 

씨가 자기가 채권자라면서 자기에게 1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3. 순간 채무자(차상원 씨)는 고민에 

빠집니다. 김용완 씨에게 갚아야 

할지, 장보예 씨에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불안합니다.

4. 채무자(차상원 씨)는 채권양수인(

장보예 씨)의 청구에 응해야 할까

요? 과연 어떤 경우에 채권양수인(

장보예 씨)이 채무자(차상원 씨)에

게 채권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있

을까요?

대항요건으로서의 통지·승낙

1.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주장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있어

야 합니다.

2. 항요건(requisites for counteraction)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권리관계

를 타인에 하여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합니다. 즉, 통지나 승낙은 채무

자에 한 항요건입니다.

통지의 개념

채무자에게 통지(notice to debtor)란 다음 의미입니다.

1. 채무자(차상원 씨)에게 채권양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2.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구조

입니다. 양수인이 통지하는 것이 아닙

니다. 왜냐하면 양수인의 통지만 있

는 상황에서는, 채무자로서는 실제

로 채권양도가 됐는지를 믿을 수 없

기 때문입니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

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양도인

양수인

장보예

김용완 차상원

채권양도 100만 원
채권

100만 원
채권

모름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

김용완 통지 차상원

장보예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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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 개념

채무자의 승낙(acknowledgment by debtor)이란 다음 의미입니다.

1. 채무자(차상원 씨)가 채권양도가 있

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

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승낙'은, 법적

으로는 엄 히 말해 '동의'라기보다는 

'시인'에 가깝습니다.

2. 채무자가 양도인, 양수인 어느 쪽에 

알리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소결

1.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면, 채권양수인(장보예 씨)이 이깁니다. 즉, 장보예 씨는 

차상원 씨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반 로 통지나 승낙이 없었다면, 채무자(차상원 씨)가 이깁니다. 즉, 장보예 

씨는 차상원 씨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장보예 씨가 차상

원 씨 상 로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해도, 장보예 씨는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증명책임

1. 따라서 양수인(장보예 씨)이 채무자(차상원 씨) 상 로 돈을 달라는 소를 제

기해서 승소하려면, 다음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2. 양도 상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3. 채권양도 사실

4. 통지 또는 승낙 사실

대법원 1968. 3. 26. 선고 68다164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양도인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채무자

채권양도 청구

양도인

양수인

100만 원
채권

김용완 차상원
통지

장보예

1. 채권의 존재 사실
2. 채권양도 사실
3. 통지/승낙 사실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

김용완 승낙

거절

차상원

장보예

OR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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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통지의 효과

문제점

김용완 씨가 차상원 씨에 한 100만 원 채권을 장보예 씨에게 양도한 사안을 다시 

봅시다. 채무자에 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도 있다고 합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차상원 씨)는 장보예 씨의 100만 원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기는 메모해 둔 김용완 씨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시켜서 이미 갚았기 때문에, 또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 법을 잘 아는 장보예 씨는 채권양도는 합의만으로 그 순간 채권이 이전하는 효

력이 있다면서, '그 문제는 알아서 김용완 씨랑 정리하고, 어쨌든 나한테 100

만 원을 갚아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채무자(차상원 씨)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채무자(차상원 씨)와 채권

양수인(장보예 씨) 중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통지의 경우

두 경우로 나눠 봐야 합니다.

1. 채무자는 통지를 받기 전에 양도인과 사이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통지를 받기 전에 이미 양도인(김용완 씨)에게 100만 원을 갚았다면, 채무자

(차상원 씨)는 그걸로 끝입니다. 양수인(장보예 씨)의 청구를 거절해도 됩니다.

양도인 채무자

100만 원
청구

양수인

김용완 차상원통지

100만 원 입금

장보예

김용완 차상원

장보예

100만 원 입금

양도인

후

선

10만 원
청구

채무자

양수인

채무자는
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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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로,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후에 양도인과 사이에 발생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통지를 받은 후에 비로소 양도인(김용완 씨)에게 100만 원을 송금

하더라도, 양수인(장보예 씨)에게는 채무를 이미 갚았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장보예 씨)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채권자(김용완 씨)에게 갚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반대로 통지를 받은 후

에는 채무자는 양수인의 존재를 알 수 있으므로, 양수인을 무시하고 기존 채권자에게 

갚은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를 보류한 승낙 경우

말이 좀 복잡합니다. 이의를 보류한 승낙이란, 쉽게 말해, 일단 승낙하긴 하는데, 

나중에 이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채무자가 양도인에 한 항변사유를 

그 로 간직한 채 하는 승낙입니다. 통지의 경우와 효과가 같습니다.

1. 채무자는 승낙을 하기 전에 양도인과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항

할 수 있습니다. 즉, 승낙 전에 양도인에게 갚았다면, 양수인의 청구를 거절

해도 됩니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김용완 차상원

장보예

100만 원 입금

양도인

후

선

10만 원
청구

채무자

양수인

채무자는
끝!

승낙

김용완 차상원

장보예

100만 원 입금

양도인

선

후

100만 원
청구

채무자

양수인

통지

채무자는
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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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 로, 채무자는 승낙을 한 후에 양도인과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는 양수인에게 

항할 수 없습니다. 즉, 승낙 후에 양도인에게 갚았다면, 양수인의 청구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민법을 개정해서 쉬운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지만, 마땅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는군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과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는 양수인에게 항할 수 없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승낙 전인지 후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양수인

에게 항할 수 없습니다. 통지의 경우와 다르죠.

1. 가령, 채무자(차상원 씨)가 승낙을 하기 전에 이미 양도인(김용완 씨)에게 100

만 원을 갚았더라도, 양수인(장보예 씨)의 100만 원 청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

니다. 채권양도를 승낙할 때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2. 채무자(차상원 씨)가 승낙을 한 후에 양도인(김용완 씨)에게 100만 원을 갚은 

경우에도, 당연히 양수인(장보예 씨)의 100만 원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

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생략>

김용완 차상원

장보예

100만 원 입금

양도인

선

후

100만 원
청구

채무자

양수인

승낙

채무자는
끝이 아님!

김용완 차상원

장보예

100만 원 입금

양도인

100만 원
청구

채무자

양수인

승낙

채무자는
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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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제1양수인

제2양수인

채무자

100만 원
채권?

100만 원
채권?

채권
김용완 차상원

류민지

장보예

채권양도

채권양도

그러면 채무자는 2중으로 변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채무자(차상원 씨)

는 양도인(김용완 씨)에게 잘못 낸 1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

면 당연히 그게 맞겠죠.

소결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문제점

지금까지는 채권양도인, 채권양수인, 채무자 

이렇게 3명만 등장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복

잡한 경우를 생각해 보죠.

1. 김용완 씨는 차상원 씨에 한 100만 

원 채권을 장보예 씨에게 양도했습니다.

2. 그런데 김용완 씨는 같은 채권을 류만지 

씨에게도 양도합니다.

3. 이렇게 채권의 2중 양도가 있을 때, 제

1양수인(장보예 씨), 제2양수인(류만지 

씨) 중 누가 우선할까요?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하여 항변사유를 제한한 취지

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

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

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생략> 같은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

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

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

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

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통지 이의 보류 승낙 이의 보류 없는 승낙

통지/승낙 전 사유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 가능 (통지/승

낙 전에 이미 양도인에게 갚았다면, 양수

인에게 갚지 않아도 됨)

채무자는 양수인에

게 대항 불가능 (양도

인에게 갚았더라도, 

양수인에게 또 갚아

야 함)
통지/승낙 후 사유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 불가능 (통지/

승낙 후에 비로소 양도인에게 갚았다면, 

양수인에게 또 갚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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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으로서의 통지·승낙

1. 기본적으로 제1양수인이든, 제2양수인이든 간에, 자기가 채권을 양수했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채무자에 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2. 그런데 이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fixed date) 있는 증서에 의해야만 합니다.

3. 채무자에 한 항요건은 단순한 통지나 승낙입니다. 그러나 양수인의 다른 

양수인에 한 항요건은 확정일자부 통지나 승낙(notice/acknowledgment 

with fixed date)입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개념

1. 채권의 2중, 3중 양도가 있을 때, 여러 양수인들 사이에 누가 더 먼저 양수했

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통지나 승낙에 

날짜가 찍힌 증서를 요구합니다.

2. 특히, 날짜를 나중에 바꿀 수 없도

록 해야 합니다. 바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입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쉽게 말해 원래 개인 사이의 문서에

다, 공공기관에서 날짜를 찍고 공적

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3.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는 표적으로 내용증명이란 것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

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칙 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

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④ 공정증서[쉽게 말해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

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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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서류는 추후 분쟁시 소송에서 확실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서 실제로 여러 목적에서 내용증명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수인들 사이의 관계

아까 사례에서, 양도인(김용완 씨)이 제1양수인(장보예 씨), 제2양수인(류만지 씨) 

모두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었다면, 양수인들 중 누가 채권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양수인들 중 1명만 확정일자 있는 증서 요건을 갖춘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

를 갖춘 양수인이 무조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제1양도에 관한 통지는 단순 

통지(SMS 문자메시지, 말, 일반 서류 등)에 의했고, 제2양도에 관한 통지는 확

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했다면, 무조건 제2양수인이 우선합니다.

시간적인 선후는 상관 없습니다. 제1양도가 더 먼저라도, 제1양도가 우선하는 게 

아닙니다. 확정일자가 있냐 없냐만이 관건입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

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등기취급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

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

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용완

류민지

화정일자부
통지

단순
통지

차상원

장보예

제2양수인

제1양수인

양도인

채권양도

채권양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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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인들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 요건을 갖춘 경우: 항요건(통지나 승낙)

을 먼저 갖춘 양수인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제1양도에 관한 통지는 채무자

(차상원 씨)가 2013. 8. 1.에 받았고, 제2양도에 관한 통지는 채무자(차상원 

씨)가 2013. 8. 2.에 받았다면, 제1양수인이 우선합니다.

확정일자 자체의 선후는 상관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제1양도 통지 증서는 2013. 

7. 31.자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고, 제2양도 통지 증서는 2013. 7. 30.자 확정일자

를 받은 것이라도, 결과는 여전히 제1양수인이 우선합니다. 확정일자는 있냐 없냐

가 중요할뿐, 확정일자가 며칠 자인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3. 양수인들 중 확정일자 있는 증서 요건을 아무도 갖추지 못한 경우: 역시 항

요건(통지나 승낙)을 먼저 갖춘 양수인이 우선합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

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

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2. 12. 28. 선고 71다2048 판결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제3자

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일

단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고 그 양수인에게 변제할 것을 승낙하였다면 그 후에 채권이 이

중양도되어 채무자가 다시 위 채권의 양도통지(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를 받

고 그 이중양수인에게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1차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

할 의무가 있[다.]

김용완

류민지

화정일자부
통지

단순
통지

차상원

장보예

제2양수인

제1양수인

양도인

채권양도

2013. 8. 2.

2013. 8. 1.

채권양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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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제1양도통지와 제2양도통지가 채무자(차상원 씨)에게 완전히 동시에 도달했다면 어

떨까요? 둘 중 하나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였다면, 해당 양수인이 이길 

겁니다. 그러나 둘 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였다면, 또는 둘 다 단순 통지

였다면 우열을 가릴 수가 없겠죠. 

1. 이럴 때에는 채무자(차상원 씨)로서는 양수인들 중 어느 누구에게든 1명에게

만 갚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차상원 씨)는 제1양수인(장보예 씨), 제2

양수인(류만지 씨) 중 누구에게 100만 원을 갚을 것인지 자유입니다.

2. 채무자(차상원 씨)는 그걸로 끝이고,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제2양수인(류만

지 씨)을 선택해 100만 원을 갚았다면, 제1양수인(장보예 씨)은 더이상 채무자

(차상원 씨)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물론, 양수인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필요는 있겠죠. 위 사례에서, 

양수인들은 각각 50만 원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즉, 장보예 씨가 류만지 씨에

게 50만 원을 달라고 하면, 류만지 씨는 응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도 통지<생략>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

우에도 그 채권양수인<생략>[은]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생략>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

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생략>의 합계액

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

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채권양도 통지[가]<생략>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

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김용완

류민지

차상원

장보예

제2양수인

제1양수인

양도인

채권양도

채권양도

채무자

100만 원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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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장래 채권의 양도

문제점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고는 싶은데, 사실 그 채권이 지금 가진 채권이 아니라 합

시다. 즉, 앞으로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고 싶습니다. 장래 채권의 양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허용될까요?

허용 여부

사례

1. 김용완 씨가 박언비 씨에게 앞으로 받을 급료가 있다고 합시다. 김용완 씨는 

장래 받을 급료채권을 장보예 씨에게 지금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김용완 씨는 서요리 씨의 집을 수리해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도, 김용완 씨는 향후 공사 끝나면 받을 공사 금채권을 장보

예 씨에게 지금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임 차기간 종료 후에 발생할 임 차보증금반환채권 역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물권적 전세와는 다르므로, 구별하세요.

확정일자부 vs 

   확정일자부
단순 vs 단순 확정일자부 vs 단순

대항요건 구비 선후
대항요건 먼저 갖춘 양수인이 우선

(같으면 우열 없음)

확정일자 있는 

양수인 우선

확정일자 자체 선후 무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

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다21624 판결

채권양도에 있어 사회통념상 양도 목적 채권을 다른 채권과 구별하여 그 동일성을 인식

할 수 있을 정도이면 그 채권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

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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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The Takeover of Obligation

친구를 고르는 데는 천천히, 친구를 바꾸는 데는 더 천천히. - B. Franklin

개념

채무인수

1. 채무인수(takeover of obligation)란,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넘겨받

는 겁니다. 넘기는 것, 넘겨받는 것 모두 채무인수라 부릅니다.

2. 즉, 채무 내용은 그 로인 채, 단지 채무자만 바뀌는 겁니다.

3. 원래 채무자로서 채무를 넘기는 사람을 짧게 (기존)채무자, 채무를 인수하여 

새롭게 채무자가 된 사람을 (채무)인수인이라 합니다. 

즉, 채권을 주고받는 것이 채권양도(채권양수), 채무를 주고받는 것이 채무인수

입니다.

채무인수계약

채무인수계약이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con-

tract)입니다. 그런데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는 누굴일까

요?

1. 인수인과 채권자가 계약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를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를 교체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수인도 스스로 채무를 새롭게 

부담할 수 있는 거죠.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

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생략>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인수인

채무인수

채무

채무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채무인수
계약

인수인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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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수인과 채무자가 계약당사자일 수도 있습

니다. 이를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

수라고 합니다. 문제는 채권자는 이러한 채

무인수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채무자는 돈이 많은 사람인

데 채무인수인은 거지라면, 채무인수 결과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

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승낙

을 해야만 유효합니다.

채무인수와 채무인수계약의 관계

1.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인수인과 채권자 사이의 채무인수)는, 계약 자체

로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채무인수계약을 곧 채무인수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2. 그러나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인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채무인수)는, 

그 계약 자체만으로는 아직 무효입니다.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래서 채무인수계약을 곧 채무인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례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1. 김용완 씨는 작년에 차상원 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줘서 이제 받을 때가 되었습

니다. 그런데 차상원 씨가 실제로 돈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있다고 해도 쉽게 갚

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2. 이 때 지용선 씨가 김용완 씨에게 나타나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차상원 씨 신 

채무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김용완 씨는 처음 보는 지용선 씨가 과연 돈을 갚을 

사람인지 걱정하기는 하였지만, 아무래도 차상원 씨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

에,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3. 위 합의가 바로 채무인수계약입니다. 이로써 기존채무자 차상원 씨는 더 이상 채

권자 김용완 씨에 한 채무자가 아니게 됩니다. 채무인수인 지용선 씨가 김용완 

씨에 한 새로운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1. 차상원 씨는 작년에 김용완 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서 이제 갚을 때가 되었습니

다. 그런데 차상원 씨는 갚을 돈도 없고 해서 고민입니다.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승낙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채무인수

인수인

채무인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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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때 지용선 씨가 차상원 씨에게 나타나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차상원 씨 

신 채무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신 지용선 씨가 바라는 것은 차상원 씨

의 첼로를 6개월 간 빌려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차상원 씨는 어차피 그 동안 

첼로를 쓸 필요도 없고 해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3. 위 합의가 바로 채무인수계약입니다. 그러나 이 계약만으로는 아직 채무인수

는 무효입니다. 김용완 씨의 허락 없이 마음 로 채무자를 바꿀 수는 없기 때

문이죠.

4. 소식을 들은 김용완 씨는 차상원 씨보다는 지용선 씨에게 받는 게 낫겠다 싶

어서, 위 채무인수를 승낙합니다. 이로써 기존채무자 차상원 씨는 더 이상 김

용완 씨에 한 채무자가 아닙니다. 채무인수인 지용선 씨가 김용완 씨에 

한 새로운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의 이전성

인수자유의 원칙

1. 원칙적으로 채권자만 괜찮다면 채무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채

무자가 변경돼도 채권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갚을 채무는, 채무자가 누구든 간에 채권채무의 내

용은 그 로 1,000만 원 갚을 채무인 거죠.

3. 가 없이 채무를 인수할 수도 있고(무상 채무인수), 어떤 가가 있어서 채무

를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유상 채무인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만 

괜찮다면 채무인수는 자유입니다.

예외: 성질상 인수 제한

1. 김용완 씨는 자기 집에서 모차르트 살롱 음악회를 열 예정인데 바순 연주자

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용완 씨는 바순 연주자인 윤지형 씨를 

알게 되어, 윤지형 씨와 객원 연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연

주를 듣고 연주를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만들어지며, 김용완 씨가 채권자, 윤

지형 씨가 채무자가 됩니다.

2. 그런데 갑자기 음악회 당일날 다른 바순 연주자인 장안  씨가 나와서 "윤지형 

씨의 채무를 제가 인수했습니다"며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채무인수는 불가능

합니다. 채무자가 누구냐에 따라 채무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윤지형 씨가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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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순 연주를 하는 것과, 장안  씨가 바순 연주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

른 거죠. 동일성이 없습니다.

3. 물론, 김용완 씨가 윤지형 씨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새롭게 장안  씨와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채무는 동일한 채 채무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는 없어지고, 새로운 채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채무인수는 

아닙니다.

'주는 채무'가 아니라 이처럼 '하는 채무' 경우는 대부분 채무인수가 불가능합니

다. 고용, 위임, 임치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도 대부분 성질상 채무인수가 불가

능합니다.

예외: 의사표시에 의한 인수 제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애당초 채무인수는 금지된다고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인수금지 특약이라고 

합니다. 인수금지특약이 있으면, 채무인수는 불가능

합니다. 채무인수는 무효입니다. 이것 역시 계약자

유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중첩적 채무인수

개념

1. 지금까지 봤던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교체되는 것이어서, 기존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책임이 없어지는 걸 면책이라 합니다. 그래서 채무인수를 

면책적 채무인수(exemptive takeover)라고도 부릅니다.

2. 그런데 채무자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

첩적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즉, 제3자(인수인)가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채무자가 

되고,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병존적 채무인수(coexistent takeover)라고도 합니다.

3. 그냥 채무인수라고만 하면 면책적 채무인수를 말합니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

무인수와 비슷한 제도지만, 엄 히 말해 채무인수는 아닙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인수인

중첩적
채무인수

채무

채무

유지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채무인수

채무

인수인

인수금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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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김용완 씨는 차상원 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줘서 이제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때 지용선 씨가 김용완 씨에게 나타나, 자

기도 같은 채무를 지겠다는 겁니다. 김용

완 씨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늘어나서 손

해볼 건 없으므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 위 합의가 바로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입

니다. 기존채무자 차상원 씨도 여전히 김

용완 씨에 한 채무자이고, 채무인수인 

지용선 씨도 새롭게 김용완 씨에 한 채

무자가 됩니다.

3. 주의할 것은, 김용완 씨가 차상원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때, 차상원 씨

는 지용선 씨가 있다는 이유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지용선 씨도 마찬가지입니

다. 각 50만 원씩 채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각자 100만 원의 채

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4. 그렇다고 해서, 김용완 씨가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김용완 씨는 어

쨌든 100만 원 채권자이므로, 차상원 씨에게든 지용선 씨에게든 누구로부터 받

든 간에 합계액 1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김용완 씨가 차상원 씨

에게 먼저 청구해서 100만 원 전액을 받게 되면, 지용선 씨는 김용완 씨에게 돈

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직접청구권

상법에서 배울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법리인데, 상식으로라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에뿐만 아니라 가해

자의 보험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이 권리를 직접청

구권(direct claim)이라 합니다.

상법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 제3자[피해자]는 피보험자[가해자]가 책임을 질 사

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가해자의 보험회사]에게 직접 보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략>

100만 원
채권자

100만 원
채무

100만 원
채무

중첩적
채무인수

채무자

인수인

김용완 차상원

장보예

직접
청구권

보험계약

피해자 가해자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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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고, 또 보험회사가 사고

를 낸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돈을 

요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원래 로라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가해자에

게 보험금을 주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3.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예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분석하면, 손해배상에 관해 피해자가 채권자

이고 가해자가 채무자인데, 가해자의 그 손해배상채무를 가해자의 보험회사

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겁니다. 법에서 중첩적 채무인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

는 거죠.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

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

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해야만, 직접청구권이 존재할 수 있

습니다. 즉, 손해배상채권(채무)은 직접청구권의 전제입니다.

계약관계
없음

피해자 가해자

보험사

채권자 채무자

보험계약

보험
금

손해배상
채무

채무
계약관계

없음

피해자 가해자

보험사

채권자

인수인

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

손해배상
채무

손해배상
채무

직접청구권 by 법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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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The Discharge

민법 제389조의 강제이행에 관한 규정은 몰라도 좋으나 민법 제460조의 임의변제에 관한 

규정은 꼭 알고 학을 나와야만 한다. 민법 제389조만 알고 민법 제460조를 모르면 

타인으로부터 돈을 꿔 쓰고는 갚는 법은 모르고 떼어먹는 법만 배워가지고 나가게 된다. 

- 이항녕

개념

1. 채무를 이행(performance)하는 것을 변제

(discharge)라고 합니다. 가령, 금전채무는 

돈 갚는 것, 도급채무는 일을 완성하는 거

죠.

2. 변제로 채권(채무)은 소멸합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더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 돈 다 갚으면 이제 끝입니다.

3. 변제를 하는 사람을 변제자, 변제를 받는 사람을 변제수령자라고 합니다. 곧 

변제를 받는 것을 수령(accept)이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변제할 경우 그 

물건을 목적물이라 합니다. 금전채무의 변제를 특별히 지급(payment)이라

고도 부릅니다.

사례

매매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와 매수인의 

매매 금지급채무가 발생하는 쌍무계약이죠.

1.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인도하거나 

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변제이며, 이로써 

소유권이전채무가 소멸합니다.

2. 반 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금을 

지급하는 것이 변제이며, 이로써 매매

금지급채무가 소멸합니다.

의의

1. 다음 강의에서 보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nonperformance)

이라 부르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무자

가 일정한 책임(liability)을 지게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

변제수령자

수령
목적물

변제

채권.채무

변제자

\

매도인 매수인

변제수령자

수령
목적물

목적물

변제

변제 수령

변제자

변제자 변제수령자

\

인도/
등기

채권자 채무자

채무불이행
책임

채권관계

변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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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제때 변제, 즉 채무의 이행을 하

면, 채무불이행책임이 면제(exemption)

됩니다.

변제제공

문제점

그런데,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나 물건을 주는 채무라면, 채권자가 수령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아무리 성실해

도, 채무자만으로는 변제(채무이행)를 완료할 수 없죠.

수령장애

이렇듯 채권자 탓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수령거절(refusal to accept):채권자가 수령을 하지 않는 경우

2. 수령불능(impossibility of accept): 채권자가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 위 2가지를 수령장애(accept disruption)라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변제를 못

하고 있다면, 그런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워야 할까요?

변제제공

여기서, 채무자가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

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을 변제제공(tender 

of discharge)이라 합니다. 변제제공을 이

행제공(tender of performance) 또는 제공

(tender)이라고도 부릅니다.

1. 변제제공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변제제공은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종류

1.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할 것을 모두 완료하는, 현실제공(actual tender) 방법

에 따릅니다.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생략>

채권자 채무자

채무불이행
책임

채권관계

변제O

채권자 채무자

채무불이행
책임

채권관계

변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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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제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변제 준비를 완료하고 

수령해 가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를 구두제공(oral tender)

이라 합니다.

효과

변제의 효과

1. 채무가 소멸(extinction)합니다.

2. 채무불이행책임이 면제(exemption)

됩니다.

변제제공의 효과

1. 채무가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변제제

공을 해도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

다(existence).

2. 그러나 채무불이행책임은 면제(ex-

emption)됩니다. 여기에 변제제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변제는 채권의 소멸사유지만, 변제제공은 채권의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변제자

문제점

1. 채무자가 변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그러나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차상원 씨가 김용완 씨에게 100만 원 

갚을 채무가 있는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권보

완 씨는 차상원 씨로부터 딱한 사정을 듣고 자

기가 신 100만 원을 변제합니다. 이를 제3

자의 변제라고 합니다.

원칙: 제3자의 변제 유효

원칙적으로 제3자의 변제도 가능합니다. 즉, 변제가 유효하므로, 채권(채무)이 소

멸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모두 손해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생략>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

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

고하면 된다.

채권자 채무자

채무불이행
책임

채권관계

변제

채권자 채무자

채무불이행
책임

채권관계

변제제공
유지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채권관계

변제

김용완 차상원

권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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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1: 성질 등에 의한 제한

물론, 제3자의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아까 김용완 씨 살롱음악회 사건에서, 바순 연주자인 윤지형 씨가 

음악회 당일날 소개팅이 잡혀서 음악회에 나가기 곤란해졌다고 합시다. 그 얘

기를 들은 다른 바순 연주자 김시몽 씨가 당일날 윤지형 씨 신 연주했습니

다. 그렇다고 해서 변제가 된 건 아닙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가 제3자의 변제를 금지하기로 합의한 때도, 제3자의 변제가 

금지됩니다. 이렇게 합의된 이상, 금전채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3.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변제하는 것은 넓게 보면 채무자의 계약위반인 

셈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변제는 무효입니다.

예외2: 채무자 의사에 의한 제한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생략>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

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채권관계

변제

성질상 금지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채권관계

변제

제3자의 변제
바라지 않음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채권관계

변제

제3자의 변제
금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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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제3자의 변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자의 변제는 금지됩니다. 

가령, 권보완 씨가 차상원 씨 신 100만 원을 변제하는 걸 차상원 씨가 원하

지 않는다면, 제3자의 변제를 할 수 없습니다.

권보완 씨와 차상원 씨는 법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없는 관계입니다.

2. 그러나 만약 제3자가 변제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다면, 비록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됩니다(민법 제469조 제2항의 반 해석). 가

령, 만약 권보완 씨가 차상원 씨의 보증인이었다면, 보증인으로서 차상원 씨

의 채무 100만 원을 신 변제할 수 있습니다. 설령 차상원 씨가 원하지 않더

라도, 제3자의 변제는 유효합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는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보증인 등이 있습니다.

변제수령자

문제점

1. 채권자가 변제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는 채권자로부터 수령권한을 받은 

사람, 즉 리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②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

지 못한다.

채무자 의사에 반함 채무자 의사에 반하지 않음

성질 등에 의한 

제한이 있음
무효

성질 등에 의한 

제한이 없음

무효 

(이해관계 없는 제3자 경우)

유효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경우)

유효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채권관계

변제

제3자의 변제
바라지 않음

이해관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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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는 수령권한도 없이 수령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차상원 씨가 김용완 

씨에게 100만 원 채무가 있는데, 웬일인지 최명군 씨에게 100만 원을 갚았다

고 합시다.

3. 이러한 제3자에 한 변제도 유효할까요?

원칙: 제3자에 대한 변제 무효

원칙적으로 변제는 무효입니다.

1. 즉, 아직 채권(채무)이 그 로 남아 있기 때문에, 차상원 씨는 김용완 씨에게 

여전히 100만 원 채무를 집니다.

2. 물론, 최명군 씨는 받은 1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차상원 씨에 돌려주는 게 

마땅합니다. 즉, 차상원 씨는 최명군 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권리가 생

기고, 최명군 씨는 차상원 씨에게 부당이득반환을 할 의무가 생깁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

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김용원 차상원

최명군

채권자 채무자

제3자

변제

채권관계

김용원 차상원

최명군

채권자 채무자

제3자

부당이득
관계

채권관계

유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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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1: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

만약 제3자에 한 변제로 채권자가 이익이 생겼다면, 그만큼은 유효한 변제로 처

리합니다.

1. 예를 들어, 만약 최명군 씨가 받은 돈 100만 원을 모두 김용완 씨에게 주면, 

차상원 씨의 변제는 유효하게 됩니다. 차상원 씨의 채무는 모두 소멸합니다. 

변제가 유효하므로, 차상원 씨와 최명군 씨 사이에 부당이득 관계도 없게 됩니다.

2. 만약 최명군 씨가 받은 돈 중 30만 원을 김용완 씨에게 줬다면, 차상원 씨의 

변제는 30만 원 한도에서 유효하게 됩니다. 나머지 70만 원 부분은 변제가 무

효이므로, 차상원 씨는 김용완 씨에게 70만 원은 여전히 더 갚아야 합니다.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

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김용원 차상원

최명군

채권자 채무자

제3자

70만 원
부당이득

관계 100만 원
변제

100만 원
채권관계

30만 원만큼
채권소멸

30만 원
전달

30만 원만큼
번제 유효

김용원 차상원

최명군

채권자 채무자

제3자

부당이득
관계 100만 원

변제

100만 원
채권관계

채권 소멸

100만 원
전달

변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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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원 씨는 최명군 씨에게 70만 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죠.

예외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무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했다면, 변제를 유효로 처리합니다.

1. 채권의 준점유자란, 변제수령권이 있

다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를 믿고 변제한 채

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평소에 김용완 씨와 항상 

붙어 다니는 최명군 씨가 김용완 씨 

심부름으로 신 나왔다고 하면서 김

용완 씨 도장까지 들고 나왔다고 합시

다. 차상원 씨는 당연히 최명군 씨에

게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고 100만 원

을 최명군 씨에게 갚았던 겁니다. 그

러면 변제가 유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변제의 장소

개념

변제의 장소(location)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장소입니다.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

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다384 판결

채권의 준점유자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오로지 채권자임을 사칭하는 자가 한 행위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회사일반의 거래관념상 진실한 채권을 가진 자라고 믿을만한 

외관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임을 사칭한 자가 채권

자의 인장 및 채권자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그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았다 하여도 

그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써 채권의 준점유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즉, 채

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변제자 선의 무과실 변제자 악의 또는 과실

수령권한 있음

유효

(해당 없음)

수령권한 없음
무효 (단, 채권자가 이익 받

은 한도에서 유효)

채권자 채무자

변제

부당이득
관계

채권의 준점유자

김용완

최명군 변제 유효

채권 소멸

차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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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따로 합의한 게 있다거나 성질상 변제장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릅니

다. 만약 그런 게 없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물의 인도 채무: 계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

2. 그 밖의 채무: 영업 관한 채무는 채권자 현재 영업소, 일반 채무는 채권자 현

재 주소지

의의

1. 변제를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아가 변제해야 하는 채무를 지참채무(to 

be collected at the creditor's address)라고 합니다.

2. 거꾸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와 변제받아야 하는 채무를 추심채무(to be 

collected at the debtor's address)라고 합니다.

3. 변제의 장소 조항 때문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는 일반적으로 지참채무가 

됩니다.

변제의 시기

개념

변제의 시기(period)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이행기(period of 

performance) 또는 변제기(period of payment)라고 부릅니다.

기준

역시 따로 합의한 게 있다거나 성질상 변제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

릅니다.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채권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됩니다.

의의

이행기를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67조(변제의 장소)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

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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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 로, 이행기 전에도 변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너무 미리 변제를 하면 오

히려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만큼을 배상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있는 금전소비 차의 경우, 채무자가 만

기 이전에 갚으려면 만기(변제기)까지의 이자도 함께 내야 합니다.

변제비용의 부담

개념

변제를 하는 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수수료, 차비, 택

배비 등이 발생할 수 있죠. 이를 변제비용(expense of discharge)이라 합니다.

기준

역시 따로 합의한 게 있거나 성질상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가령, 100만 원을 입금할 때 수수료가 500

원이라고 하면, 채무자 계좌에서 100만 500원이 출금되고, 채권자 계좌에는 

100만 원만 입금되겠죠. 계좌이체비용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2. 다만, 채권자 때문에 변제비용이 증가된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채권자가 부

담합니다.

대물변제

개념

1. 쉽게 말해, 다른 물건으로 갚는 것을 물변제(accord and satisfaction)라 

합니다.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생략>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생략>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

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

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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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의 다른 물건을 물(substitute)이라 합니다. 물변제를 미리 약속하

는 것을 물변제계약 또는 물변제약정이라 합니다.

3. 물의 종류와 가격은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채권자가 승낙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손해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

차상원 씨는 김용완 씨에게 100만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차상원 씨는 김용완 씨의 

허락 하에 현금 신 최신형 아이패디를 주어서 갚았습니다.

효과

대물반환의 예약

1. 돈이 궁해서, 갚을 때는 돈 신 다른 물건으로 갚기로 하고 급전을 빌리는 경

우가 많습니다. 즉, 금전소비 차계약 당시 차용금채무에 관해 미리 물변제

약정을 하는 것인데, 이를 물반환의 예약이라 합니다.

2. 이 때 물이 빌린 돈 원리금보다도 더 비싸면, 물변제약정은 무효입니다.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

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

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전2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

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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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The Discharge Deposit

사채업자가 돈 갚는 것을 피할 때는 법원에 맡겨두자 - 장진영 변호사

개념

공탁의 개념

공탁(deposit)이란, 쉽게 말해 돈을 공탁소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서, 그 돈을 

찾아갈 사람을 지정합니다.

1. 이러한 공탁사무는 법원이 관장 또는 감독합니다.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역시 법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공탁관이라 합니다.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을 공탁소(depository)라고 하는데, 공탁소라는 이름의 건물이 있는 게 아니

라, 공탁관이 곧 공탁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물론, 은행이나 창고업자처럼 실제로 돈을 보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공탁물보관자(custodian of a deposit)라 합니다.

3. 돈을 맡기는 사람을 공탁자(depositor), 공탁자가 돈을 찾아가라고 지정한 

사람을 피공탁자(depositee)라고 합니다. 공탁할 때 내는 서류를 공탁서(de-

posit document), 그렇게 공탁한 돈을 공탁물(deposit)이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2조(법원의 권한) ③ 법원은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

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 

공탁법

제2조(공탁사무의 처리) ①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

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공탁관]가 처리한다. <생략>

민법

제488조(공탁의 방법) ②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

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공탁법

제3조(공탁물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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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해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공탁물은 지정된 공탁물보

관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했다" 또는 "공

탁이 성립했다"고 표현합니다.

공탁물 지급

일단 공탁이 성립하면, 피공탁자가 찾아 가든지 아니면 공탁자가 도로 가져 가든

지 할 겁니다. 즉, 공탁물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탁물 지급이란, 공탁물 출급

과 공탁물 회수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1. 공탁물 출급(payment):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피

공탁자가 공탁소에 해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 출급청구권

(claim of the deposit for payment)이라 부릅니다.

2. 공탁물 회수(withdrawal): 사정이 있어 공탁자가 공탁물을 도로 가져 가는 

겁니다. 공탁자가 공탁소에 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 회

수청구권(claim of the deposit for withdrawal)이라 부릅니다.

공탁물 지급청구권은 공탁소에 한 채권(claim)입니다. 즉, 국가에 한 채권입니다.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

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에게 제출

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피공탁자 공탁자

공탁소

"대한민국"

출급
청구

회수
청구

"공탁"

공탁관

피공탁자 공탁자

공탁소

공탁서

공탁물

"공탁"

공탁물 보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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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개념

1.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채권자가 누군

지 모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빚을 갚지 

않아 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채무자는 이 경우 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면 채무자는 채무에

서 벗어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변제를 한 

것처럼 아예 채무가 소멸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변제(discharge)한 것

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4. 공탁 중에서도 이러한 공탁을 특히 변

제공탁(discharge deposit)이라 합니

다. 쉽게 말해, 돈을 갚긴 갚는데, 법

원 통해 찾아가라면서 법원에 돈을 맡

기는 겁니다.

변제공탁 이외의 공탁

참고로, 공탁에는 변제공탁 말고도, 다른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공탁이 있습니다.

1. 담보공탁(security deposit):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공탁입니다.

2. 집행공탁(execution deposit):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라고 합니

다)가 압류를 풀기 위해 공탁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3. 보관공탁(storage deposit): 목적물 자체의 보관을 위한 공탁입니다.

4. 몰취공탁(forfeiture deposit): 법원에서 거짓말을 하면 몰취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미리 법원에 보증금을 내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공탁 등을 말

합니다.

5. 혼합공탁(mixed deposit): 하나의 공탁에 여러 종류의 공탁의 성격이 함

께 있는 경우입니다. 가령, 변제공탁이기도 하면서 집행공탁이기도 한 경우

가 있습니다.

피공탁자

공탁관

공탁자
“변제공탁”

채권자 채무자

공탁소

공탁서

공탁물

채권관계

공탁물 보관자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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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는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겠죠.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

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공탁 중에서도 변제공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변제공탁의 원인

수령거절

채무자가 변제제공을 해도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

다. 변제제공(tender)만으로는 채무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변제공탁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수령불능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만, 그 연락처나 주소를 몰라서 변제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변

제공탁이 가능합니다.

불확지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불확지(uncertainty)라고 합니

다. 2종류가 있습니다.

1. 상 적 불확지(relative uncertainty): 가령, A, B, C 중 누가 진정한 채권

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상 적 불확지라고 합니다. 상 적 불확지 변제공

탁은 허용됩니다.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

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3055, 판결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사망한 매도인에게 상속인들이 여러 명[A, B, C]

이 있고 그 중에는 출가한 딸들도 있을 뿐 아니라 출가하였다가 자식만 남기고 사망한 

딸도 있는 등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

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면 중도금 지급기일에 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중도금의 

변제공탁[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것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A, B, C의 각] 채권양도의 통지[들이]<생략>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

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111제6강  채권의 이전과 소멸

2. 절 적 불확지(absolute uncertainty): 이에 비해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를 절 적 불확지라고 합니다. 공탁을 할 때 피공탁자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절 적 불확지 변제공탁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절 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허용하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

공탁자

변제할 수 있는 사람이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

1. 수령불능 경우, 피공탁자는 채권자입니다.

2. 수령거절 경우, 역시 피공탁자는 채권자입니다.

3. 상 적 불확지의 경우, 피공탁자는 A, B 또는 C입니다.

변제공탁의 장소

변제공탁의 통지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

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

적 불확지의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는 토지수용의 주체인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

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 허용됨을 규정하여, 기업자는 

그 공탁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신

속한 수용이 불가피함에도 기업자가 당시로서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부득

이한 사정으로 인한 임시적 조치로서 편의상 방편일 뿐[이다.]

채무자 의사에 반함 채무자 의사에 반하지 않음

성질 등에 의한 제한이 있음 무효

성질 등에 의한 제한이 없음
무효 (이해관계 없는 제3자 경우)

유효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경우)
유효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제488조(공탁의 방법) ③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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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The Set-off

채무자이기도 하면서 채권자이기도 하다면, 변제한 다음에 반환을 청구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그의 이익에 부합한다. - 율리아누스

개념

상계

상계(set-off)란, 쉽게 말해 서로 받을 돈을 까는 겁니다. 채무자도 거꾸로 채권자

에게 받을 것이 있을 때, 채무에서 같은 액수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

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

무를 등액에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상계라고 합니다.

상계 용어

1. 상계를 하려는 자(상계자)의 채권을 자동채권(active claim)이라 합니다.

2. 상계를 당하는 자(피상계자)의 채권을 수동채권(passive claim)이라 합니다. 

수동채권이란, 상계자 입장에서는 채무(obligation)가 됩니다.

3.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립해서 상계를 할 수 있게 된 상태를 상계적상

(situation where a set-off is possible)이라 합니다.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

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생략>

상계자 피상계자

A채권자 A채무자

B채무자
B채권

A채권

B채권자

상권

수동채권

자동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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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와 상계계약

상계계약은 계약(contract)이고, 상계는 단독행위(unilateral act)입니다.

1. 상계라는 일방적(unilateral) 의사표시(expression of intent)로 인해, 등

액만큼 서로 채무가 소멸합니다.

2. 이에 비해 서로 채무를 등액에서 공제하기로 합의(agreement)하는 것을 

상계계약 또는 상계합의라 합니다. 의사합치로 서로의 채무가 등액만큼 소

멸합니다.

사례

차상원 씨가 상계를 하는 사례를 봅시다. 상계자가 차상원 씨이므로, 차상원 씨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1. 김용완 씨는 차상원 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갚을 때가 되어 김용

완 씨가 독촉을 합니다(수동채권의 존재).

2. 그런데 차상원 씨가 생각해 보니, 자기도 김용완 씨에게 30만 원을 빌려줬던 

것이 기억납니다(자동채권의 존재).

3. 차상원 씨는 김용완 씨에게 전화해서, 자기도 30만 원을 받을 게 있으므로, 

그만큼 공제해서 나머지 70만 원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상계의 의사표시).

4. 그러면 김용완 씨의 100만 원 채권 중 30만 원 부분이 소멸합니다(상계의 효과).

의의

간이한 변제수단

1. 예를 들어, 김용완 씨(상계를 당하는 자)의 채권 100만 원(수동채권) 중 30

만 원이 소멸한다면, 경제적으로 볼 때 차상원 씨가 김용완 씨에게 30만 원

을 변제한 것과 같습니다.

2. 수동채권이 소멸하는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3.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자의 채권을 각기 청구하고 이행받기보다는, 서로 등

액에서 소멸시키고 남은 것만을 결제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쌍방 모두에게 노

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생략>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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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적 의미

1. 예를 들어, 차상원 씨에게 채권 30만 원이 있다고 해도, 만일 김용완 씨가 

망해서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채권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로는 차상원 씨는 상계를 통해 자기 채무 100만 원을 70만 원으로 줄일 수

가 있게 됩니다. 상계 제도 때문에 차상원 씨는 손실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차상원 씨(상계를 하는 자)의 채권 30만 원(자동채권)을 결과적으로 보

호하는 셈이죠.

2. 자동채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본 것입니다.

3. 상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망한 때에도 자동채권에 관해 변

제를 받는 것과 같은 이익을 누립니다. 담보권을 가진 것 비슷하죠.

사적인 강제집행

1. 원래 사적인 강제집행, 즉 사집행(private execution)은 금지된다고 했습니

다.

2. 그러나 상계를 하면, 상계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곧바로 자기 채권이 만

족되는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치 상계자에게 사집행이 허용되어 있

는 것 같은 결과가 됩니다.

상계의 효과

아까 본 것처럼, 상계를 하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등액에서 소멸합니다.

소급효

1. 상계에는 소급효(retroactive effect)가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기는 '상계한 

때'가 아니라, '상계할 수 있었던 때(상계적상)'입니다.

상계자 피상계자

30만 원
채무자

30만 원
채권자

100만 원
채무자

100만 원
채권자

70만 원

0원

100만 원 채권

30만 원 채권

상권

수동채권

자동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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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상계를 하면, 상계적상이 생긴 때 이후로는 이자 같은 게 발생하지 않

은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상계충당

1. 수동채권이 여러 개이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는 부족

하다면, 어느 수동채권부터 소멸할까요? 변제충당(appropriation for dis-

charge)의 규칙을 그 로 적용합니다. 변제충당이 무엇인지는 이따가 보겠

습니다.

2. 예를 들어, 상계적상시까지 수동채권에 발생한 총비용, 그 다음 총이자에 먼

저 충당되며, 그렇게 충당하고 남은 자동채권이 있다면, 수동채권 총원본에 

충당됩니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

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99조(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변제충당에 관한 규정들]은 상계에 

준용한다.

이자 등

상계적상일 상계일

이자 등

소급효

채권의
소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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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
The Novation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고린도후서》제5장 제17절

개념

경개

경개(novation)란, 직역하면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종전 채무를 신할 새로운 

채무를 만들어서, 기존의 채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경개는 다음 3가지가 동시

에 이루는 것입니다.

1.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킵니다. 즉, 채권의 발생사유이기도 합니다.

2. 동시에, 종전 채무를 소멸시킵니다. 즉, 채권의 소멸사유입니다.

3. 이로써, 채권(채무)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것입니다.

경개 용어

새로운 채무를 신채무, 종전 채무를 구채무, 경개의 합의를 경개계약이라 합니다.

경개와 경개계약

1. 경개계약은 경개하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말 그 로 계약(contract)입니다.

2. 경개는 처분행위(disposal)입니다. 경개계약에 근거해 경개가 이루어집니다.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채권자 채무자

구 채무

신 채무

변경

발생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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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데 어차피 경개계약이 성립하는 순간 경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굳이 

경개와 경개계약을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성 변경

채무가 본질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채무의 동일성(identity)에 변경이 생긴다고 표

현합니다. 쉽게 말해, 구채무와 신채무는 다른 채무입니다.

아까 공부한 채권양도, 채무인수는 채무 자체는 동일성이 그 로 유지된 채, 단

지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 바뀔 뿐입니다. 따라서 채권양도나 채무인수는 경개가 

아닙니다.

사례

김용완 씨는 차상원 씨에게 100만 원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원 씨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첼로를 잘 합니다. 그래서 둘은 합의해서, 차상원 씨가 100

만 원을 갚는 신, 차상원 씨가 김용완 씨에게 10주 동안 무료로 주 2회 첼로 렛

슨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1. 차상원 씨가 김용완 씨에게 렛슨을 해 줄 채무(신채무)가 발생합니다.

2. 동시에, 100만 원 여금채무는 소멸합니다.

3. 이로써, 채무가 본질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김용완 차상원

100만 원 채무

첼로 교습 채무

변경

발생

소멸

채권자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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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예를 들어, A의 B에 한 채권(구채무)을 

소멸시켜서, C의 B에 한 채권(신채무)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1. A, B, C 3명 모두가 합의해야 합니다.

2. 채권양도는 아니지만, 채권양도(A의 

B에 한 채권을 C가 양수하는 것)

와 겉보기에 유사합니다. 그래서 채

권양도와 비슷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예를 들어, B가 A에게 부담하는 채무(구채무)를 없애고, C가 A에게 부담하는 채

무(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1. 원칙적으로 A, C 2명만의 계약

으로도 가능합니다. B에게 불이

익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B가 

굳이 경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경

개는 불가능합니다.

2. 채무인수는 아니지만, 채무인수

(B가 A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C

가 인수하는 것)와 겉보기에 유

사합니다.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

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 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

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

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

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

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

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구채권자

신채권자

채무자

신채무

구채무A

소멸

발생

B

C

변경

채권자

신채무자

구채무자

신채무

구채무A

소멸

발생

B

C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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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The Exemption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도 갚는다. - 우리 속담

개념

면제(exemption)란, 쉽게 말해 채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1. 채권자의 단독행위입니다. 즉,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expression of 

intent)가 들어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2.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기를 원하더

라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즉, 원칙적으

로 채권자의 자유입니다.

사례

1. 김용완 씨는 차상원 씨에게 100만 원 여금 채권이 있습니다.

2. 그런데 김용완 씨는 차상원 씨의 요즘 처지가 너무 딱하다고 생각해서, 아무 

조건 없이 채무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상원 씨에게 전화

를 걸어 갚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합니다.

3. 그러면, 100만 원 채권이 소멸합니다.

예외

문제점

면제가 악용되면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채권질권(권리질권) 사안을 생

각해 보죠.

권리질권에 관해 가물가물하면, 민사법 입문 제3강: 물권법의 기초개념을 보세요.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생략>

채권자 채무자
채무

면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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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채권질권자)의 채무자에 한 채권의 담보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한 채권(목적채권)만 있다고 합시다.

2. 만약 목적채권이 소멸한다면, 채권질권자로서는 담보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즉, 채권질권자가 담보상실이라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3. 따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짜고 목적채권을 없애는 것을 막아야 정의롭습니다.

면제의 제한

따라서, 채무면제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즉, 면제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할 때에는 

면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하더라

도, 제3채무자는 채권자(채권질권자)에게 면제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질권
설정자

제3
채무자

질권자

A채권 채무자

피담보채권
A

A채권 채권자

B채권 채권자

B채권 채무자

입질
설정

B
B

목
적
채
권 

 목
      적
           채
                권 

질권
설정자

제3
채무자

질권자

A채권 채무자

피담보채권
A

A채권 채권자

B채권 채권자

B채권 채무자

B
목
적
채
권 

 목
      적
           채B           채B           채
                권 

      적
           채
                권 B채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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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김용완 씨는 신연목 씨로부터 중고 오디오 1 를 매수하여 받았지

만 아직 매매 금을 못 냈습니다. 신연목 씨가 담보를 요구하기에, 김용완 씨

는 차상원 씨에 한 100만 원 여금채권을 입질해 주었습니다.

2. 그 상황에서 김용완 씨가 차상원 씨에게 100만 원 채무를 모두 면제해 주었

다고 합시다.

3. 그렇더라도, 차상원 씨가 신연목 씨에게 자기는 면제됐다는 주장을 할 수 없

습니다. 즉, 면제는 무효고, 목적채권은 여전히 존속한다는 말입니다.

김용완

차상원

신연목
매매대금

채권

100만 원
채무자

100만 원
채권자

100만 원
채권

매매대금
채무자

매매대금
채권자

목
적
채
권 

 목
      적
           채
                권 

100만 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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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
The Commingling

무릇 우주란 만물이 하나가 되는 장소이다. - 장자

개념

머리에

혼동(commingling)이란, 권리가 뒤섞여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뒤섞여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면, 소멸한다는 거죠. 좀, 추상적이죠. 혼동에는 다음 두 가

지가 있습니다.

1. 물권의 혼동

2. 채권의 혼동

물권의 혼동

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1. 물권의 혼동(commingling of real right)이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소유

권이 모두 같은 사람에게 속하는 현상입니다. 가령, C라는 사람이 A로부터

는 소유권을 양수하고, B로부터는 지상권을 양수했다고 하죠. 즉, 소유권자

와 지상권자가 같은 사람으로 됩니다.

2.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물권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가령, C는 그

냥 소유권자로서 토지 위를 점유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지상권이 남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A

C

A의 소유권
양수

B의 지상권
양수

지상권자소유권자

B

X토지

소유권 = C

지상권 = C

소유권 = C

C 소유 C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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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혼동

채권도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1. 채권의 혼동(commingling of claim)이란, 채권과 채무가 모두 같은 사람에

게 속하는 겁니다. 즉, 채권자가 곧 채무자가 되는 현상입니다.

2. 그러면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멸합니다.

소결

1. 오늘 볼 혼동은 채권의 혼동입니다. 

2. 민사법 입문 제4강: 물권의 취득과 소멸에서 채권의 혼동과 물권의 혼동을 비

교해 보았습니다. 가물가물하다면, 다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김용완 씨는 차상원 씨에게 100만 원 여금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의 각 사

례에서, 100만 원 채권(채무)은 혼동으로 각각 소멸합니다.

채권양수 및 채무인수

1. 장보예 씨가 김용완 씨에게 70만 원을 내고 그 채권을 양수합니다.

2. 한편, 장보예 씨는 같은 날 차상원 씨에게는 80만 원을 받고 김용완 씨 승낙 

하에 채무를 인수했습니다.

김용완

장보예

채권양도

100만 원
채권·채무

채무인수

새로운 채권자
채소운 채무자

기존 채권자 기존 채무자

차상원

A

C

A의 채권
상속

B의 채무
상속

채권자
100만 원

채무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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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국 채권자도 채무자도 모두 장보예 씨가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양수

1. 다른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위와는 달리 차상원 씨가 김용완 씨의 자신에 

한 채권을 양수했다고 합시다. 즉,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이 되는 거죠. 보통은 

실익이 없지만 이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2. 이렇게 되면, 채권자도 채무자도 모두 차상원 씨가 됩니다.

의의

원칙: 채권의 소멸

1. 채권과 그 채무가 모두 동일한 사람에게 속하면, 이젠 채권이 별 의미를 갖

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채권을 소멸시켜서 법률관계를 간소화합니다.

예외: 채권의 존속

1. 뒤집어 말해, 만약 채권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의 혼동 상황에서도, 예외적으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

습니다. 즉, 채권이 존속합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민법 제507조가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

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그 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간소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김용완 차상원

채무자

새로운 채권자기존 채권자 채권양도

100만 원
채권·채무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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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채권의 혼동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1. 예를 들어, 김용완 씨는 신연목 씨에게 매매 금채권의 담보로 자기의 차상원 

씨에 한 100만 원 여금채권을 입질했습니다.

2. 그 상황에서 차상원 씨가 김용완 씨로부터 100만 원 여금채권을 양수합니다.

3. 그러면 목적채권의 채권자, 채무자 모두 차상원 씨가 됩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채권은 여전히 존속한다고 봅니다. 채권(100만 원 

여금채권)이 제3자(신연목 씨)의 권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3자(신연목 씨)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면제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목적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질권자가 부

당하게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이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전제인 때

채권의 존재가 제3자에 한 권리의 전제가 된다면 채권의 혼동에도 불구하고 채

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

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용완

차상원

신연목
매매대금

채권

100만 원
채무자

100만 원
채권자

100만 원
채권

매매대금
채무자

매매대금
채권자

목
적
채
권 

 목
      적
           채
                권 

100만 원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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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운전자 A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같이  타고 있던 B가 심하게 다쳤다고 

합시다. B는 A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밖에 

다른 가족은 없다고 합시다.

2. 가해자 A의 보험회사로 K가 있을 때, 피해

자 B는 K에게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직접청구권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러한 직접청구권은 B의 A에 한 손해배상

채권을 전제로 합니다. 즉, B의 A에 한 손

해배상채권이 없다면, B의 K에 한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3. 여기서 운전자 A가 위 사고로 즉사했다 합시

다. B가 A를 단독으로 상속하므로, A의 모

든 재산과 채무를 B가 승계합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까지 B가 상

속합니다. 손해배상 채권도 채무도 모두 B에

게 속하는 혼동 상황입니다.

4. 만약 손해배상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가정하면, 피해자 B의 보험회사 

K에 한 직접청구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는 피해자 B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부당합니다.

5.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혼동에도 불구하고 B의 A에 한 손해배상채권을 

존속시키는 것이 정당합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도 그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관계로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

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B

보험사 
K

손해배상
채권

직접
청구권

상속

가해자
A

따라 소멸

혼동 소멸

피해자
B

가해자
A

상속

손해배상
채권

채권자 채무자

존재

전제

피해자
B

가해자
A

중첩적
채무인수

보험사
K

손해배상
채권

직접
청구권

보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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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

게 되는 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한 사안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

와 다를 바 없고, 다른 한편 원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

권, 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 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

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가 없으므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

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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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The Extinctive Prescription

시간은 만사를 허물어버린다. - 아리스토텔레스

기초개념

소멸시효

1.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면 권리가 소멸하는데, 이

를 소멸시효(extinctive prescription)라고 합니다. 시효란, 시간이 지난 효

과라 보면 됩니다.

2. 제도의 취지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사법 입문 제4강: 물권의 취득과 소멸 내용 중 "취득시효" 부분을 참조하세요.

제척기간

1. 제척기간(limitation period)은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해야 한다고 법이 정

한 기간입니다.

2. 제도의 취지는, 신속하게(expedite) 법률관계를 확정하려는 겁니다. 만약 제

척기간이란 제도가 없다면, 계약이 취소될지 아니면 유지될지 전혀 알 수 없

는 채로 무한정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척기간의 종류

1. 제소기간인 제척기간: 어떤 기간 내에 소제기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이러한 제척기간을 특히 출소기간 또는 제소기간(limitation on ac-

tions)이라 부릅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

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

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생략>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5 판결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출소기간은 제척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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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소기간이 아닌 제척기간: 반드시 소제기할 것까지는 없고, 그 기간 내에 그냥 

구두나 서면으로 청구해도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척기간이긴 한데, 출소

기간은 아닌 제척기간입니다.

압류

1. 승소판결을 받은 금전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을 경매에 부쳐서 생긴 돈으로 채

권 만족을 얻게 됩니다.

2. 그런데 이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 스스로는 그 재산을 처분하

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압류(seize)라고 합니다. 동산을 압류할 때

는 동산에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3. 압류는 판결에 근거한(after judgement) 강제집행절차(execution procedure)입니다.

강제집행이 무엇인지 가물가물하다면, 민사법 입문 제1강: 민사구조론을 참조하세요.

가압류·가처분

만약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면, 채권자는 

실제로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나중에 판결을 받고 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하

는 건데(before judgement), 이를 보전절차(preservative procedure)라고 합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

항의 규정[일정 요건 아래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한다. <생략>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

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

소멸시효 기간

제척기간

제소기간인
제척기간

제소기간 아닌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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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임시로 

압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가압류(provisional seize)라고 합니다. 일

단 가압류를 해서 채무자의 처분권한을 없애 둡니다.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

아서 집행하면 됩니다.

2. 한편,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자도 승소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그 목적물

을 처분해 버리면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역시 채무자 

스스로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가처분(provi-

sional disposition)이라 합니다. 일단 가처분을 받아서 채무자의 처분권한

을 없애 두고,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절차에 관해서는, 민사법 입문 제9강: 채권의 효력 PART 3 

(채무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중 "보전처분" 부분을 참고하세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비슷해 보이지만,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제도의 취지가 다릅니다. 다음과 같이 중

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급효

1.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2. 그러나 제척기간 도과에는 소급효가 없습니다.

직권조사 여부

1. 소멸시효는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해야만 법원이 소멸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변론주의(pleadings principle) 때문입니다.

변론주의가 무엇인지 가물가물하다면, 민사법 입문 제1강: 민사구조론 중 "당사자

주의" 부분을 참조하세요.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소송에 있

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 대항하여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을 하지 않

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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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처럼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데도 판단하는 것을 직권조사(ex 

officio investigate)라고 하고, 사항을 직권조사 사항이라 합니다. 즉, 제척

기간 도과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변론주의에서도, 이처럼 몇몇 사항은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구별방법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시효'라고 하면 시효입니다. 그런 말이 없으면 제척기간입

니다.

1.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입니

다. 법에서 '시효'라고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2. 예를 들어, 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시효'라는 말이 없

기 때문입니다.

시효기간

아래 조문들에서 밑줄 그은 부분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상식 차원으로라도 알

아두면 좋습니다.

일반 채권: 10년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

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

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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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5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3년 또는 10년

국가의 또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5년

3년의 단기소멸시효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

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

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

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

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

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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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

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임금·퇴직금 채권: 3년

1. 임금채권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퇴직금채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

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10년

원래 10년 미만의 시효기간인 채권이라 하더라도,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

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

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재판상 화해, 조정 등이 가물가물하면 민사법 입문 제1강: 민사구조론 중 "화해

와 조정" 부분을 참조하세요.

보험 관련 채권: 보험금 2년, 보험료 1년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생략>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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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

개념

1.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기산점(starting point)입니다. 그 때부터 위 시

효기간이 진행합니다.

2. 뒤집어 말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때는 기산점이 아닙니다. 권리를 행

사할 수 '있게' 되어야 그 때부터 기간이 진행합니다.

3.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냐, 없었냐는 법적인(de jure)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여

부로 판단합니다. 사실상(de facto) 장애와는 무관합니다.

사례

김용완 씨는 6년 전에 세금을 1,000만 원 냈는데, 며칠 전에 그 과세처분이 무효라

는 걸 알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국가는 김용완 씨에게 1,000만 원을 부당이득으

로 반환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소멸시효입니다. 이 때 5년의 소멸시효(국가에 

한 채권이므로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1. 만약 무효를 알게 된 때, 즉 며칠 전이 기산점이라면, 아직은 5년의 시효가 완

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김용완 씨는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세금을 납부한 때(오납시), 즉 6년 전이 기산점이라면, 이미 5년의 시효

가 완성했습니다. 따라서 김용완 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5년 미만

5년 초과

오납시 오납임을
알게된 때

현재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

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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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경우, 김용완 씨가 무효라는 걸 몰랐다는 사정은 개인사정일 뿐입니다. 그

동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데 법적으로는 장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후

자로 보아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개념

1. 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몇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진행이 중단됩니다. 흐름이 

끊긴다는 건데, 진행상태가 파괴된다고도 합니다. 이를 시효의 중단(suspen-

sion)이라 부릅니다. 중단 결과 시효가 완성하지 않습니다.

2. 그렇게 중단이 되는 사유(원인)를 중단사유(cause of suspension)라 부릅니다.

중단사유 1: 재판상 청구

청구(request)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표적으로 재판상 청구(judicial request)

가 있는데, 이 말은 곧 소제기(filing)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김용완 씨가 차상원 씨

에게 2003. 8. 1.에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면, 2013. 8. 1. 24:00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100만 원 여금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나 만약 김용완 씨가 그 전인 2013. 7. 10.에 

차상원 씨를 상 로 돈을 달라는 소제기를 했다면, 그 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여부를 당사자로서는 현실

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

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

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지나지 않는다.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그 과세처분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납시부터 [이미]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69 판결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사실상의 상태

가 계속 중 그 사실상의 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때는 그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할 이유를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니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 

이른바, 시효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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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절차가 진행하는 동안에는 여전히 시효가 중단된 채로 있습니다. 김용완 

씨(원고)가 승소해서 판결이 확정(conclusion)되면, 확정된 때부터 다시 10년 

기간이 진행합니다.

2. 그러나 만약 김용완 씨(원고)가 패소하면, 시효중단은 무효로 됩니다. 취하 경우

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처음부터 중단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국 애당초 예정된 날짜인 2013. 8. 1.에 소멸시효가 완성한 걸로 보게 됩니다.

2003. 8. 1.
대여

2013. 7. 10.
소제기

시효진행

2013. 8. 1.
시효완성

중단

2013. 7. 10.
소제기

2014. 1. 10.
승소확정

시효재진행

2024. 1. 10.
시효완성

중단

2003. 8. 1.
대여

2013. 7. 11.
소제기

시효진행
소급효

2013. 8. 1.
시효완성

2013. 10. 10.
패소/취하

중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

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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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제기 등을 하면, 기존 시효중

단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결과, 애당초 예정된 날짜인 2013. 

8. 1.에 시효가 완성하지 않습니다. 10년 시효기간 진행은 다시 시작해야죠.

중단사유 2: 압류·가압류·가처분

압류(seize)·가압류(provisional seize)·가처분(provisional disposition)도 중

단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김용완 씨가 차상원 씨에 한 100만 원 채권의 소멸시

효 완성 전인 2013. 7. 10.에 차상원 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비록 소제기를 하지 않았어도, 그 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1.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시효가 중단된 채로 있습

니다. 그 이후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

2013. 7. 10.
가압류

2014. 1. 10.
가압류 말소

시효재진행

2024. 1. 10.
시효완성

중단

2003. 8. 1.
대여

2013. 7. 10.
가압류

시효진행

2013. 8. 1.
시효완성

중단

2013. 7. 10.
소제기

2013. 8. 1.
시효완성

시효진행

2013. 10. 10.
패소/취하

2014. 1. 15.
다시 소제기

중단

6개월 내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② 전항의 경우[각하, 기각 또는 취하로 시효중단이 

무효로 된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생략>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

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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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자체가 취소되면, 시효중단은 무효로 됩니다. 중단

의 효과가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가압류가 된 이후에 채권자 스스로 가압류를 없애달라는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

다. 이를 채권자의 가압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 신청이라 합니다. 여기서의 집

행취소, 집행해제는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단의 효과가 

소급해 소멸합니다.

중단사유 3: 최고

최고(peremptory notice)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청구는 아니지만, 청구(request)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김용완 씨가 차상원 씨에 한 100만 원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3. 7. 10.에 차상원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비록 소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때 최고가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2003. 8. 1.
대여

2013. 7. 10.
소제기

시효진행
소급효

2013. 8. 1.
시효완성

2013. 10. 10.
가압류

집행취소

중단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

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

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

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

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3273 판결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

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

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

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생략>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

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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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최고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재판상 청구(소제기)를 해야만 합니다. 

최고로 시효가 중단되었던 효과가 그 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멸시효 완

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물론, 중단이 끝난 때부터 다시 새롭게 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

3. 그러나 만약 위 기간을 놓치면, 시효중단은 무효로 됩니다. 즉, 중단의 효력이 

소급해 무효로 됩니다. 결국은 애당초 예정된 날짜인 2013. 8. 1.에 소멸시효

가 완성한 걸로 보게 됩니다.

중단사유 4: 승인

승인(acknowledgement)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

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승인은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차상

원 씨가 김용완 씨에 한 100만 원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3. 7. 10.에 김

용완 씨에게 연락해서 그 채무를 갚겠다고 다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때 승인

이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

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생략> 압류 또는 가압류, 가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003. 8. 1.
대여

2013. 8. 1.
시효완성

시효진행

2013. 9. 1.
소제기

2013. 7. 10.
최고

2014. 1. 1.

중단
6개월

2003. 8. 1.
대여

2013. 8. 1.
시효완성

시효진행

2014. 1. 1.2013. 7. 10.
최고

2014. 2. 1.
소제기

중단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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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이익을 받을 사람이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겠죠. 채권을 처분할 권한은 상관 없습니다.

2. 승인은 시효기간 개시 후부터 시효완성 전까지 가능합니다. 가령, 위 사례에서 

시효의 기산일인 2003. 8. 1.부터 시효완성일인 2013. 8. 1.까지 사이에만 승인

이 가능합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3. 승인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

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

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

다.]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

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료 기타 제요금이 체납될 시는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당시 아직 발생하지도 않

은 치료비 채무의 존재를 미리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003. 8. 1.
대여

2013. 8. 1.
시효완성

승인 가능

2003. 8. 1.
대여

2013. 7. 10.
승인

시효진행

2013. 8. 1.
시효완성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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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완성

채무의 소멸

1. 완성 즉시 채무가 소멸합니다.

2.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소급효

시효이익의 포기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채무에서 벗어나니 좋습니다. 이를 시효이익이라고 합

니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누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합니다.

1. 시효완성 전에는 시효이익 포기가 금지됩니다.

2.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 포기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 해석).

이에 비해 승인은 시효완성 전까지 가능합니다. 시효완성 전에 중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효완성 후에 승인이 있었다면 그것은 시효이익 포기로 선해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445 판결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소송에 있

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 대항하여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을 하지 않

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시효완성후에 채무를 승인을 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

라고 추정할 수 있다.

2003. 8. 1.
대여

2013. 8. 1.
시효완성

승인 가능 포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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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
The Appropriation for Discharge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가릴 줄 알면 도에 가까워진다. - 《 학》

머리에

문제상황

예를 들어, 차상원 씨가 김용완 씨에게 다음과 같이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합시다.

1. 2012. 7. 1.자 금전소비 차 채무 200만 원(변제기 2013. 6. 30. 이자 월 2%)

2. 2013. 1. 1.자 금전소비 차 채무 250만 원(변제기 2013. 12. 31. 이자 월 1%)

3. 2013. 4. 1.자 매매 금채무 50만 원(아직 김용완 씨도 물건을 주지 않음)

4. 그런데 차상원 씨가 2013. 6. 30.에 김용완 씨에게 1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변제충당의 개념

이처럼 같은 채무자가 같은 채권자에게 금전채무(200만 원 및 이자 + 250만 원 및 

이자 + 50만 원)를 지는데, 변제한 급부(100만 원)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디에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변제충당(appro-

priation for discharge)이라 합니다.

1. 채무자가 같은 채권자에 하여 여러 개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 1개의 채무만 있지만, 수개의 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

3. 원본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2012. 7. 1.자
대여금

200만 원

48만 원

15만 원

50만 원

100만 원250만 원
2013. 1. 1.자

대여금
2013. 6. 30.자

변제

2013. 4. 1.자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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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이익

1. 채무마다 어떤 것은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어떤 것은 이자가 없으며, 이자가 

있는 채무도 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채무에는 담보가 있고 어

떤 채무는 없으며, 어떤 채무는 보증채무이기도 하고 어떤 채무는 주채무이

기도 합니다.

2. 따라서 변제로 인해 어느 채무가 먼저 소멸하는지는 당사자들에게 큰 관심사

입니다. 예를 들어 고리 금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빚쟁이들은 이자부터 

공제하려고 하고, 채무자는 원본부터 공제하려고 할 겁니다.

3. 여기서, 변제를 통해 채무자가 이익을 얻는 것을 변제이익(advantage of 

discharge)이라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변제로 A채무가 먼저 소멸하는 것

이 B채무가 먼저 소멸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더 이익이라면, A채무의 변제이

익이 B채무의 변제이익보다 더 크다고 표현합니다.

4. 무이자 채무보다는 이자부 채무가, 저이율의 채무보다는 고이율의 채무가 변

제이익이 더 큽니다.

합의변제충당

의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민법 규정에 상관 없이, 무조건 합의가 우선합니다. 

계약 당시 처음부터 순서를 정해도 되고, 변제할 때 서로 합의해도 됩니다. 이렇

게 충당하는 것을 합의변제충당, 줄여서 합의충당(agreement appropriation)

이라 합니다.

사례

예를 들어, 서로 합의로 먼저 ① 매매 금채무, 그 다음으로 ② 2013. 1. 1.자 채

무 중 원금에 각각 충당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러면, 

1. 100만 원은 먼저 매매 금채무 50만 원에 충당됩니다. 매매 금채무는 모두 

소멸합니다(= 50만 원 - 50만 원) 

2. 나머지 50만 원은 2013. 1. 1.자 채무 원본 250만 원에 50만 원까지 충당됩

니다. 따라서 2013. 1. 1.자 채무는 원본 200만 원(= 250만 원 - 50만 원)

과 이자 15만 원(= 250만 원 × 1% × 6개월)이 남습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의 위와 같은 규정은 물론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채무자)와 변제

수령자(채권자)는 계약(약정)에 의하여 위 각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

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144 제6강  채권의 이전과 소멸

3. 2012. 7. 1.자 채무는 그 로 원본 200만 원과 이자 48만 원(= 200만 원 × 

2% × 12개월)가 남습니다.

비용·이자·원본

의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사례

처음 사례에서, 계약 당시든 일부변제 당시든 서로 합의한 게 없다고 합시다. 특

별히 비용은 발생한 게 없지만, 이자는 변제일인 2013. 6. 30.까지 발생했죠. 방

금 본 것처럼 ① 2012. 7. 1.자 채무는 이자 48만 원(= 200만 원 × 2% × 12

개월), ② 2013. 1. 1.자 채무는 이자 15만 원(= 250만 원 × 1% × 6개월)이 발

생했습니다.

1. 100만 원은 먼저 이자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총이자 63만 원(= 48만 원 + 

15만 원)은 모두 소멸합니다(= 63만 원 - 63만 원).

2. 나머지 37만 원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원본이라면 2012. 7. 1.자 채무 200만 

원, 2013. 1. 1.자 채무 250만 원, 매매 금채무 50만 원 이렇게 총 500만 

원 채무가 있는데, 여기에 적당히 충당됩니다. 어쨌든 원본은 총 463만 원만 

남겠죠(= 500만 원 - 37만 원).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

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

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2012. 7. 1.자
대여금

200만 원

48만 원

15만 원

①

② 100만 원

50만 원

250만 원
2013. 1. 1.자

대여금

2013. 4. 1.자
매매대금

2013. 6. 30.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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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서로 합의가 없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총비용, 총이자, 총원본 순으로 충당됩니다.

2. 이제 비용끼리는, 이자끼리는, 원본끼리는 각각 어떤 순서로 충당되는지가 문

제입니다.

지정변제충당

의의

비용끼리, 이자끼리, 원본끼리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충당합

니다. 이를 지정변제충당, 줄여서 지정충당(designation appropriation)이라 합

니다. 그리고 지정할 권한이 있는 그 사람을 지정권자라고 합니다.

제1차적 지정권자 - 변제자

먼저 변제자의 지정에 의하여 충당합니다. 즉, 제1차적 지정권자는 변제자입니다. 

예를 들어, 차상원 씨가 1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일방적으로 ① 2013. 1. 1.자 채

무, ② 2012. 7. 1.자 채무, ③ 매매 금채무 순으로 충당순서를 지정했다고 합시다.

비용은 발생한 게 없으니, 일단 총이자에 충당됩니다. 이자끼리는 지정된 순서에 

따릅니다.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

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2012. 7. 1.자
대여금

200만 원

48만 원

15만 원

①

①

②

②

②

100만 원

50만 원

250만 원
2013. 1. 1.자

대여금

2013. 4. 1.자
매매대금

2013. 6. 30.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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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자
대여금

200만 원

48만 원

15만 원

①

②

③

100만 원

50만 원

250만 원
2013. 1. 1.자

대여금

2013. 4. 1.자
매매대금

2013. 6. 30.자
변제

1. 먼저 100만 원은 2013. 1. 1.자 채무 이자 15만 원(= 250만 원 × 1% × 6

개월)에 충당됩니다. 2013. 1. 1.자 채무 이자는 모두 소멸합니다(15만 원 - 

15만 원).

2. 남은 85만 원은 2012. 7. 1.자 채무 이자 48만 원(= 200만 원 × 2% × 12

개월)에 충당됩니다. 역시 2012. 7. 1.자 채무 이자도 모두 소멸합니다(48만 

원 - 48만 원).

이제 총원본에 충당됩니다. 원본끼리도 지정된 순서에 따릅니다.

1. 남은 37만 원은 2013. 1. 1.자 채무 원본 250만 원에 37만 원까지 충당됩

니다. 따라서 2013. 1. 1.자 채무 원본은 213만 원(= 250만 원 - 37만 원)

이 남습니다.

2. 이제 더 이상 충당할 것이 없으므로, 2012. 7. 1.자 채무 원본 200만 원, 매

매 금채무 50만 원 모두 그 로 남습니다.

제2차적 지정권자 - 변제수령자

변제자의 지정도 없을 경우에는, 변제수령자가 지정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즉, 

제2차적 지정권자는 변제수령권자입니다. 예를 들어, 차상원 씨가 100만 원을 변

제하면서 지정을 하지 않자, 김용완 씨가 일방적으로 ① 매매 금채무, ② 2013. 

1. 1.자 채무, ③ 2012. 7. 1.자 채무 순으로 충당순서를 지정했다고 합시다.

비용은 발생한 게 없으니, 일단 총이자에 충당됩니다. 이자끼리는 지정된 순서에 

따릅니다.

1. 먼저 100만 원은 2013. 1. 1.자 채무 이자 15만 원(= 250만 원 × 1% × 6개월)

에 충당됩니다. 2013. 1. 1.자 채무 이자는 모두 소멸합니다(15만 원 - 15만 원).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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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자
대여금

200만 원

48만 원

15만 원

50만 원

250만 원
2013. 1. 1.자

대여금

2013. 4. 1.자
메메데금

②

100만 원
2013. 6. 30.자

변제

①

③

2. 남은 85만 원은 2012. 7. 1.자 채무 이자 48만 원(= 200만 원 × 2% × 12

개월)에 충당됩니다. 역시 2012. 7. 1.자 채무 이자도 모두 소멸합니다(48만 

원 - 48만 원). 

이제 총원본에 충당됩니다. 원본끼리도 지정된 순서에 따릅니다.

1. 남은 37만 원은 매매 금채무 50만 원에 37만 원까지 충당됩니다. 따라서 매

매 금채무는 13만 원(= 50만 원 - 37만 원)이 남습니다.

2. 이제 더 이상 충당할 것이 없으므로, 2012. 7. 1.자 채무 원본 200만 원, 

2013. 1. 1.자 채무 원본 250만 원 모두 그 로 남습니다.

지정의 무효

1. 제2차적 지정권자인 변제수령자가 지정을 하면, 변제자는 이의할 수 있습니

다. 그러면 지정이 무효로 됩니다.

2. 따라서 충당에 관해 합의도 없고, 지정도 무효인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법이 순서를 직접 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변제충당

의의

비용끼리, 이자끼리, 원본끼리의 충당방법에 관해 지정이 없거나 무효라면, 법

이 정해 준 순서 로 충당합니다. 이것을 법정변제충당, 줄여서 법정충당(legal 

appropriation)이라 합니다.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

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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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순서

1. 2012. 7. 1.자 채무와 매매 금채무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했고, 2013. 1. 

1.자 채무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2. 7. 1.자 채무 

및 매매 금채무가 우선 충당됩니다(민법 제477조 제1호).

2. 2012. 7. 1.자 채무에는 이자가 붙어 있으므로, 매매 금채무보다 변제이익

이 큽니다. 따라서 2012. 7. 1.자 채무가 가장 우선해서 충당됩니다(민법 제

477조 제2호).

3. 즉, 비용끼리, 이자끼리, 원본끼리는, ① 2012. 7. 1.자 채무, ② 매매 금채

무, ③ 2013. 1. 1.자 채무 순으로 충당됩니다.

사례

비용은 발생한 게 없으니, 일단 총이자에 충당됩니다. 이자끼리는 법정충당순서

에 따릅니다.

1. 먼저 100만 원은 2012. 7. 1.자 채무 이자 48만 원(= 200만 원 × 2% × 

12개월)에 충당됩니다. 2012. 7. 1.자 채무 이자는 모두 소멸합니다(48만 

원 - 48만 원).

2. 남은 52만 원은 2013. 1. 1.자 채무 이자 15만 원(= 250만 원 × 1% × 6

개월)에 충당됩니다. 역시 2013. 1. 1.자 채무 이자도 모두 소멸합니다(15만 

원 - 15만 원).

이제 총원본에 충당됩니다. 원본끼리도 법정충당순서에 따릅니다.

1. 남은 37만 원은 2012. 7. 1.자 채무 원본 200만 원에 37만 원까지 충당됩

니다. 따라서 2012. 7. 1.자 채무 원본은 163만 원(= 200만 원 - 37만 원)

이 남습니다.

2. 이제 더 이상 충당할 것이 없으므로, 2013. 1. 1.자 채무 원본 250만 원, 매

매 금채무 50만 원 모두 그 로 남습니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

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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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1.자
대여금

200만 원

48만 원

15만 원

①

②

③

100만 원

50만 원

250만 원
2013. 1. 1.자

대여금

2013. 4. 1.자
매매대금

2013. 6. 30.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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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효력

지금까지는 채권이 언제 어떻게 왜 발생하고, 그렇게 발생한 채권이 어떻게 이동

하는지를 봤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채권을 갖게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공부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거

나 재산을 방치한다거나 하면, 채권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3가지로 나눠 봅시다.

오늘 강의인 Part 1 강제이행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에 실제로 권리를 실

현하는 것, 즉 강제집행의 기초개념까지 공부합니다.

1.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을 봅니다 (Part 1) .

2. 이행을 강제하지 않고 대신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 (예를 들어 원상회복, 손해배

   상)를 공부합니다 (Part 2).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Part 3).

채권자의 법적 조치에 관하여 (이행의 강제)

Effect of Obligation PART 1

제7강

Marinus van Reymerswaele

Zwei Steuereinnehmer (The Tax Collectors), 1540s

Oil on panel, 94 × 77 cm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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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Introduction

어느 길을 갈지는 당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달려 있다. - Lewis Carroll

 

이행과 불이행

머리에

1.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도 있고,

2.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행

채무자가 이행(performance)을 하는 게 바로 변제라고 했습니다. 변제를 하면 채

무가 목적을 달성해서 채무가 소멸합니다.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불이행

반 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불이행(non-performance) 또

는 급부장애라고 합니다. 

1.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강제로 이행하도록 할 수 있습

니다. 이것이 바로 강제이행입니다. 물론 강제이행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

2. 그러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행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

다. 강제이행은 안 되고, 다른 해결이 필요하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불이행'은 채무불이행(non-performance imputed to debtor)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결

이러한 불이행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채권자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즉 어떤 구제수단(remedies)이 있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행

이행이
가능한가

불이행

채무자
강제
이행

다른
방법

문제상황

문제 없음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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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런데 불이행 유형별로 법적 조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불이행의 유형을 분

석해야 합니다.

2. 한편, 각 유형별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꼭 1가지인 것은 아닙

니다. 예를 들어, ① 계약을 유지시키고 강제이행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②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머리에

1. 불이행이 채무자 탓일 수도 있습니다.

2. 불이행이 채무자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때문에 불이행(급부장애) 상황이 된 것을 특히 채무불이행

(non-performance imputed to debtor)이라 합니다. 즉, 불이행(급부장애) 중

에서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경우만을 부르는 말이죠. 채무불이행 상황에

서는, 가령,

1. 채무자에게 손해배상(damage) 책임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돈으로 때우

라는 겁니다.

2.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termination)할 수도 있습니다. 해제하면 계약이 소

급해서 무효로 되면서, 서로 원상회복(recovery)해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3.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까지 함께 할 수도 있

습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이행

천재지변, 예측할 수 없었던 제3자의 

방해 등으로 인해 불이행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이렇게 되면 무조건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2. 적당한 규칙에 따라 둘 중 누군

가가 손해를 부담하게 되겠죠.

3. 이를 위험부담(burden of 

risk) 문제라 합니다.

김용완

불이행

채무불이행
위험
부담

손해
배상

해제



154 제7강  채권의 효력 PART 1

담보책임

개념

물건을 매매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거나 하면, 매도인(물건인도의 채무자)이 매

수인(물건인도의 채권자)에게 각종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를 담보책임(warranty 

liability)이라 합니다.

의의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을 완전한 물건이라고 보고 돈까지 다 냈습니다. 따라서 하자 

있는 물건을 판 매도인으로서는 이유야 어쨌든 책임을 져야 공평합니다.

1.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

도인(채무자)의 과실과는 관계

없이 생기는 책임, 즉 무과실책

임(strict liability)입니다. 매

도인(채무자)에게 아무런 잘못

이 없더라도, 어쨌든 물건에 하자가 

있는 이상 담보책임을 집니다.

2. 한편, 담보책임은 유상계약(contract for value)에서 발생합니다. 무상계약

에서는 채권자(매수인)는 돈을 내지도 않고 이익만 받기 때문에, 채무자(매도

인)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울 근거가 없습니다.

불이행의 유형

제1유형: 불능

주기로 한 물건이 불에 타 버리거나 해서 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이행이 불가능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강제이행은 

무의미합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

도 없으므로 채무불이행도 아닙니

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 중 누가 

손해를 부담할 것인가 하는 위험부

담(burden of risk) 문제입니다.

2.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집니다. 이걸 

특별히 이행불능(impossibility of performance)이라 부릅니다. 손해배상

과 해제 문제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하자

물건

\

담보
책임

YES

NO

불능 채무자의
귀책사유

이행
불능

위험
부담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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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돈을 줄 채무, 즉 금전채무(monetary claim)에는 이행 불가능이란 게 없습니

다. 현실적으로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행이 가능하다고 간주합니다. 무

조건 이행 가능입니다.

제2유형: 지체

주기로 한 물건을 약속한 날짜보

다 늦게 주는 것처럼, 이행이 지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행이 가능하므로, 강

제이행(compulsory per-

formance)의 문제입니다.

2.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물론, 강제이행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채

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집니다. 이걸 특별히 이행지체(delay of perfor-

mance)라 부릅니다. 손해배상과 해제의 문제입니다.

제3유형: 불완전

물건을 건넸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이행이 불완전한 경

우가 있습니다.

1. 유상계약에서 채무자의 귀

책사유가 없는 경우: 귀책

사유도 없으므로 채무불이

행도 아닙니다. 다만, 담보

책임(warranty liability)

의 문제입니다.

2. 무상계약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불이행도 아니며, 무상계

약이므로 담보책임도 없습니다. 더 이상 서로 할 게 없습니다. 그저 채무자는 

채무를 면합니다(escape).

3.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집니다. 이걸 특

별히 불완전이행(defective performance)이라 부릅니다. 손해배상과 해제의 

문제입니다. 한편, 불완전한 부분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추완(sub-

sequent completion)이라 하는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추완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YES

NO

YES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상계약

불완전

이행

담보

책임

불완전

YES

NO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귀책사유
이행

지체

강제

이행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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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제4유형: 거절

물건을 주기로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못 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행을 거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거절은 그 자체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봐야

겠죠. 이행기 전이라 강제이행을 구할 수는 없겠지만, 

이행기 전에도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집니다. 

이걸 특별히 이행거절(refusal of performance)이

라 부릅니다. 손해배상과 해제의 문제입니다.

소결

불이행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이 채무불이행입니다. 다음은 

모두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1. 이행불능: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 귀책사유가 있는 불능

2. 이행지체: '지체' 중에서도 채무자 귀책사유가 있는 지체

3. 불완전이행: '불완전' 중에서도 채무자 귀책사유가 있는 불완전

4. 이행거절: '거절'

채무불이행 사안에는 해제와 원상회복,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

김용완 씨는 건축업자인 임성은 씨에게 공사금 총 10억 원에 도급을 주어 강물이 

흐르는 강원 화천군 코끼리면 123번지에 아름다운 전원주택 한 채를 짓도록 했습

니다. 공사에 관해 김용완 씨가 채권자, 임성은 씨가 채무자입니다.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성은 씨가 공사를 하던 도중 강물이 넘쳐 코끼리면 123번지 토지 부분이 강

으로 되어 공사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1. 그 이유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인 경우, 그렇다면 약속한 공사금 

10억 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하는 위험부담(burden of risk) 문제가 

생깁니다.

2. 그 이유가 임성은 씨의 관리실수로 다이너마이트 다발이 터진 것이었다면, 

임성은 씨는 이행불능(impossibility of performance)으로 인한 채무불이

행책임을 집니다. 즉, 김용완 씨는 해제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절 이행
거절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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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 지체된 경우

임성은 씨가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 공사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1. 그 이유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인 경우, 김용완 씨는 임성은 씨

에게 어서 공사를 끝마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듣지 않는다면 강제이행

(compulsory performance)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지

는 차차 배웁니다.

2. 그 이유가 임성은 씨의 개인사정 때문이었더라도, 일단 강제이행 청구는 당연

히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임성은 씨는 이행지체(delay of performance)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까지 집니다. 즉, 김용완 씨는 해제나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임성은 씨가 완공을 했는데, 주택 지붕에서 비가 줄줄 새는 하자가 있습니다.

1.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때문에 공사에 문제가 생긴 경우였다고 하더

라도, 유상계약인 이상 임성은 씨는 담보책임(warranty liability)을 집니다. 

담보책임이 무엇인지는 차차 배울텐데, 예를 들어 하자를 고쳐 달라거나 손해

배상을 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 이유가 임성은 씨의 설계 실수 때문이었다면, 임성은 씨는 담보책임 외에

도 불완전이행(incomplete performance)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집니

다. 즉,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붕을 수리해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책임 제도 때문에 어느 경우든 채무자가 비슷한 책임을 집니다만, 구체적인 책

임 범위는 다릅니다. 당연히 뒤의 경우가 책임 범위가 크겠죠. 이것도 차차 배웁니다.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임성은 씨가 약속한 날이 되기도 전에 김용완 씨에게 이 공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고 선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임성은 씨는 이행거절(refusal of performance)에 의

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집니다. 김용완 씨는 해제나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결론

1.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떠나서, 채권자가 강제이행(compulsory perfor-

mance)을 통해 채권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즉,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강제

집행(compulsory execution)을 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인 채권의 효력 PART 

1에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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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강제이행을 구하는 신, 돈으로 손해를 배상

(compensation)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때 계약을 해제(termi-

nation)하여 서로 원상회복(recovery)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강의인 채권의 효력 PART 2에서 보겠습니다.

3. 한편,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 위권(sub-

rogation right), 채권자취소권(revocation right)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

음 강의인 채권의 효력 PART 3에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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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The Compulsory Execution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였다. 

-《마태복음》제18장 제24절부터 제26절까지

 

강제이행

개념

채무이행이 법적으로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자진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강제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이행

(compulsory performance)이라 합니다.

의의

1. 물론, 개인이 폭력을 써서 실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

라야 합니다.

2. 일단, 법원에 소제기를 해서 판결(judgement)을 받아야 합니다.

3. 채권의 효력입니다.

강제집행

개념

채권자가 소제기를 해서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

도, 채무자가 버티고 있다고 합시다. 이럴 때, 채

권자가 판결 내용을 강제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집행(compulsory execution), 줄여서 

집행(execution)이라 합니다. 

1. 집행을 하는 채권자를 집행채권자(execu-

tion creditor)라고 합니다.

2. 집행을 당하는 채무자를 집행채무자(execution debtor)라고 합니다.

3. 그 둘 사이의 채권을 집행채권(execution claim)이라 합니다.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

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생략>

집행기관

집행
채권자

집행
채무자

집행신청/
집행위임

집행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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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1. 역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2. 즉, 법원의 판결을 전제로(with judgement), 국가권력을 통해 강제로 집행

하는 것입니다.

3. 판결의 효력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채권의 효력이기도 합니다.

강제이행과의 관계

1. 강제집행도 결국은 강제이행에 속합니다.

2. 다만 강제집행은 흔히 판결확정 이후의 상황에 사용합니다.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비교

소송절차

1. 소송절차는 판결을 통해 권리를 확정해서 분쟁을 

관념적으로(abstractly) 해결해 주는 절차입니다.

2. 법원(court)은 "이혜지 씨는 김용완 씨에게 어떠

어떠한 바이올린 1 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선

언합니다. 

1. 강제집행절차는 그 후속단계로 분쟁을 사실적으

로(actually) 해결해 주는 절차입니다.

2.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인 집행관은 이혜

지 씨가 갖고 있는 위 바이올린을 빼앗아서 김용

완 씨에게 건네줍니다.

집행기관

개념

그렇다면, 강제집행을 누가 담당하나요?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집행기

관(executive agency)이라 합니다. 강제집행 유형별로 이런 유형은 이 기관이, 저

런 유형은 저 기관이 하는 식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집행기관으로는 다음 3가

지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생략>에 기초하

여 한다.

법원

원고 피고

관념적 해결

집행기관

채권자 채무자

사실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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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1. 체로 물리력을 쓴다든지, 비교적 간단한 절차가 필요한 집행은 집행관(ex-

ecutor) 관할입니다.

2.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이를 

집행위임(delegation of execution)이라고 합니다. 집행관에게 신청서를 내

는 겁니다.

집행관법

제2조(직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

의 송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무에 종사한다.

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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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

1. 체로 관념적이라든지 비교적 신중한 절차가 필요한 집행은 집행법원(court 

of execution) 관할입니다. 이름을 "OO집행법원"이라고 한 법원이 따로 있

는 것은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OO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는 겁니다.

2.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을 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마치 소

송에서 법원에 소제기를 하듯이, 적당한 제목을 붙여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제3조(집행법원) ① 이 법[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

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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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때의 제1심 법원을 "소를 받은 법원"이라는 의미로 "수소법원(court of 

lawsuit)"이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수소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한편, 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는데, 서울 양

천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 구역이므로, 위 사례에서 집행법원은 서울남부지

방법원입니다.

수소법원

1. 어떤 경우에는 수소법원(court of lawsuit)이 집행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2. 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

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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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The Authority Source of Execution

근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기는 것이다. - 유자

 

개념

의의

아무래도 강제집행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

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공적인 근

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행권원(au-

thority source of execution)입니다.

집행권원의 요소

1. 집행권원은 공적인 기관이 작성해야 합니다.

2. 집행권원에는 청구권(채권)이 무엇인지, 어느 범위까지인지 나와 있어야 합니다.

3. 집행권원은 그 청구권 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힘을 집행

력(executory power)이라 합니다.

4. 집행권원은 공정증서여야 합니다.

확정판결

확정판결의 개념

판결에 해서는 원래 상소로 다툴 수 있는데, 더 이상 상소할 수 없게 된 상태를 

판결의 확정이라 합니다. 상소기간을 넘겼다든지, 제3심 판결이라든지 하면 판결이 

확정된다는 거죠. 확정된 판결을 확정판결(conclusive judgement)이라 합니다.

집행권원으로서의 확정판결

1. 판결은 법원이 작성하고,

2. 판결 주문에는 채권(청구권) 범위가 나와 있고,

3. 확정판결에는 집행력이 있으며,

4. 한편, 판결문은 공정증서이기 때문에, 확정판결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

근거

채권자 채무자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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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집행권원

그런데 확정판결이 가장 표적인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얘기한 것이

고, 사실은 확정판결 말고도 다른 집행권원들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된 지급명령(payment order)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1.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분쟁을 처리하는 간이한 소송제도로 지급명령 제도

가 있습니다. 

2. 소제기 신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선 변론이나 판결 없이 지급명령

을 내립니다.

3.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당사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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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decision to recommend performance)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1. 청구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소액사건(small claims case)이라 

합니다.

2.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판사가 소장을 보고 피고에게 청구취지 그 로 이행하

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선 변론이나 판결 없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당사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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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화해조서(settlement protocol)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1.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그 로 조서에 기재되고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신

청절차는 없습니다. 즉, 성립한 순간 곧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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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decision to recommend settlement)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1.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당사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됩니다.

2.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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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조정조서(mediation protocol)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1.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 화해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절차는 없고, 성립한 순간 집행권원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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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decision of alternative mediation)은 집행권원

이 됩니다.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당사자가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

정됩니다.

2.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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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조서

인낙조서(recognition protocol)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1. 청구인낙이 있으면, 청구 인용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2. 화해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절차는 없고, 성립한 순간 집행권원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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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있는 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judgment with sentence of provisional execution)도 

집행권원입니다.

1. 가집행(provisional execution)이란, 쉽게 말해 임시로 강제집행을 하는 

겁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주는 제도입니다.

2.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 판결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면 확정되기 전에도 일단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상 방이 판결에 불

복해 상소해서 상소심 진행 중이라도 일단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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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증서

집행증서(execution document)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1. 집행증서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

지가 적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집행증서를 작성해 두면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

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

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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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집행명령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에 한 검사

의 집행명령(order of execution)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1.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국가( 한민국)에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

가가 채권자가, 피고인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2. 이 때 검사의 집행명령을 근거로 국가가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

는 겁니다.

소결

1. 그러므로 사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있어야 하는 게 꼭 확정판결은 아닙니다. 

위에 나열한 집행권원을 가지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금 단계에서 위에 나열한 것들을 하나 하나 다 이해하려면 머리가 아프니,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결론

1.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확정판결 등은 집행권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

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집행권원]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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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집행방법
The Method of Execution

채무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건 문명이 진보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결과라 했다.

- Honoré de Balzac

 

머리에

강제이행(강제집행)의 방법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강제

2. 체집행

3. 간접강제

4.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기초개념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

1. 작위(commission)채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주어야 하는 채무. 가

령, 어떤 건물을 철거할 채무, 어떤 물건을 주어야 하는 채무, 채무자 명의로 

어떤 어음을 발행하기로 하는 채무, 어떤 의사표시를 할 채무 등

2. 부작위(omission)채무: 무언가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주지 말아야 하는 

채무. 가령, 상 방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팔지 않기로 할 채무, 어떤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할 채무 등

주는 채무와 하는 채무

1. 주는 채무(obligation to give): 무언가를 줄 채무. 가령, 어떤 물건을 주어

야 하는 채무 등

2. 하는 채무(obligation to do): 무언가를 할 채무. 가령, 어떤 건물을 철거

할 채무, 채무자 명의로 어떤 어음을 발행하기로 하는 채무, 어떤 의사표시

를 할 채무 등

대체적 채무와 부대체적 채무

1. 체적(substitutable) 채무: 다른 사람이 신 할 수 있는 채무. 가령, 어떤 

건물을 철거할 채무, 어떤 물건을 주어야 하는 채무 등

강제이행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의사표시의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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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체적(non-substitutable) 채무: 다른 사람이 신 할 수 없는 채무. 예

를 들어 채무자 명의로 어떤 어음을 발행하기로 하는 채무, 어떤 의사표시를 

할 채무, 상 방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팔지 않기로 할 채무, 어떤 광고를 하

지 말아야 할 채무 등

모든 부작위(omission)채무는 부대체적 채무입니다. 생각해 보면, 부작위채무는 

그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가 없지요. 

직접강제

개념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협력 없이 채권을 실현하는 방법을 직접강제(direct com-

pulsion)라 합니다.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사용 영역 - 주는 채무

말 그 로, 채무자 없이도 직접 할 수 있는 채무 실현에 씁니다.

1. 체적 작위채무 중 주는 채무(obligation to give)에 이용합니다.

2. 예를 들어, 동산인도청구에서 채권자가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사례

1. 김용완 씨는 이혜지 씨가 쓰던 중고 바이올린 1 를 받기로 했는데 이혜지 씨

가 주지 않는다고 합시다.

2. 그래서 김용완 씨는 이혜지 씨를 상 로 물품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3.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이혜지 씨가 인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

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작위 채무

부작위 채무

주는 채무

대체적 채무

부대체적 채무

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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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면 김용완 씨는 집행기관(집행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위임을 

하는 거죠. 

5. 집행관은 이혜지 씨로부터 그 바이올린 1 를 빼앗아 김용완 씨에게 인도해 

줍니다.

대체집행

개념

직접강제를 할 수 없다면, 채권자나 제3자가 채무자를 신해 의무내용을 실현하

게 하고 비용은 채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실현하는 방법을 

체집행(substitute execution)이라 합니다.

사용 영역 - 대체적 작위채무이고 하는 채무

체적(substitutable) 채무 실현에 씁니다. 즉,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신 

해도 되는 채무를 실현할 때 이용합니다.

1. 체적 작위채무 중 하는 채무(obligation to do)에 이용합니다.

2. 예를 들어, 철거청구에서 채권자가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주는 채무도 원래 대체적 작위채무에는 해당하지만, 직접강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는 채무는 직접강제를 하지, 대체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② 전항의 채무[직접강제가 금지되는 채무]가 <생략> 채무자의 일신

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

게 할 것을 법원[수소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대체집행) ① 민법 제389조 제2항 후단<생략>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

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집행관

김용완

채권자

집행위임

채무자

인도
이혜지

바이올린

집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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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김용완 씨 소유 토지 위에 임오현 씨가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 놓았습니다. 김

용완 씨는 건물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2. 그래서 김용완 씨는 임오현 씨를 상 로 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

결을 받았습니다.

3.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임오현 씨가 철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4. 그러면 김용완 씨는 집행기관(수소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5. 수소법원은 임오현 씨의 비용으로 제3자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김용완 씨에

게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간접강제

개념

직접강제, 체집행 모두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

으면 채무자를 구금하거나 돈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해서, 별 수 없이 채무

를 이행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방법을 간접강제(indirect compulsion)라 합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채무자에게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

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수소법원

제3자

김용완

채권자

집행신청

채무자

철
거

권
한
부
여

임오현

불법건물

집행대상

비용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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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영역 - 부대체적 채무(단, 의사표시채무 제외)

부 체적(non-substitutable) 채무 실현에 씁니다. 즉,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

이 할 수 없는 채무를 실현할 때 이용합니다. 직접강제나 체집행이 안 되기 때

문에 간접강제를 합니다.

1. 부 체적 작위(non-substitutable commission)채무: 작위채무 중에서도 

부 체적 채무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어음을 발행할 채무의 

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표시를 할 채무도 부대체적 채무입니다만, 간접강제를 이용할 수 없습

니다. 일단 이렇게 기억해 두고, 왜 그런지는 이따가 보죠.

2. 부작위(omission)채무: 부작위채무는 원래 언제나 부 체적 채무에 해당한

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 방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팔지 않기로 할 채무

의 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부대체적 작위채무 사례

1. 임지해 씨는 김용완 씨에게 어떠어떠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기로 하였는데 약

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 그래서 김용완 씨는 임지해 씨를 상 로 약속어음발행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

소판결을 받았습니다.

3.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임지해 씨가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임의이행의 거부 상황입니다.

4. 그러면 김용완 씨는 집행기관(수소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①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

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생략>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 시에 일

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

부작위채무는 부대체적 채무로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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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소법원은 임지해 씨가 언제까지 어떠어떠한 약속어음을 발행해야 하며, 그

렇게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지날 때마다 50만 원씩 돈을 내야 한

다는 취지로 결정합니다.

부작위채무 사례

1. 바이올린 장인 윤선경 씨는 김용완 씨에게 1,000만 원짜리 바이올린 30

를 팔면서, "앞으로는 같은 급의 바이올린은 만들지 않겠다"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윤선경 씨는 김용완 씨 몰래 같은 급의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다른 사

람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2. 그래서 김용완 씨는 윤선경 씨를 상 로 판매금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 "윤선

경 씨가 더 이상 어떠어떠한 바이올린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승소판

결을 받습니다.

3.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윤선경 씨가 계속 같은 급의 바이올린을 만들고 있

습니다. 즉, 임의이행의 거부 상황입니다.

4. 그러면 김용완 씨는 집행기관(수소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

그런데 부작위채무는 부대체적 채무로서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한 것이

고 통상적으로는 판결절차(협의의 소송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

의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민사집행법 제262조)]을 거쳐 [민

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

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하여는 통상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

의 별도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

무불이행 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수소법원

김용완

채권자

집행신청

채무자

결정

임지해

어음발행

집행대상

발행 없으면
하루에 5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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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소법원은 윤선경 씨가 어떠어떠한 바이올린을 만들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루마다 50만 원씩 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합니다.

절차의 분석

1. 우선 소제기를 해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소송절차 또는 판결절차)

2. 그 다음 별도로 강제집행(간접강제)을 신청해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겁니다

(집행절차).

절차의 간소화

예외적으로 처음 소송절차(판결절차) 때부터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1. 부 체적 작위채무 사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언제나 위와 같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하여야만 비로소 간

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행권원의 성립과 강제집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충분한 손해전보가 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집행제

도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판

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

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

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

을 할 수 있다.

수소법원

김용완

채권자

집행신청

채무자

결정

윤선경

제작 중단하기

집행대상

중단 안 하면
하루에 50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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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작위채무 사례

간접강제결정 후 나중에 채무이행한 경우?

1. 간접강제결정이 나왔지만 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우

여곡절 끝에 한참 지나 결국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채무자는 

그때까지 발생했던 배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2. 채무자는 여전히 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상금 지급채무 자체에 

관해서도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문제점

1. 채무 자체가 "어떠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이처럼 의사표시를 할 것(의사 진술을 할 것)이 채무인 경우, 집행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속담처럼, 채무자를 강제로 데려올 수는 있어도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게 만

들 수는 없습니다.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개념

1. 일단,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를 상 로 "어떠어떠한 의사를 진술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생략> 심리적 강제수단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채무자

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이라는 성격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하였다면, 채

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

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하여 명할 적

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위 법

조에 의하여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즉,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183제7강  채권의 효력 PART 1

2. 그러면 소송절차에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어떠한 의사를 진술하라"

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3. 여기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순간 그 의사표시를 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 자체

로 끝입니다. 더 집행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말하자면, 확정 순간 집행이 시작

해서 0초만에 집행이 끝나는 거죠.

4. 현실적인 집행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처럼 관념적인 집행을 인정하는 겁니

다. 이것을 의사표시의무의 집행(execution for expression of intent)이

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판결을 "의사진술을 명한 판결" 또는 용판결

(alternative judgment)이라 합니다.

사용 영역 - 의사표시채무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는 채무를 실현할 때에 이용합니다.

1. 하는 채무(obligation to do) 중 부 체적 작위(non-substitutable com-

mission)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히 그 중에서도 법률행위(의사표시)

를 하는 채무라면, 의사표시의무집행이라는 특별한 집행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2. 일단 부 체적 채무이므로 체집행이 안 됩니다. 의사표시를 해야 할 사람

(A)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B)이 신 의사표시를 한다 해서 그것을 A의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이런 경우는 간접강제도 안 됩니다. 간접강제를 통해 압박을 해서 의

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입니다. 설령 그렇게 의사표시를 하더라

도, 협박(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나중에 취소되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② 전항의 채무[직접강제가 금지되는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생략> 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 <생략>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생략>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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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할 채무는 "의사표시의무의 집

행" 방식으로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1. 김용완 씨는 정진원 씨로부터 늑 시 여우구 너구리로 133에 있는 집을 사

서 매매 금 2억 원 전액을 냈는데도, 정진원 씨가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는

다고 합시다.

2. 원래 김용완 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김용완 씨와 정진원 씨가 

함께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김용완 씨로서는 정

진원 씨가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 주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정진원 씨가 의

사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3. 그래서 김용완 씨는 정진원 씨를 상 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합

니다.

4. 여기서 소장 청구취지에 "피고는 늑 시 여우구 너구리로 133 주택에 관하여 

원고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라"라고 쓰면 될 것입니

다. 물론, 실무에서는 "...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간단

하게 쓰는데, 단지 표현상의 편의 때문이고, 그 의미는 어디까지나 의사진술

을 명하는 취지입니다.

5. 이렇게 소제기가 되어 그 로 청구인용(원고 승소) 판결이 나고 확정되면, 그 

자체로 정진원 씨의 등기신청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순간 

집행은 완료된 겁니다. 집행절차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생략>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

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법원

김용완 정진원

채권자

판결

확정(소송절차)
소제기

채무자

집행완료

주택

의사를 진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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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론, 실제로 김용완 씨가 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합니

다. 하지만 아까 본 것처럼 이미 집행(execution)은 끝났기 때문에, 그러한 

후속 절차가 집행절차는 아닙니다. 말 그 로 후속 절차일 뿐입니다.

등기청구소송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 따라서 집

행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 정도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으로 신청한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0552 판결

등기의무와 같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집행권원이 있다.] <생략>

작위 채무

부작위 채무

주는 채무

대체적 채무

부대체적 채무

하는 채무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의사표시의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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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The Monetary Execution & The Non-monetary Execution

돈은 양으로 따질 뿐, 질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 Georg Simmel

 

개념

금전집행

1. 금전채권자가 하는 집행이 금전집행

(monetary execution)입니다. 결

국 돈 받기 위한 집행입니다.

2.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라 

합니다.

3. 즉, 집행채권이 금전채권인 집행입니다.

비금전집행

1. 금전채권자가 아닌 채권자가 하는 

집행이  비금전집행(non-mone-

tary execution)입니다. 결국 돈 

받기 위한 건 아닌 집행입니다.

2.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입니다.

3. 즉, 집행채권이 금전채권 외의 채권인 집행입니다.

주의사항

집행채권과 집행대상의 구별 

1. 집행채권(purpose of execution):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 사이의 채

권이 집행채권입니다.

2. 집행 상(target of execution):집

행채권자가 집행을 하려는 집행채무

자의 재산이 집행 상입니다.

금전집행의 집행대상 

금전집행이냐 비금전집행이냐는 집행 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금전

집행이라도, 집행 상은 금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두 금전집행입니다.

금전채권자 금전채무자

집행채권

금전

집행
채권자

집행
채무자

금전 아닌 채권자 금전 아닌 채무자

집행채권

금전 아님

집행
채권자

집행
채무자

집행채권

집행대상

집행

집행
채권자

집행
채무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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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배당을 받는 것도, 금

전집행입니다. 즉, 금전집행 중 부동산에 한 집행일 뿐입니다.

2.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유체동산(눈으로 보이는 동산)을 강제경매해

서 배당을 받는 것도, 금전집행입니다. 즉, 금전집행 중 유체동산에 한 집행

일 뿐입니다.

3.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채무자가 누군가에 해 갖고 있는 채권을 압

류하는 것도, 금전집행입니다. 즉, 금전집행 중 채권에 한 집행일 뿐입니다. 

채권도 집행채무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집행채무자의 채무자

를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비금전집행의 사례

다음은 집행채권(purpose of execution)이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비금전집행인 

사례입니다.

1. 바이올린 1 를 빼앗아 오는 집행에

서, 채권자는 동산인도청구권자입니

다. 따라서 비금전집행이고, 그 중 동

산인도청구의 집행입니다.

2.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가 건물을 

철거하는 집행에서, 채권자는 건물

철거청구권자입니다. 따라서 비금전집행이고, 그 중 체집행입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채권자는 이전등기청구권자입니다. 비금전집

행이고, 그 중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입니다.

금전채권자 금전채무자

집행채권

금전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제3채무자

집행
채권자

집행
채무자

집행채권

금전채권 아님

집행
채권자

집행
채무자동산인도청구

건물철거청구

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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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집행의 사례

다음은 집행채권(purpose of execution)이 금전채권이므로, 금전집행인 사례입니다.

1. 사채업자가  채무자 집에 있

는 가전제품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집행에서, 채권자는 

금전지급청구권자입니다. 금

전집행, 그 중 유체동산에 

한 강제집행입니다.

2. 사채업자가 채무자 집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로 넘기는 집행에서, 채권자는 금

전지급청구권자입니다. 금전집행이고, 그 중 부동산에 한 강제집행입니다.

분류체계

금전집행

1. 부동산에 한 집행

2. 동산에 한 집행: ① 유체동산에 한 집행, ② 채권에 한 집행

비금전집행

1. 동산인도청구집행, 부동산인도청구집행

2. 체집행

3. 간접강제

4.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민사집행법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금전집행, 제61조부터 제256조까지]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2편 강제집행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비금전집행, 제257조부터 제263조까지]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집행채권

금전채권임

집행
채권자

집행
채무자

금전지급청구

부동산

유체동산

집행채권

금전채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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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집행의 3단계

금전채권도 주는 채무(obligation to give)에 해당하므로, 금전채권자도 직접강

제로 집행합니다. 일반 물건이라면 집행관이 빼앗아 오면 될텐데, 돈의 경우는 보

통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의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그

렇게 바꾼 돈을 받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금전채권자가 돈을 받는 셈이어서, 직접강제(direct compulsion)입

니다.

제1단계: 압류

압류(seize)란,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특정 재산 

자체를 채권자가 취득하려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돈으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금전집행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1. 부동산 압류는 등기부에 압류 취지를 등기합니다.

2.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기관이 현실적으로 점유합니다.

3. 채권 압류는 좀 복잡합니다. 이따가 따로 보죠.

  제260조(대체집행)

  제261조(간접강제)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처분금지 재산을 돈으로 변제

얍류 현금화 배당

집행채권

집행관원

처분금지

금전

얍류

집행
채권자

집행
채무자

재산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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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현금화

현금화란, 압류한 재산을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1. 부동산 현금화는, 집행기관이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매각하여 금을 취득

하는 겁니다.

2. 유체동산 현금화도 역시 집행기관이 유체동산을 매각하여 금을 취득하

는 겁니다.

3. 채권 현금화는 좀 복잡합니다. 이따가 따로 보죠.

제3단계: 변제(배당)

위와 같이 현금화한 것을 채권자에게 줍니다. 금전집행이므로, 돈을 지급함으로써 

채권은 목적을 달성합니다. 

1. 경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로써 집행은 끝납니다.

2. 그러나 만약 다른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하면,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 사이의

순위에 따라 돈을 줍니다. 이를 배당절차라 합니다. 그 결과 배당을 부족하게 

받거나 아예 못 받는 사람도 생길 수 있지요.

집행채권

집행관원

현금화

금전
집행

채권자
집행

채무자

재산

확정
판결

\

집행채권

집행관원

배당

금전
집행

채권자
집행

채무자

확정
판결

\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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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The Execution of Claim

사람이 재산이다. - Bill Gates

머리에

1. 채권 자체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채권에 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2. 채권에 한 강제집행은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념

돈을 받을 사람이, 상 방 재산으로 채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

까? 집행권원을 받은 금전채권자(monetary creditor)는 채무자의 재산 중 채권

(claim)에 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에 한 강제집행(execution of 

claim), 줄여서 채권집행이라 부릅니다.

1. 집행채권자는 집행을 하는 채권자,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자의 채무자, 제3채

무자는 집행채무자의 채무자를 말합니다.

2. 집행채권이란, 집행을 통해 만족받

으려는 채권(purpose)을 말합니

다. 즉, 집행채권자의 집행채무자

에 한 채권입니다.

3. 피집행채권이란, 집행의 상(tar-

get)인 채권을 말합니다. 즉, 집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한 채권

입니다.

주의사항

금전집행인가 비금전집행인가?

집행채권(purpose)이 금전채권입니다. 따라서 금전집행(monetary execution)입니다.

집행대상은 무엇인가?

1. 집행 상(target)은 채권(claim)입니다.

2. 집행 상인 채권이 ① 유체동산인도청구권(채권)일 수도 있고, ② 부동산이전

등기청구권(채권)일 수도 있고, ③ 금전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채권에 

한 집행 사례입니다.

집행채권

집행대상

금전채무자

금전
집행

채무자

집행
채무자

채권

집행
채권자

집행
채무자

제3
채무자

target

purpose금전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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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 상이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인 경우, 유체동산이 집행 상이 

아닙니다. 이 때 유체동산은, 집행

상인 채권의 목적물일 뿐입니다.

4. 집행 상이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

인 경우, 부동산이 집행 상이 아

닙니다. 이 때 부동산은, 집행 상

인 채권의 목적물일 뿐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위치

1. 채권에 한 집행은 민사집행법 편제상 동산에 한 집행에 들어갑니다.

2. 금전집행은 ① 부동산에 한 집행과 ② 동산에 한 집행으로 나뉩니다. 채

권은 부동산이 아니므로, 이 둘 중 ② 동산에 한 집행에 넣은 것입니다.

3. 하지만 ① 채권에 한 집행과 ② 유체동산에 한 집행은 다른 겁니다. 서로 

포함관계가 아닙니다.

사례

집행채권의 존재

김용완 씨는 장혜성 씨에게 400만 원을 받을 채권(purpose)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혜성 씨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집행채권

집행대상

집행대상

집행

금전채무자

금전
집행

채무자

집행
채무자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집행
채권자

집행
채무자

제3
채무자

target

금전채권자

유체동산target

비금전집행

동산인도집행

부동산인도집행

대체집행

간접강제

의사표시의무집행

금전집행

부동산집행

유체동산집행

채권집행

동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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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취득

1. 그래서 김용완 씨는 장혜성 씨를 상 로 법원에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

급하라"는 청구취지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 김용완 씨는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이 확정판결은 김용완 씨의 집행권원(authority source of 

execution)이 됩니다.

집행대상의 존재

그런데 장혜성 씨는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다만 신병운 씨에 해 어떠어떠한 채권

(target)을 갖고 있을 뿐이라 합시다.

집행

1. 그러면 김용완 씨(집행채권자)는 장혜성 씨(집행채무자)의 신병운 씨(제3채무

자)에 한 위 채권을 압류해서,

2. 현금화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절차상 특징

집행기관

집행기관은 집행법원(court of execution)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압류를 집행법

원이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

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

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24조(집행법원) ①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채무자 주

소지]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집행채권

400만 원

집행관원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의 채무자
(제3채무자)

집행

김용완

채권

장혜성

신병운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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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 방법

1. 금전집행의 경우, 보통은 압류된 

물건(압류된 부동산, 압류된 동

산)을 막바로 경매로  처분해서 현

금화하고, 그 돈으로 집행채권자

가 만족을 받습니다.

2. 그런데 금전집행 중 채권에 한 집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 압류된 채권을 

막바로 처분해서 현금화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현금화합니다.

3. 따라서 금전집행에서 압류 상이 ① "물건" 자체인지(유체동산이나 부동산에 

한 집행), 아니면 ② 물건에 한 "청구권"인지(채권에 한 집행) 잘 구별해

야 합니다.

채권압류

머리에

채권에 한 강제집행도 금전집행이므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1. 제1단계: 채권을 압류

2. 제2단계: 압류된 채권의 현금화

3. 제3단계: 변제(배당)

제2단계, 제3단계는 채권에 한 강제집행의 세부 유형별로 특색이 있으므로, 세

부 유형별로 따로 보기로 합시다. 일단 공통적으로 제1단계 압류를 봅시다.

채권압류의 개념

집행권원을 받은 금전채권자는, 금전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제3자에 한 채권을 

압류합니다. 물론 집행기관인 집행법원을 통해 압류합니다. 이를 "채권을 압류한 

다", "채권이 압류를 당했다", "채권에 한 압류", "채권의 압류", "채권압류(seize 

of claim)" 등으로 표현합니다.

대법원 1978. 12. 18. 자 76마381 전원합의체 결정

[현행 제244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은 문리상 당연히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권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여기서 말하

는 청구권 속에 들어감에 의심이 없으며, 또 [현행 제244조]가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청

구권의 강제집행은 막바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에 만

족을 주는 식이 아니고 먼저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시켜]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실현된 목적의 부동산을 경매[함으로써] 채권자를 만족시

키는 방법을 쓰고 있음이 동조 제1, 2항의 취지로 능히 알 수 있는 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의 길은 환히 열려있[다.]

처분금지 재산을 돈으로

바로 경매?

변제

얍류 현금화 배당



195제7강  채권의 효력 PART 1

1. 채권자의 채무자에 한 채권은 집행채권(execution claim)입니다.

2. 피집행채권을 압류된 채권이라 하여 피압류채권(seized claim)이라고 합니

다. 즉 채무자가 갖고 있는 채권이 피압류채권입니다. 편의상 압류채권이라고

도 부릅니다.

3. 압류를 하는 채권자라 해서 집행채권자를 압류채권자(seize creditor)라고 

합니다.

4. 압류를 당하는 채무자라 해서 집행채무자를 피압류채무자라고 합니다. 편의

상 압류채무자(seize debtor)라

고도 합니다.

5. 피압류채권의 채무자, 즉 압류

채무자(집행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garnishee)라 합니

다.

채권압류의 효과

원래 압류가 된 재산은 처분할 수 없

습니다. 따라서 피압류채권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집행채권자 입장에서는 

피압류채권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3채무자와 압류채무자가 짜고 피압

류채권을 소멸시키면, 집행채권자는 

결국 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

니다. 그래서 집행법원에서 압류결정

을 내릴 때에도, 결정문에 다음 취지

를 명시합니다.

1. 압류선언(pronouncement of execution): "어떠어떠한 채권을 압류한다."

2. 변제금지(prohibition of performance):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무를 변제

하지 못한다." 그래서 피압류채권을 지급금지채권이라고도 부릅니다.

3. 수령 및 처분금지(prohibition of receipt and disposition): "집행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을 행사하거나 피압류채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원

래 압류의 핵심은 압류 상의 처분금지입니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집행채권

(피)압류채권

압류

압류
채권자

채권

(피)압류
채무자

제3
채무자

변제

수령

처분 채권

압류집행법원

압류
채권자

(피)압류
채무자

제3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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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의 절차

1. 처음에 채권자가 적당한 제목을 붙여 채권압류명령 신청서를 집행법원(court 

of execution)에 제출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압류에 관한 재판 당사자입니다.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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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면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자체가 곧 채권압류

입니다. 집행채권자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통해 압류하는 겁니다.

3. 집행법원은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집행법원은 결정서를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해 줍니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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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의 효력발생시기

1. 그런데 법원이 압류 결정만 내린 상태에서는 아직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압류 결정서를 받

아  봐야 비로소 그 때 압류가 

유효하게 됩니다. 제3채무자는 

원래 집행채권자와는 아무 상

관 없는 사람으로서, 피압류채

권이 압류됐는지도 모르는데 

피압류채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압류신청 압류결정

무효 유효

제3채무자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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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록 채무자가 재판 당사자이고, 제3채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지만, 채무자

가 송달받은 때가 언제인지는 상관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채권압류에 대한 불복

1. 압류명령은 법원의 결정(재판)이기 때문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을 항고권자라 부릅니다. 채권압류 결정에 한 항고권자는 채권

자, 채무자, 제3채무자입니다.

3. 그런데 항고권자 모두가 송달을 받은 

때부터 7일을 넘기거나 하면 더 이상 

압류명령에 해 항고할 수 없게 됩

니다. 이처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확정이라 합니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④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즉시항고) 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확정유효

제3채무자
송달

항고기간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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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The Execution of Claim for Corporeal Movables

어떤 물건을 몹시 탐내도록 만드려면, 손에 넣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면 된다.

 - Mark Twain

머리에

금전집행 중, 채권에 한 강제집행(execution of claim)의 하나입니다. 

개념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유체동산인도청구권(채권)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

습니다.

1. 집행채권이 금전채권입니다. 따

라서 금전집행입니다.

2. 집행 상이"집행채무자의 제3채

무자에 한 유체동산인도청구

권"이라는 채권이므로, 동산에 

한 집행 중 채권집행입니다.

3. 그러나 집행 상은 어디까지나 

채권이지, 유체동산 자체는 아

닙니다. 즉, 유체동산집행이 아니라, 채권집행입니다.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3단계 

제1단계: 압류

아까 본 것처럼 집행채권자가 집행법

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제목은 

보통 "유체동산인도청구권압류신청"

과 같이 답니다. 그러면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다

음을 명시합니다.

1. 압류선언: "어떠어떠한 유체동

산인도청구권을 압류한다."

2. 변제금지(인도금지): "제3채무자

는 채무자에 하여 위 물건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채권

(피)압류채권

집행

집행
채무자

집행
채무자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집행
채권자

집행
채무자

제3
채무자

유체동산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인도

영수

처분

압류

인도명령
집행법원

압류
채권자

(피)압류
채무자

제3
채무자

유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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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 및 수령금지(영수금지): "채무자는 위 인도청구권의 처분과 위 물건의 영

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인도명령: "제3채무자는 위 물건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

야 한다." 유체동산인도청구권압류에는 결정서 주문에 압류선언, 변제금지, 

수령금지 외에도 인도명령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계속 유체동

산을 갖고 있으면, 아래와 같이 현금화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행관이 나왔지만, 집행관은 여기서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채권에 한 집행

이므로 집행기관은 어디까지나 집행법원이고, 집행관은 그 보조기관일 뿐입니다.

제2단계: 현금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돈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1. 인도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제3채무자로부터 유체동산을 인도받습니다.

2. 집행관은 인도받은 유체동산을 경매로 매각해 돈으로 만듭니다.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유체동산·선박·자동차·건설기계·

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생략> 제

227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①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

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

하도록 명한다.

근거

제출

위임

인도매각

인도명령
집행법원

압류
채권자

(피)압류
채무자

제3
채무자

집행관

유체동산유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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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관은 이 돈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단계: 변제(배당)

사례

김용완 씨는 장혜성 씨 상 로 법원에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피고는 원

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장혜성 씨는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다만 박진아 씨로부터 중고 첼로 1 를 받을 

권리(채권)만 있다고 합시다.

제1단계: 압류

그러면 김용완 씨(채권자)는 

먼저 장혜성 씨(채무자)의 박

진아 씨(제3채무자)에 한 첼

로인도청구권(피집행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1. 즉, 장혜성 씨(채무자) 주

소지의 법원(집행법원)에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압

류명령신청"이라는 서면

을 제출합니다.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③ 제1항의 동산[인도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인도받은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법 제199

조 등]을 적용한다.

제199조(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

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69조(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집행관이 법 제2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

동산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제16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5조(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④ 집행관은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3조(배당절차의 개시) 법원[집행법원]은 <생략> 제169조[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

리 등]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제출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400만 원

400
만 원

제출

인도매각

집행법원

김용완 장혜성

박진아집행관

첼로첼로

첼로인도청구권

1,200
만 원

1,200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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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면 집행법원은 압류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제2단계: 현금화

1. 그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박진아 씨로부터 위 첼로 1 를 인도받습니다.

2. 그리고 경매를 합니다.

3. 그 결과 첼로가 1,200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4. 집행관은 1,200만 원을 집행법원에 냅니다.

제3단계: 변제

집행법원은 법에 따라 1,200만 원을 배당을 합니다.

1. 다행히 다른 채권자가 없어서 김용완 씨는 400만 원 모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나머지 800만 원은 장혜성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압류명령의 효과 

채3채무자에 대한 효과

변제금지(인도금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유체동산을 인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효과

1. 처분금지: 피압류채권(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처분은 금지됩니다. 가령, 채무

자가 제3채무자에 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채

권양도로서, 금지됩니다.

2. 수령금지(영수금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유체동산을 인도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압류
채권자

(피)압류
채무자

제3
채무자

제3자
유체동산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인도

영수

유체동산인도청구권 양도
(채권양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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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The Execution of Claim for Registration

땅이 인간에게 속하지 않고, 인간이 땅에 속한다.- 씨애틀 인디언 추장

머리에

금전집행 중, 채권에 한 강제집행(execution of claim) 중 하나입니다.

개념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부

동산이전등기청구권(채권)을 강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집행채권(purpose)이 금전채

권입니다. 따라서 금전집행입

니다.

2. 집행 상(target)이 "집행채

무자의 제3채무자에 한 부

동산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이므로, 동산에 한 집행 중 채권집행에 속

합니다.

3. 집행 상은 어디까지나 채권이지, 부동산 자체는 아닙니다. 즉, 부동산에 

한 집행이 아니라, 채권에 한 집행입니다.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3단계

제1단계: 압류 

아까 본 것처럼 집행채권자가 집

행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제목은 보통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압류신청"과 같이 답니다. 그

러면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다음을 명시합

니다.

1. 압류선언: "어떠어떠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다."

압류
집행법원

압류
채권자

(피)압류
채무자

제3
채무자

유체동산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

등기절차이행

등기수행

처분

집행
채권자

집행
채무자

제3
채무자

부동산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

(피)압류채권

집행

집행채권



205제7강  채권의 효력 PART 1

2. 변제금지(등기절차 이행금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해서는 아니 된다."

3. 처분 및 수령금지(등기수취 금지): "채무자는 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등기절차를 이행받는 것을 등기수취라 하는데, 등기수취도 금지됩니다.

제2단계: 현금화 

1.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

원이 신청을 받아 보관인을 

정합니다. 법원은 제3채무

자에게 "채무자에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채무자가 

아니라 보관인에게 이행하

라"는 취지로 명합니다. 이를 

권리이전명령이라 합니다.

2. 그러면 보관인이 채무자를 

리해 채무자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놓

습니다.

3. 그러면 부동산 자체가 채무자 재산으로 됐으니, 채권자는 이제 부동산 강제경

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강제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돈으로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유체동산·선박·자동차·건설기계·

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생략> 제

227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244조(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

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

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인은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

인이 된다.

권리이전명령
관할법원

압류
채권자

(피)압류
채무자

제3
채무자

부동산

\ 대리

근거
신청

등기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보관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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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 변제(배당)

사례

1. 김용완 씨는 장혜성 씨 상 로 법원에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피고

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

다(집행권원).

2. 그런데 장혜성 씨는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다만 최춘자 씨로부터 부동산 1

개를 받을 권리, 즉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만 있다고 합시다.

제1단계: 압류

그러면 김용완 씨(채권자)는 먼저 장혜성 씨(채무자)의 최춘자 씨(제3채무자)에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피집행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1. 즉, 장혜성 씨(채무자) 주소지의 법원(집행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

류명령신청"이라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2. 그러면 집행법원은 압류명령결정을 내립니다.

제2단계: 현금화

그 결정에 따라 김용완 씨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보관인이 선임됩니다.

3. 보관인이 장혜성 씨(채무자)를 리해서 최춘자 씨(제3채무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 명의가 장혜성 씨(채무자) 앞

으로 됐습니다.

4. 김용완 씨(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강제경매 결과 부

동산이 3,000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70조(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법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생략> 권리이

전된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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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명령

김용완 장혜성

최춘자

부동산

3,000
만 원

부동산
집행법원

대리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등기

400만 원

2,600
만 원

400
만 원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관인
부동산

제3단계: 변제

5. 집행법원은 법에 따라 

3,000만 원을 배당합니

다. 다행히 다른 채권자

가 없어서 김용완 씨는 

400만 원 모두를 받을 

수 있었고, 2,600만 원은 

장혜성 씨에게 돌아갔습

니다.

압류명령의 효과

채3채무자에 대한 효과

변제금지(등기금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금

지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효과

1. 처분금지: 피압류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은 금지됩니다. 가령, 채

무자가 제3채무자에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K)에게 양도하는 

것은 채권양도로서, 금지됩니다. 설령 제3채무자가 동의했다고 해도 여전히 

금지됩니다.

2. 수령금지(등기금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압류
채권자

(피)압류
채무자

제3
채무자

제3자
부동산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

등기절차이행

등기수취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채권양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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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체의 처분 가능성

그런데 만약 제3채무자가 부동산 자체를 제3자(L)에게 처분하는 것은 어떨까요? 

압류되면 처분이 금지된다는데, 그렇다면 처분이 금지되는 것 아닐까요?

1. 그러나 부동산 자체는 압류된 적이 없으므로, 부동산 자체는 처분할 수 있

습니다. 즉, 허용됩니다. 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일 뿐

입니다.

2. 따라서 만약 제3채무자로부터 제3자(L)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그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적법합니다. 압류효력에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생략>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

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생략>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생략>의 처분

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생략>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

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압류
채권자

(피)압류
채무자

제3
채무자

제3자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

매매

처분

등기

압류O

압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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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The Execution of Monetary Claim

채무의 법률적 성질은 그 법규에 영향을 미친다. - J. Bellissenet

머리에

금전집행 중, 채권에 한 강제집행(execution of claim) 중 하나입니다.

개념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

권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집행채권(purpose)이 금전채권

(monetary claim)입니다. 따라

서 금전집행입니다.

2. 집행 상(target)이 집행채무자

의 제3채무자에 한 금전채권

(monetary claim)이므로, 동산에 한 집행 중 채권집행에 속합니다.

3. 집행채권, 집행 상 모두 금전채권으로 성격이 통합니다. 그래서 집행 방법, 특

히 현금화 절차에도 이 점을 고려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의 3단계

제1단계: 압류

아까 본 것처럼 집행채권자가 집행법원

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제목은 "채권

압류명령 신청"과 같이 답니다. 그럼 집

행법원이 압류명령이란 결정을 내리면

서, 다음을 명시합니다.

1. 압류선언: "어떠어떠한 채권을 압

류한다."

2. 변제금지(지급금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하여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3. 수령금지(영수금지):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채권

(피)압류채권

집행

집행
채무자

집행
채무자

금전채권

집행
채권자

집행
채무자

제3
채무자

압류
집행법원

압류
채권자

(피)압류
채무자

제3
채무자

금전채권

지급

영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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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본 것처럼, 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압류가 유효합니다.

제2, 3단계: 현금화 및 만족

집행채권, 집행 상 모두 금전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해, 금전채권을 압류한 다음에

는 다음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 추심(collection) 방식: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식으

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전부(assignment) 방식: 집행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양수받는 

식으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

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추심

집행
채무자

집행
채무자

금전채권\

압류
채권자

(피)압류
채무자

제3
채무자

집행
채무자

집행
채무자

금전채권금전채권

압류
채권자

(피)압류
채무자

제3
채무자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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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의 효과

채3채무자에 대한 효과

1. 변제금지(지급금지): 피압류채권이 압류된 이상,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

급하는 건 금지됩니다. 그래서 피압류채권을 지급금지채권이라고도 합니다.

2. 제3채무자가 상계를 주장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집행채권자를 보호하기 위

한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효과

1. 처분금지: 피압류채권(금전채권)

의 처분은 금지됩니다. 가령, 채

무자가 제3채무자에 한 금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은 채권양도로서, 금지됩니다. 

채무면제 같은 것도 금지됩니다.

2. 수령금지(영수금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금전지급을 받

는 것도 변제수령으로, 당연히 

금지됩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가능성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 로 이행청구를 하는 건 어떨까요?

1. 소제기가 허용되는 것은 물론, 승소판결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는다

고 해서, 피압류채권을 처분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98조 (지급금지채권[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

는 명령[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

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

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

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

칙이[다.]

압류
집행법원

압류
채권자

(피)압류
채무자

제3
채무자

금전채권

지급

영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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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지만 채무자가 그 판결을 받고 나서 제3채무자를 상 로 실제 집행을 할 수

는 없습니다. 집행을 해서 만족을 얻는 건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

가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계약 취소·해제 가능성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금전채

권(피압류채권)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서로 계약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무

자나 제3채무자가 그 계약을 가령 사

기를 이유로 취소한다거나, 계약위반

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은 어떨까요?

1. 이것까지 피압류채권의 처분이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즉, 허용

됩니다.

2. 취소·해제 결과 피압류채권도 소멸합니다. 그 결과 압류도 상(target)을 잃어, 

효력을 잃습니다.

추심 방식의 집행 

머리에

금전채권에 한 집행에서 현금화 방법에는 추심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자

세히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수급인의 보수채권[금전채권인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

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압류로써 위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

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

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금전채권인 피압류채권]은 소

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압류
집행법원

압류
채권자

(피)압류
채무자

제3
채무자

금전채권

계약

소송

취소·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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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 추심(collection)이란, 집행채권

자가 채무자 신 직접 제3채무

자에 해 피집행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그에 따라 금전을 수

령해서, 자기 채권(집행채권) 변

제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2. 추심을 하는 집행채권자를 추심채

권자(collection creditor), 집행채무자를 추심채무자(collection debtor), 피집

행채권을 추심채권, 피집행채권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garnishee)라 합니다.

3. 집행법원이 채권자에게 추심 권한을 주는 명령을 추심명령(collection order)

이라 합니다. 추심명령도 집행법원의 재판입니다.

절차

1. 채권자가 추심명령 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압류가 된 다음에 

채권추심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처음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

령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채권압류와 채권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

습니다.

추심

이행청구

집행대상

집행채권

집행
채무자

금전채권

금전채권

\

추심
채권자

추심
채무자

제3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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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면 집행법원이 추심명령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3. 집행법원은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집행법원은 결정서를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해 줍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생략> 준용한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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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면 추심채권자는 자기 명의로 제3채무자에 해 추심채권을 행사합니다.

5. 실제로 추심을 완료해야 채권집행절차(추심절차)가 종료됩니다.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

1. 추심명령도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송달을 받은 때부터 7일이라는 기간을 넘기거나 하면 추심명령이 확

정됩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

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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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의 효력발생시기 

1. 그런데 법원이 추심명령만 내린 상태에

서는 아직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 결정서를 받아 

봐야 비로소 그  때 추심명령이 유효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시점을 기

준으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3. 아직 확정되기 전에도, 일단 추심명령은 유

효합니다.

추심명령의 효과 

1. 금전채권에 한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집행채권

을 처분하지 못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2. 거기서 나아가 추심명령의 효과로서, 

이제는 오직 추심채권자만 추심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 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압류만 된 상태와 비교하세요.

3. 추심명령만 받고 실제로 추심을 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집행채권과 피압류채

권 모두 원래 로 그 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실제 추심을 하면, 

그만큼 피집행채권이 소멸하고, 경합이 없으면 집행채권도 소멸합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⑥제1항의 신청[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

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따

라서 추심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추심
집행법원

추심
채권자

추심
채무자

제3
채무자

금전채권

소송소각하

추심명령신청 추심명령

무효 유효

제3채무자
송달

확정유효

제3채무자
송달

항고기간
도과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생략> 준용한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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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가 볼 전부명령과 비교하세요.

사례

김용완 씨는 장혜성 씨를 상 로 법

원에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해

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

급하라"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

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장혜성 씨

는 다른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다

만, 장혜성 씨는 예전에 신병운 씨에

게 500만 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여금반환채권만 갖고 있다고 합시다.

1. 압류 및 추심명령: 김용완 씨(채권자)는 먼저 장혜성 씨(채무자)의 신병운 씨   

(제3채무자)에  한 여금채권(피집행채권) 중 400만 원 부분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습니다. 즉, 장혜성 씨(채무자) 주소지의 법원(집행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라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그럼 집행법원은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2. 추심채권 행사: 그러면 김용완 씨(추심채권자)는 신병운 씨(제3채무자)를 상

로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병운 씨가 거부하면, 신병운 

씨(제3채무자)를 상 로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

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

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피압류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

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피압류채권

집행채권

집행
채무자

금전채권

금전채권추심
채권자

추심
채무자

제3
채무자

유지

유지

압류 추정
집행법원

김용완 장혜성

신병운

5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이행청구

400만 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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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심 완료: 이 새로운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은 새로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제 김용완 씨(새로운 집행채권자)는 신병운 씨(새로운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400만 원(새로운 집행채권) 한도에서 집행을 할 수 있

습니다. 이렇게 만족을 얻으면 됩니다.

만약 장혜성 씨(채무자)가 신병운 씨(제3채무자) 상 로 500만 원 전액 이행을 청

구하면, ① 400만 원 부분은 소각하 판결을 받고, ② 100만 원 부분은 청구인용 

판결을 받습니다.

전부 방식의 집행

머리에

금전채권에 한 집행에서 현금화 방법에는 전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개념

1. 어차피 채권자의 채무자에 한 채

권(집행채권)도 금전채권이고, 채무

자의 제3채무자에 한 채권(피압

류채권)도 금전채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그냥 피압류채권을 

자기가 양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 전부(assignment)란, 이처럼 피집행채권을 물변제조로 집행채권자에게 이

전시키는 겁니다. 마치 채권양도를 받고, 그 신 집행채권은 소멸시키는 것

과도 비슷합니다.

3. 전부로 피압류채권을 이전받는 집행채권자를 전부채권자(assignment 

creditor), 집행채무자를 전부채무자(assignment debtor), 피집행채권을 

전부채권이라 합니다.

4. 전부명령(assignment order)이라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

에 갈음해 같은 액수로 집행채권자에 

이전(transfer)시키는 집행법원의 재

판입니다.

채권양도 자체는 아니지만, 채권양도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집행
채무자

집행
채무자

금전채권금전채권

채권
양수인

채권
양도인

채무자

채권양도

전부

이행청구

집행대상

집행채권

집행
채무자

금전채권금전채권

금전채권전부
채권자

전부
채무자

제3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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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채권자가 전부명령 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압류가 된 다음에 

채권전부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처음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채권압류와 채권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그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동

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집행]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제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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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면 집행법원이 전부명령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3. 집행법원은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집행법원은 결정서를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해 줍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④ <생략>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의 규

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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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국 피압류채권은 집행채무자로부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합니다. 동시에 집

행채권은 그냥 소멸합니다.

5. 이처럼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해서 채권이 이전하는 순간, 채권집행절차(전

부절차)는 그 로 종료합니다. 물론, 전부채권자로서는 피압류채권에 관해 실

제로 변제를 받아야 할테지만, 그것은 전부절차는 이미 모두 끝난 다음의 절

차일 뿐입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

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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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에 대한 불복

1. 전부명령도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송달을 받은 때부터 7일이라는 기간을 넘기거나 하면 전부명령이 확

정됩니다.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

1. 법원이 전부명령만을 내린 

상태에서는 아직 전부명령

이 무효인 상태입니다.

2. 심지어 제3채무자가 전부명

령 결정서를 받아 보더라도, 

아직은 전부명령은 무효입

니다.

3. 왜냐하면,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즉시)항

고 기간 7일이 도과하기 전에는 전부명령이 무효입니다.

4. 그런데 일단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상, 그 효력발생시기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

자에게 송달된 때로 간주합니다. 소급효가 있단  거죠.

결과적으로 전부명령 효력발생시기가 제3채무자 송달시라는 점은 추심명령의 경

우와 같습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⑥제1항의 신청[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5439 판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

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부명령신청 전부명령

무효

제3채무자
송달

항고기간
도과

전부명령신청 전부명령

무효

제3채무자
송달

항고기간
도과

확정유효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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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의 효과

1. 금전채권에 한 전부명령이 있으면, 피집행채권은 더 이상 집행채무자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집행채무자가 피집행채권을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2. 또한, 피집행채권에 관해 집행채무자는 더 이상 제3채무자에 한 채권자가 

아닙니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 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압류만 된 상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된 상태와 각각 비교해 보세요.

3. 한편, 전부명령만 받고 실제로 돈을 받진 못한 단계라도, 집행채권은 소멸합

니다.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피압류채권

집행채권

집행
채무자

금전채권금전채권

금전채권전부
채권자

전부
채무자

제3
채무자

소멸

이전

전부
집행법원

전부
채권자

전부
채무자

제3
채무자

금전채권

소송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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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추심명령과 비교하세요.

사례

김용완 씨는 장혜성 씨를 상 로 법원에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그런

데 장혜성 씨는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다만 예전에 신병운 씨에게 첼로 1 를 

팔고 인도까지 해 줬는데 아직 받지 못한 매매 금 2,000만 원 채권만 있다고 합

시다.

1. 압류 및 전부명령: 그러면 김용완 씨(채권자)는 먼저 장혜성 씨(채무자)의 신

병운 씨(제3채무자)에 한 매매 금채권(피집행채권) 중 400만 원 부분을 압

류하고 전부할 수 있습니다. 즉, 장혜성 씨(채무자) 주소지의 법원(집행법원)

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이라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집행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2. 전부 완료: 그러면 위 매매

금채권 2,000만 원 중 

400만 원 부분이 김용완 씨 

앞으로 이전합니다. 즉, 400

만 원 한도에서 김용완 씨는 

신병운 씨에 한 채권자가 

됩니다. 이로써 장혜성 씨

(채무자)에 한 집행은 끝

납니다.

3. 후속 절차: 김용완 씨(전부채권자)는 신병운 씨(제3채무자)를 상 로 직접 

4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병운 씨

가 거부하면, 신병운 씨를 상 로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

를 제기하고, 신병운 씨를 새로운 집행채무자로 하여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장혜성 씨(채무자)가 신병운 씨(제3채무자) 상 로 2,000만 원 전액 이행을 

청구하면, ① 400만 원 부분은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② 1,600만 원 부분은 청

구인용 판결을 받을 겁니다.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생략>

압류 전부집행법원

김용완 장혜성

신병운

2,000만 원

1,6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이행청구

400만 원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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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송달(고지)의 필요성?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효력발생 요건

1.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2. 반면, 추심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 꼭 추심명령이 확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의 개념

1. 결정을 받고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면 더 이상 다투지 못하며, 이럴 때 결정

이 확정됩니다.

2. 그런데 전부·추심명령 결정에 한 항고권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각각 자신이 결정을 송달(고지)받은 때부터 7

일 내까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3. 뒤집어 말해, 법원이 아직 채무자에게 전부·추심명령 결정을 송달(고지)하

지 않았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직 즉시항고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

니다. 즉, 미확정입니다.

소결

그러므로 채무자에 한 송달(고지)은,

1. 전부명령의 경우, 효력요건 중 하나입니다.

2. 추심명령의 경우, 효력요건이 아닙니다.

두 현금화방법의 장단점

집행채권자 입장에서는 추심과 전부 방식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추심명령의 장점

1.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돈을 현실적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집행채권으

로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

[법률은]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생략>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수는 없다.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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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령 집행채권자가 100만 원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70만 원을 추

심했는데,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은 돈이 없다고 합시다.

3. 이 경우 집행채권은 30만 원 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3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단점

1. 전부명령이 유효하면 집행채권이 변제된 걸로 간주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미 

그 때 집행채권은 소멸합니다.

2. 가령,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자에게 70만 원까지 갚았더니,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 재산이 없다고 합시다.

3. 이 때 전부채권자가 30만 원을 더 받을 도리는 없습니다.

추심명령의 단점

1. 한편, 추심명령의 경우, 추심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절차에 참

여한 채권자들끼리는 지위가 평등합니다.

2. 가령, 그 다른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았다고 합시다.

3. 그러면 아무리 내가 추심명령을 먼저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변제

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명령의 장점

1.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피집행채권은 더 이상 집행채무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2. 가령, 집행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여럿 있었지만, 내가 전부명령을 먼저 유

효하게 받았다고 합시다.

3. 그러면 다른 채권자들이 피집행채권에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즉, 다

른 채권자들을 제치고 내가 우선합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추심명령이 동시 또는 이시에 이중으로 발부된 경우 그 사이에는 우열의 순위가 있을 

수 없고, <생략> 제3채무자의 변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한 것인 이상 당연히 위 모

든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고, 그 변제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따라서 다른 압류채권자가 또 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227제7강  채권의 효력 PART 1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효력발생요건 제3채무자 송달 제3채무자 송달 전부명령 확정

효력발생시기 제3채무자 송달시

집행채권 유지 유지 소멸

피집행채권 처분금지 유지 이전

채무자의 소제기 청구 인용 소 각하 청구 기각

장점 (해당 없음) 집행채권 유지 우선변제

단점 (해당 없음) 평등변제 무자력 위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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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어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로 꼭 그 채무 자체를 이행하게 만

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어떤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는지를, 

계약금, 해약금 제도와 관련해 공부합니다. 이와 관련해 채권 중에서도 금전채권

에는 특이한 점이 많기 때문에,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손해가 생겼다면, 그만큼을 대신 돈으로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2. 아니면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 이미 낸 것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해제와 원상회복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법적 조치에 관하여 (강제이행 대신 구할 수 있는 것) 

채권의 효력

Effect of Obligation PART 2

제8강

Pierre Puvis de Chavannes

The Prodigal Son, c. 1879

Oil on linen, 106.5 × 146.7 cm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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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Introduction

계약에서 모든 것이 계약적이지 않다 - Ёmile Durkheim

 

불이행

문제상황

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그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제 로 이행하지 않을 수 있죠. 즉, 불이행

(non-performance) 상황입니다.

사례

1. 채무의 존재: 오와택 씨가 김용완 씨에게 1,000만 원짜리 중고 물펌프 1 의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가 있다고 합시다. 즉, 오와택 씨는 김용완 씨에게 위 물

펌프 1 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불이행: 그런데 오와택 씨가 자꾸 핑계를 며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이행

개념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래의 채무 자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불이행 사안 중, 불능이 아니라면, 강제이행이 가능합니다.

사례

1. 불이행: 오와택 씨가 인도를 거부합니다.

2. 소송: 김용완 씨는 오와택 씨를 상 로 위 물펌프 1 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합니다.

3. 집행: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집행관이 오와택 씨로

부터 위 물펌프 1 를 빼앗아 김용완 씨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불이행 강제이행

계약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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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이것이 강제이행 또는 강제집행(compulsory execution)이며, 지난 시간에 보았

습니다.

손해배상

개념

1.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손해(damage)를 입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러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채무 자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그 손해를 메우게 하는 거죠.

2. 불이행 상황 중에서도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례

1. 채무불이행: 오와택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에겐 물펌프가 없다

는 둥 핑계를 는 거죠.

2. 채권자의 손해 발생: 이로 인해 김용완 씨에게 총 1,100만 원 손해가 발생했

다고 합시다.

3.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그러면 오와택 씨는 김용완 씨에게 1,100만 원

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4. 소송: 만약 오와택 씨가 1,1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돈을 달라는 

강제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김용완 씨는 오와택 씨를 상 로 위 

1,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합니다.

5. 집행: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오와택 씨의 다른 재산을 경매하는 등 금

전집행 절차에 따라 김용완 씨는 만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례

이것이 손해배상(compensation for damage)이며, 오늘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자체에 대해서 임의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다시 돈에 대한 강제이행 또

는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간다는 거죠.

손해 배상 강제이행채무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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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와 원상회복

개념

계약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도, 계약 후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termination)라고 합니다.

1. 해방효: 만약 아직 서로 준 게 없으면, 서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2. 원상회복: 만약 이미 서로 준 게 있다면, 서로 자신이 줬던 것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채무불이행: 김용완 씨가 매매 금 1,000만 원을 입금했지만, 오와택 씨는 

인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해제권의 발생: 그러면 일정한 경우 김용완 씨는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권한을 해제권이라 합니다.

3. 해제권의 행사: 김용완 씨는 오와택 씨에게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로 

통보를 합니다. 이를 해제권의 행사라고 합니다.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

로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해제권을 행사해야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제권

이라는 카드를 받았던 셈입니다.

4. 계약의 무효: 그 결과,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원상회복 의무 발생: 그 결과, 김용완 씨는 자기가 입금한 1,000만 원을 돌

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오와택 씨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6. 소송: 만약 오와택 씨가 1,000만 원을 안 준다면, 이젠 다시 강제이행을 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김용완 씨는 오와택 씨를 상 로 위 1,000만 원을 

달라는 소를 제기합니다.

7. 집행: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오와택 씨의 다른 재산을 경매하는 등 금

전집행 절차에 따라 김용완 씨는 만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례

이것이 해제(termination)와 원상회복(recovery)이며, 오늘 보겠습니다.

원상회복 자체에 대해서 임의이행되지 않을 때는, 다시 돈에 대한 강제이행 또는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간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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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계약을 유지해서 강제이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을 해제해서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을 유지하든 해제하든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상회복 강제이행채무
불이행

₩계약해제

유지

무관

해제

강제이행

강제이행

손해배상

원상회복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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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성립
The Non-performance Imputed to Debtor

약속과 파이의 껍질은 깨뜨려지기 위해 만들어졌다. - Jonathan Swift

 

머리에

채무불이행을 배우는 이유

불이행에 한 조치로 강제이행, 손해배상, 해제를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

상과 해제를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언제 채무불이행 상황이 되는지 알아

야 합니다. 왜냐하면,

1. 손해배상청구는 단순한 불이행 사안에선 못 하고, "채무불이행" 사안에서야 

가능합니다.

2. 또한, 해제도 많은 경우 "채무불이행" 사안이어야 가능합니다. 가령, 이행불

능으로 인한 해제를 봅시다.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채무자가 지게 되는 책임 또는 불이익을 채무불이행책임이

라 부릅니다.

채무불이행의 종류

1. "이행불능(impossiblity of performance)":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귀

책사유 있는 불능입니다.

2. "이행지체(delay of performance)": 지체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있

는 지체입니다.

3. "불완전이행(defective performance)": 불완전한 이행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것입니다.

4. "이행거절(refusal of performance)":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하는 겁니다. 귀

책사유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봅니다.

민사법 입문 제6강: 채권의 효력 PART I을 참조하세요.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

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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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개략적 개념

채무불이행(non-per for-

mance imputed to debtor)이

란, 불이행(non-performance)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

실 있는 불이행입니다. 즉, 귀책

사유 있는 불이행입니다.

정확한 개념

그런데 편의상 그렇게 부른 것이고, 사실은 더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요건이 더 있

습니다.

1. 모든 채무불이행에 공통된 요건이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 유형별로 특유한 요건이 있습니다.

공통적 성립요건

요약

1. 주관적 요건: 귀책사유

(imputation). 즉,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2. 객관적 요건: 위법성(il-

legality). 즉, 불이행이 

위법해야 합니다.

3. 전제적 요건: 채무(obli-

gation). 즉, 유효하게 성립

한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불이행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계약해제

가능

손해배상/
계약해제
불가능

(대체로)

YES

NO

불이행
채무자의
귀책사유

YES

NO

채무
불이행

단순
불이행

채무불이행의
공통적 성립요건

이행불능 O 이행지체 O

불완전이행 O 이행거절 O

+

+

+

+

+ +

α

γ

β

δ

귀책사유

위법성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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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불이행에 관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란 책임 있는 사유를 줄인 말입니다. 곧 불이행에 관한 고의(intent), 

과실(negligence)을 말합니다. 다음 3가지 경우 모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봅

니다.

1. 채무자 본인(principal)의 고의나 과실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정 리인(legal representative)의 고의나 과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미

성년자인 경우를 생각해 보죠.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 리인으로서, 

자녀를 리해 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녀가 채무자일뿐 

부모는 채무자가 아니지만, 불이행에 관해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채

무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

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

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3. 이행보조자(performance assistant)의 고의나 과실: 채무자가 채무의 이

행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이행보조자라고 합니다. 불이행에 관해 이행보조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역시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개인병원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환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불완전이행에 관

해 채무자인 의사의 과실로 간주합니다.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이행보조자]의 고

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채무자 본인 과실

채무자 과실법정대리인 과실

이행보조자 과실
간주

위법성

불이행이 위법(illegality)해야만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이행을 정당

화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민사법에서도 그런 사유를 위법성조

각사유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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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능의 경우: 위법해야 "이행불능"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가령, 동물을 보관

하다 돌려줄 채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보관 중이던 동물이 난데없이 자

기를 공격해서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동물을 돌려줄 채무

는 불능이 되었고, 알고서 죽인 것이므로 불능 자체에는 고의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 이행불능이 아닙니다.

2. 지체의 경우: 위법해야 "이행지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가령, 채무자에게 동

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을 지체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것

이 무슨 말인지는 이행지체 부분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3. 불완전 및 거절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위법해야 "불완전이행" 및 "이행거절"

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을 불완전하게 하거나 이행을 거절한 것 

자체로 위법하다고 봐야 하므로, 실제로는 특별히 위법성이 문제되지는 않

습니다.

형사법 입문 제3강: 위법성론 중 "위법성의 추정" 부분을 참조하세요.

채무

채무가 있어야 채무불이행도 있죠. 채무가 없으면 "채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질 수

가 없죠.

1. 채권(채무)이 성립(establishment)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어떤 

물건을 매수하겠다는 청약을 한 뒤 돈까지 입금했는데, B는 승낙을 하지 않았

다고 합시다. B가 그 물건을 보내주지 않더라도, B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이 불성립하여, 물건인도채무도 불성립하기 때문이죠.

2. 채권(채무)이 유효(valid)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B 사이에 필로폰(속

칭 '히로뽕') 매매계약이 성립해서 A가 입금을 했는데, B가 필로폰을 보내주

지 않는다고 합시다. B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더라도, B는 채무불이행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매매계약은 무효라서, 필로폰인도채무도 무효이

기 때문이죠.

입증책임

만약 소송에서 귀책사유, 위법성,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해 쌍방 다툼이 있다면, 

누가 증명(proof)을 해야 하나요?

1. 귀책사유 관련사실: 채무자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를 불이행

했다면, 일단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추정(presumption)되기 때문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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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 관련사실: 이것도 부분 채무자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

이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입니다.

3. 채무의 성립 여부: 채권자가 '성립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이나 채권이 있다는 

점 자체는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하는 게 당연합니다. 

4. 채무의 유효 여부: 채무자가 '무효를' 증명해야 합니다. 일단 채권(채무)이 성립했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채무가 

무효라는 사정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만약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

정이 있다면, 그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도 하라는 겁니다.

이행불능의 성립요건

요건

다음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 불능(impracticable): 이행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2. 후발성(subsequent): 채무 성립 후 그렇게 불가능하게 되어야 합니다.

불가능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언제 "불능"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1. 물리적으로(physically) 불가능해도 불능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 바이올린 1

를 인도할 채무가 있었는데, 그 바이올린이 불에 완전히 타 재가 된 경우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채무"무효"주장 & 증명

채권"성립"주장 & 증명

법원

채무불이행의
공통적 성립요건

이행불능의
특별한 성립요건

이행불능 O

+

+

+

귀책사유

불능   후발성

위법성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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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적으로(practically, de facto) 불가능해도 불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인도할 채무가 있었는데, 이동 중 그 반지가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경우입니다. 

3. 법률적으로(legally, de jure) 불가능해도 불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 1마

리를 인도할 채무가 있었는데, 가축 전염병 문제로 해당 지역 가축의 인도가 

법으로 금지된 경우입니다.

4. 경험적으로(experientially) 이행을 기 할 수 없어도 

불능입니다. 예를 들어 A가 같은 동산을 B에게도, C

에게도 파는 이중매매를 했는데, C에게 인도를 했다고 

합시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A가 C에게 돌려받은 다음 

B에게 넘겨 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걸 채무자 A

에게 기 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A의 B에 

한 인도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와는 달리, 만약 이중매매 계약만 하고 인도는 하지 않은 상태라면, 두 매수인 

중 누구에게라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상태라면 아직 이행이 가능합니다.

후발성

처음엔 이행이 가능했지만, 계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어야 합니다.

1. 만약 처음부터, 즉,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애당초 계약

을 무효로 봅니다. 이것을 원시적 불능(primary impossibility)의 법리라

고 부릅니다.

2. 계약이 무효라면 채권(채무)도 무효지요, 채무가 무효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 그래서 후발성을 이행불능의 성립요건으로 봅니다.

4. 예를 들어, 처음부터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매매하는 계

약은, 원시적 불능 법리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서 그 경우 매도인은 채무불

이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

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불능

인도

제1매수인

제2매수인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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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의 성립요건

요약

다음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 가능(practicable): 이행이 가능한데도,

2. 이행해태(neglect): 이행기에 이행을 하

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

채무이행이 가능해야, 이행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이행불

능이 문제될 뿐입니다.

이행해태

이행을 하지 않아야, 이행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행을 게을리했다는 말인데, 이

를 해태라고 합니다.

1. 확정기한(definite term)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

며 B가 2013. 10. 22.까지 갚기로 했는데, 기간이 지나도 B가 변제하지 않

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B는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3. 10. 23.부터 지체책임

을 집니다. 

2. 불확정기한(indefinite term)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B가 A의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갚기로 했는데, A의 할아버지가 2013. 

9. 10. 사망했는데도 B가 변제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B는 2013. 10. 22.에 

그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B는 2013. 10. 23.부터 지체

책임을 집니다.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

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생략>

채무불이행의
공통적 성립요건

이행지체 O

+

+

+
귀책사유

위법성

채무

지체  해태
이행지체의

특별한 성립요건

2013. 10. 22
24:00

확정기한
지체책임

2013. 10. 22
24:00

2013. 9. 10

도래를 안 때불확정기간
지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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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이 없는(termless) 경우: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갚는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A는 2013. 10. 22. B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청했

습니다. 그러면 B는 2013. 10. 23.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

위법성(동시이행항변권의 문제)

만약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뭔가 이행할 게 있다면, 무조건 채무자보고만 이행하라 

강요하면 안 되겠죠. 채무자가 동시이행(concurrent)의 항변권을 가지면, 채무자

의 지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1.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 가령 매도인이 매매 금

을 받지 않았다면, 변제기까지 물건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원상회복(recovery)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생략>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

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

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

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생략>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

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생략>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2013. 10. 22
24:00

청구 받은 때
지체책임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금 지급 채무

쌍무계약

물건 인도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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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인의 담보책임(warranty liability)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 ① 수급인은 

공사 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② 도급인은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보수해 달

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거죠.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

할 수 있다. <생략>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물론, 채권자가 자기가 이행할 것을 이행했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동시이행의 항

변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이제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집니다.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금 지급 채무

쌍무계약

변제제공

물건 인도 채무

₩ ₩

불완전이행

요건

다음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 이행행위(action): 이행행위

가 있긴 있었는데,

2. 불완전(defectiveness): 그 

이행이 채무 내용 로 이루

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행행위

1. 적어도 이행행위가 있어야 불완전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이행행위가 아예 없었다면, 이행지체, 이행불능 등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불완전

이행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1. 주는 채무의 하자: 가령 책을 인도받았는데 중간에 몇 쪽이 떨어져 나가 있

는 경우입니다.

채무불이행의
공통적 성립요건

불완전이행 O

+

+

+

귀책사유

위법성

채무

이행  불완전

불완전이행의
특별한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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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는 채무의 하자: 가령 의사가 진료를 해 주었는데 제 로 진료하지 않은 경

우입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이행을 하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손해는 원래 

가격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행거절의 요건 

요건

다음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 가능(practicable): 이행이 가능한데도,

2. 거절의사(intent of refusal): 채무자가 

이행할 의사가 없으며,

3. 거절상황(situation): 채무자에게 이행을 

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능

채무 이행이 가능해야, 이행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이행불

능이 문제될 뿐입니다.

거절의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해

야 합니다.

1. 예를 들어 정당한 근거 없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행하지 않는다면 "

이행거절"입니다.

2. 그러나 예를 들어 "지금은 못 주겠지만 기간을 좀 더 달라"고 한다면, "이행거

절"이 아니라 "이행지체"일 뿐입니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 판결

민법은 채권자가 목적물의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공탁하거나 자조매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제487조, 제490조 참조), 이는 채무자가 계약내용을 유

지하려고 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 제도들만으로는 채무자의 보호에 불충

실하므로, 채권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고 채무자로서도 그 계약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러한 의사를 존중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채무불이행의
공통적 성립요건

이행거절 O

+

+

+

귀책사유

위법성

채무

가능   거절의사  거절상황

이행거절의
특별한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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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상황

객관적으로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더 이상 기 할 수 없어야 합니다.

결론 

1. 불이행은 부분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불이행이지만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스스로 귀책사

유나 위법성이 없다는 점에 관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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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손해와 신뢰손해
The Concept of the Damages

믿음이 끝난 곳에서 걱정은 시작되고, 걱정이 끝난 곳에서 믿음이 시작된다. 

- R. C. Savage

 

머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려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1. 채무불이행(non-performance imputed to debtor)으로 인한 손해란, 채

무불이행 때문에 채권자(creditor)가 입게 된 손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계

약위반에 따른 손해입니다.

2. 예를 들어, 오와택 씨가 김용완 씨에게 물펌프 1 를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

아서 생긴 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1. 불법행위(tort)로 인한 손해란, 불법행위 때문에 피해자(victim)가 입은 손

실을 말합니다.

2. 예를 들어, 김용완 씨가 물펌프 1 를 받았는데, 그 후 이석주 씨가 와서 물펌

프 1 를 부쉈다고 합시다. 그래서 생긴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입니다.

소결

1. 손해는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모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오늘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중심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이행손해

개념

다음 두 액수 차액이 바로 이행손해(expectation damages)입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

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246 제8강  채권의 효력 PART 2

1. 제 로 이행되었을 때를 가정한(assump-

tive) 채권자 재산상태

2. 제 로 이행되지 않은 결과 실제(real) 채권

자 재산상태

이행이익

이러한 이행손해를 배상해 주면, 채권자는 이행이 제 로 되었을 때의 상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이행이익(expectation interest)이라 부릅니다.

이행이익, 이행손해, 이행이익손해는 관점의 차이일 뿐 모두 같다고 보아도 무방

합니다.

의의

1.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이행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배상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이행된 것과 같게 만들어 줍니다.

사례

위와 같이 중고 물펌프 1  매매계약이 있었지만, 오와택 씨는 계속 인도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완 씨에게는 재산 1억 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 중고 

물펌프 1  시세가 1,300만 원으로 올랐다 합시다.

1. 만약 제 로 인도가 됐더라면, 김용완 씨는 1,300만 원짜리 물펌프 1 의 

소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때의 가정적(assumptive) 재산상태는 1억 

1,300만 원(= 1억 원 + 1,300만 원)이겠죠.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생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

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
재산상태

가정적
재산상태

이행손해

실제
재산상태

가정적
재산상태

1,300만 원

1억 원

1억 1,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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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실제로는 제 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결과, 김용완 씨의 실제(real) 재산

상태는 1억 원입니다.

3. 고로 이행이익은 그 차액 1,300만 원(= 1억 1,300만 원 - 1억 원)입니다. 오

와택 씨는 김용완 씨에게 1,300만 원의 이행손해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

신뢰손해

개념

1.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각종 비용

을 지출했는데, 알고 보니 이행이 안 되

면 어떻습니까? 그 지출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말 겁니다.

2. 이와 같이 상 방을 신뢰하고 지출한 것이 불이행 때문에 소용 없게 되어 버

린 손해를 신뢰손해(reliance damages)라 합니다. 쉽게 말해, "날려 버린" 

돈입니다.

신뢰이익

이러한 신뢰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채권자가 신뢰하고 지출한 것이 소용 있게 된 

것과 경제적으로 같은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신뢰이익(reliance 

interest)이라 합니다.

신뢰이익, 신뢰손해, 신뢰이익손해는 관점의 차이일 뿐 모두 같다고 보아도 무방

합니다.

의의

1. 채무불이행이 있는데 이행손해 액수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신뢰손해 배상으

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2. 경제적으로 이행된 것처럼까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지출한 걸 보상해 

주는 겁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

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생략>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

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실제
재산상태

신뢰손해

실제
재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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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고 물펌프 1  매매계약이 있었지만, 오와택 씨는 계속 인도해 주지 않고 있습

니다. 그런데 김용완 씨는 인도를 받을 줄 알고 이미 500만 원짜리 전기공급장치

를 샀습니다.

단, 전기공급장치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가정합시다.

1. 그러나 물펌프를 받지 못해서, 

결국 그 500만 원을 날리게 되

었습니다. 즉, 그 500만 원은 

신뢰이익입니다.

2. 한편, 이행이익은 알 수 없다고 

합시다.

3. 그러면 오와택 씨는 김용완 씨에게 적어도 500만 원의 신뢰손해는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사례 2

중고 물펌프 1  매매계약이 있었지만,  오와택 씨는 계속 인도해 주지 않고 있습

니다. 그런데 김용완 씨는 인도를 받을 줄 알고 이미 2,000만 원짜리 전기공급장치

를 샀습니다. 그 와중에 중고 물펌프 1  시가가 1,3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시다.

1. 김용완 씨는 2,000만 원을 날렸습니다.

2. 한편, 이행이익은 1,300만 원

입니다. 위 2,000만 원은 이

행이익을 초과합니다.

3. 그러면 오와택 씨는 김용완 

씨에게 2,000만 원이 아니라 

1,300만 원만 배상하면 충분

합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생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

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

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실제
재산상태

가정적
재산상태

1억 원
2,000만 원

지출한
비용

1억 1,300만 원1,300만 원

실제
재산상태

가정적
재산상태

1억 원
500만 원

지출한
비용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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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
The Range

작은 구멍이라 해서 어찌 삼가지 않으리. 제방도 개미 구멍 때문에 무너지는데. - 응거

 

머리에

손해를 배상할 때,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의 범위(range) 문제입니다.

전보적 손해배상의 채택

원칙: 통상손해

예외: 특별손해

자세한 내용은 민사법 입문 제3강: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 중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을 참조하세요.

통상손해

개념

통상손해(ordinary damages)란, 어떤 사건이 있으면 보통 발생할 걸로 생각되

는 손해입니다.

사례

1. A가 물펌프 1 를 B에게 1,000만 원에 

팔았는데 B가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

면  1,000만 원이 매수인(채권자) B의 통

상손해입니다.

2. A가 B로부터 100만 원짜리 컴퓨터 1 를 빌렸는데, 잃어버려 돌려주지 못하

게 되었습니다. 100만 원이 임 인(채권자) B의 통상손해입니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

도로 한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통상손해

특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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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자 A가 B의 50만 원짜리 전기시설을 정비해 주기로 했는데, A가 실수로 

전기시설을 완전히 부숴 버렸습니다. 50만 원이 도급인(채권자) B의 통상손

해입니다.

특별손해

개념

특별손해(extraordinary damages)란, 통상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입니다.

사례

1. 위 제1항 사례에서 마침 B는 같은 물건을 C에게 1,400만 원에 팔기로 계약을 

해 놓은 상태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매수인(채권자) B의 통상손해는 1,000만 

원이고, 특별손해는 400만 원입니다.

2. 위 제2항 사례에서 사실은 B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 1,000만 원 상당의 

중요 자료가 들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임 인(채권자) B의 통상손해는 

100만 원이고, 특별손해는 1,000만 원입니다.

3. 위 제3항 사례에서 그 때문에 B의 수족관에 전기공급이 끊겨 광어가 모두 

죽어서 5,000만 원의 재산손해가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급인(채권자) B의 

통상손해는 50만 원이고, 특별손해는 5,000만 원입니다.

예견가능성 기준 시기

문제점

계약 체결 당시에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몰랐지만, 그 후 알게 되었다고 합시

다. 그러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언제

까지 알았어야 하나요?

이행지체의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특별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손해까지 배상해야 합

니다. 즉, 기준시는 이행기(period of performance)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05. 6. 10. 선고 2004가합9444 판결: 항소

거래당사자의 직업, 거래의 형태, 목적물의 종류 및 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생략> 당

사자들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당연히 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리라고 예상하였어

야 할 손해이면 통상손해<생략>, 그러한 정도까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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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기술자 A가 2013. 10. 5. B의 고장난 전기시설을 정비해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약속한 정비 날짜는 같은 달 7.입니다.

2. B는 같은 달 6.에 A에게 전화를 해서, 수족관에 계속 전기공급이 끊겨 있으면 

광어가 모두 죽을 거라 이야기하며, 꼭 제 시간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그러나 A는 깜빡 잊고 같은 달 9.에서야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광어

들은 같은 달 8.에 이미 모두 죽어 버려서, B에게는 5,000만 원의 재산손해

가 났습니다.

4. A는 계약 당시(같은 달 5.)에는 수족관과 광어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5. 그러나 이행기(같은 달 7.)까지는 그러한 사정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

습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특별손해인 5,000만 원까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가 이행불능시까지 특별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즉, 기준시는 불능시(time of impossibility)입니다.

 

1. 예를 들어, A가 2013. 10. 5. 바이올린 1 를 B에게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돈도 모두 받았다고 합시다. 인도는 같은 달 7.에 해 주기로 

했습니다. B는 당시 그 바이올린을 받으면 C에게 1,400만 원에 팔기로 계약

을 해 놓은 상태였다고 합시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

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2337 판결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생략> 그 후 목

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 5. 10. 6. 10. 7.

계약시 예견시 이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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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A가 같은 달 7.이 되도록 인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B는 같은 달 

8.에 A에게 전화를 해서, C에게 1,400만 원에 팔기로 한 사정이 있으니, 꼭 

어서 인도를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그 말을 들은 A는 B를 장사치라 비난하면서, 화가 나 같은 달 9.에 그 바이올

린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채권자) B의 통상손해는 1,000만 원이

고, 특별손해는 400만 원입니다.

4. A는 계약 당시(같은 달 5.)에는 C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5. 그리고 이행기(같은 달 7.)에도 역시 몰랐습니다.  

6. 그러나 불능시(같은 달 9.)에는 특별사정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

아야 합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특별손해를 포함해 1,400만 원까지 배상을 

해야 합니다.

불완전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불완전이행시까지 특별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손해까지 배상해

야 합니다. 즉, 기준시는 이행시(time of performance)입니다.

1. 예를 들어, A가 2013. 10. 5. 물펌프 1 를 B에게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돈도 모두 받았다고 합시다. 인도는 같은 달 7.에 해 주기

로 했습니다.

2. A는 게으름을 피우느라 약속 날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B는 같은 

달 8.에 A에게 전화를 했고, "물펌프가 제때 와야 한다. 물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면 5,000만 원 상당의 농작물이 다 죽게 생겼다."라는 사정을 이야기했

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같은 달 9.에서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A가 부

주의하게 옮기는 바람에 물펌프를 떨어뜨렸고, 그 결과 고장난 상태로 주었습

니다. 그 바람에 B에게 농작물 5,000만 원의 손해가 생겼다고 합시다.

4. A는 계약 당시(같은 달 5.)에는 C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5. 그리고 이행기(같은 달 7.)에도 역시 몰랐습니다.

10. 5. 10. 7. 10. 8. 10. 9.

계약시 이행기 예견시 불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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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러나 이행시(같은 달 9.)에는 특별사정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야 합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특별손해 5,000만 원까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소결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 기준시점은 다음과 같

습니다.

1. 이행지체는 원래 이행하기로 한 때, 즉 이행기(period of performance) 기준

2. 이행불능은 불능이 된 때, 즉 불능시(time of impossibility) 기준

3. 불완전이행은 불완전하게 이행을 한 때, 즉 이행시(time of performance) 

기준

4. 특별사정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감히 불능으로 만들거나 불완전하게 이행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특별손해까지 배상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이행기(변제기)는 이행하기로 한 때입니다. 이행시(변제시)는 실제로 이행을 한 때

입니다.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타인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법 입문 제2강: 구성요건론을 참조하세요.

10. 5. 10. 7. 10. 8. 10. 9.

계약시 이행기 예견시 이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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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조정
The Assessment & the Adjustment of Damages

법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다. - Oliver Wendell Holmes, Jr.

 

머리에

재산상 배상액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출하는지 하는 산정(assessment) 문제

입니다.

민사법 입문 제3강: 불법행위법의 기초개념 중 "재산상 손해의 산정", "재산상 배

상액의 조정" 부분을 참조하세요.

산정의 표준시

이행지체의 경우

이행불능의 경우

과실상계

1. 기술자 A가 2013. 10. 5. B의 고장난 전기시설을 정비해 주기로 계약을 했습

니다. 약속한 정비 날짜는 같은 달 7.입니다.

2. 그러나 A는 깜빡 잊고 같은 달 9.에서야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전

기시설에 연결된 수족관의 광어들이 같은 달 8.에 모두 죽어 버려, B에게는 

총 5,000만 원의 재산손해가 났습니다. A는 계약 당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

고 있었다고 합시다.

3. 그런데 B로서도 만약 같은 달 8.에 광어들을 다른 어항으로 옮겼다면, 손해

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시다. 즉, 손해 확 에 B 과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B

의 과실비율을 20%라고 합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4542 판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의무를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본래 의무의 이행에 대신하

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산정의 표준시기는 원칙

적으로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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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러면 총 5,000만 원의 손해 중 1,000만 원(= 5,000만 원 × 20%)을 공제

합니다. 즉, 배상액은 4,000만 원[= 5,000만 원 - 1,000만 원 = 5,000만 

원 × (100% - 20%)]으로 산정됩니다.

5. 이것은 5,000만 원이라는 손해를, A가 80%만큼, B가 20%만큼 각각 분담하

는 셈입니다.

손익상계

개념

손해 발생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

해와 동시에 이익도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그 이익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를 손익상계(offset of profits and losses)라고 합니다.

손익공제, 이득공제라고도 합니다.

사례

1. 의사 A가 수술을 잘못해서 환자 B가 죽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B측은 채무불

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B가 만약 살아 있었더라면 앞으로 직장에서 받을 월급 등 총 수입액이 3억 원

이라고 합시다. B의 사망으로 그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 한편, B가 만약 살아 있었더라면 앞으로 지출할 식사비, 교통비 등 총 생활비

가 1억 원이라고 합시다. B의 사망으로 그 지출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4. 즉, 의사 A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B는 3억 원의 손해(소극적 손해)를 본 

반면, 1억 원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배상액은 2억 원(= 3억 원 - 1

억 원)이 됩니다.

결론

재산상 배상액(amount of compensation)은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1. 손해액(amount of damages)을 산정합니다.

2. 과실상계(comparative negligence)를 합니다.

3. 손익상계(offset of profits and losses)를 합니다.

손익상계

DP=DN-P

손해액 산정 과실상계

D DN=D X (1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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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불이행의 특수성
The Non-performance of a Monetary Obligation

돈은 모든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든다. - Fyodor Dostoyevsky

 

머리에

금전채무의 불이행의 특별한 취급

1. 지금까지 주로 비금전채무(non-monetary obligation)의 불이행 사안을 

봤습니다. 가령 동산을 인도할 채무, 소유권이전등기 채무, 어떤 물건을 

수리할 채무 등을 제 로 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를 공부했습니다.

2. 그런데 금전채무(monetary obligation)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다르게 취급합니다. 다시 말해, "돈을 얼마 지급할 채무"를 제 로 하지 않

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텐데, 그 요건과 효과가 앞서 본 일반적인 경

우와는 다르다는 거죠.

3. 그 이유는 민법이 금전채무 불이행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연이자와 이자

금전채무를 불이행하면 손해배상조로 매일 일정한 비율로 지연이자(interest 

in arrear)가 붙게 됩니다. 지연이자 명칭에는 '이자'가 들어가 있지만, 이자가 

아닙니다. 이자는 이자고, 지연이자는 지연손해금입니다.

1. 이자는 일정한 주기(매년, 매달, 매주, 매일 등)로 발생합니다. 

2013. 5. 31. 2013. 6. 30. 2013. 7. 31.

이자 이자 이자

₩ ₩ ₩

2. 이에 비해,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매일 발생합니다. 가령 연 5%의 비율

에 의한 지연이자라 했을 때, 지연이자가 1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게 아닙

니다. 5/365%의 비율에 의해 매일 발생한다는 얘깁니다.

2013. 5. 1.
2013. 5. 2.

2013. 5. 3.

지연손해금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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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자는 간접적으로는 지연이자 계산과 관련이 있긴 합니다. 이걸 이해하

기 위해서는 먼저 이자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므로, 이자를 먼저 살펴봅시다.

이자

이자의 개념

돈의 사용 가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1. 1., 매년 12. 31., 매월 1., 매월 15., 

매월 말일, 매일 등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이자를 어떻게 산정할지는 정하기 나

름인데, 단리(simple interest), 복리(compound interest), 기타 등등 여러 방

식이 있습니다. 실무상 체로 단리 방식을 이용합니다. 즉,

1. 이자는 원금액(principal)에 비례합니다.

2. 이자는 이율(rate of interest)에 비례합니다.

3. 이자는 사용기간(period)에 비례합니다.

이자 = 원본액 × 이율 × 기간

이자의 발생

이자는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채권을 이자 있는 채권(claim with interest)이라 부릅니다. 다음 둘 중 하

나여야 합니다.

1. 약정이자(agreed interest): 이자를 두기로 약정(합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하는 이자가 약정이자입니다.

2. 법정이자(statutory interest):이자를 두기로 약정(합의)을 하지 않았지

만, 법률규정에 의해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하는 이자

가 법정이자입니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② 전항[해제시 원상회복의무]의 경우에 반환

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상법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하였을 때에는 체당

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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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붙이기로 합의하지도 않고, 이자가 발생한다는 규정도 없다면, 이자는 

없습니다. 즉,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이자 없는 채권(claim without interest)

관계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있는 채권

약정이자 있는 채권

이자 없는 채권

법정이자 있는 채권

이자 약정

이자 규정

원칙

이율의 결정

약정이자든 법정이자든 간에, 일단 이자 있는 채권이라면, 이제 이율(rate)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1. 약정이율(agreed rate): 이율에 관해서도 약정(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 

때의 이율을 약정이율이라 합니다. 

2. 법정이율(statutory rate): 법률규정이 정한 이율을 법정이율이라 합니다.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약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한

약정이자
이자발생 합의를 하면서 

이율도 정한 경우

이자발생 합의를 했지만 

이율은 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이자
이자발생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율 약정은 있는 경우

이자발생 합의를 하지 않고 

이율 약정도 없는 경우

기산점의 결정

약정이자든 법정이자든 간에, 일단 이자 있는 채권이라면, 그 다음 기산점

(starting point)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기산점?이자발생? 이율?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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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정(합의)한 로 합니다.

2. 약정(합의)이 없다면, 법률규정을 살피면 됩니다.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수

령일]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생략>

수령일계약일

이자발생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생략>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

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제공일]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

야 한다.

수령일계약일 제공일

수령지체 경우

이자발생

사례: 무이자

1,200만 원을 빌리고, 이자 약정은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자는 발생하지 않

습니다.

사례: 약정이율에 의한 약정이자

1,200만 원을 빌리고 매달 12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1. 이자발생 약정이 있으므로 약정이자입니다.

2. 약정이율은 연 12%(= 월 1%)라 하겠습니다.

3. 이자는 매달 12만 원씩 발생합니다.

사례: 법정이율에 의한 약정이자

1,200만 원을 빌리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기로는 했는데, 그 금액을 정하진 않

은 경우입니다.

1. 이자발생 약정이 있으므로 약정이자입니다.

2.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합니다. 약정이율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이자는 매달 5만 원(= 1,200만 원 × 5% × 1/12) 씩 발생합니다. 매달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매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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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약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인 사이에 예전에 "앞으로 우리 사이에 이율이 문제되면 무조건 연 7.3%로 

하기로 하자"고 협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 상황에서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이

자 약정 없이 1,200만 원을 빌려준 경우입니다.

1. 이자발생 약정은 없지만, 상법 제55조에 따라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2. 약정이율 연 7.3%를 적용합니다.

3. 이자는 매일 2,400원(= 1,200만 원 × 7.3% × 1/365) 씩 발생합니다. 

매년, 매달 등 정해진 주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는 매일 발생합니다.

사례: 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인 둘 사이에 이율에 관한 특별한 협약이 없는 상태에서, 한 명이 다른 한 명

에게 이자 약정 없이 1,200만 원을 빌려준 경우입니다.

1. 이자발생 약정은 없지만, 상법 제55조에 따라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2. 법정이율 연 6%를 적용합니다.

3. 이자는 매일 1,972원(= 1,200만 원 × 6% × 1/365, 원 미만 버림)씩 

발생합니다. 역시 정해진 주기가 없기 때문에, 이자는 매일 발생합니다.

실무상 금원 계산 때 반올림이 아니라 버림을 씁니다. 실제 가진 채권보다 더 조

금 청구하는 것은 재량이지만, 더 많이 청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금전소비대차 이자 제한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연 25%]으로 정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금전채무의 채무불이행

머리에

1. 원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원

래는 채무, 불이행, 손해, 귀책사유, 위법성 등이 모두 갖춰져야 "채무불이

행"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채
무

불
이
행

손
해

귀
책
사
유

위
법
성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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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 그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손해배상의무가 없습니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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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 그러나 금전채무의 경우는 특별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손해 요건에 관한 특칙

채권자는 손해에 관해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금전채무를 불이행하면, 그 

자체로 채권자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고 간주(deemed)합니다. 손해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이따 봅니다.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② 전항의 손해배상[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

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생략>

간주는 추정(presumption)과 다릅니다. 추정은 반대사실을 증명해서 깰 수 있

지만, 간주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실제로는 손해가 전혀 없다고 증명을 

해도, 법원은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귀책사유에 관한 특칙

채무자는 귀책사유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금전채무를 불이행하면, 

그 자체로 채무자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간주(deemed)합니다.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② 전항의 손해배상[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

배상]에 관하여는 <생략>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실제로는 채무자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더

라도, 법원은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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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가능 요건에 관하여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해야" 성립하지요. 그런데 금전채무의 경우 어떤 경우

라도 이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금전채무의 이행불능이란 있을 수 없습

니다.

가령, 100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면, 채무자가 거지라고 해도 이행불능이 

아니라 이행지체(delay of performance)입니다.

소결

금전채무의 이행을 불이행하면, 동시이행의 문제가 없는 한, 무조건 이행지체

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

개념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바로 지연손해배상입니다. 그 배상액

을 지연손해금(damages for delay)이라 합니다. 이를 편의상 '지연이자(in-

terest in arrear)'라 부릅니다.

1. 변제기 전에 붙는 것은 이자입니다. 변제기 후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2. 변제기 후에 붙는 것은 이자가 아니라, 지연이자(지연손해금)입니다.

3.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이자는 붙지 않지만,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붙

습니다.

변제기수령일

지연손해금이자

산정 방법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은,

1. 원금액(principal)에 비례합니다. 불이행한 채무액이 클수록 손해배상액

이 높아져야죠.

2. 지연손해금률(rate)에 비례합니다. 지연손해금률이 높을수록 손해배상액

이 높습니다.

3. 지체기간(period)에 비례합니다. 이행지체를 길게 할수록 손해배상액이 

높아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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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 원본액 × 지연손해금률 × 기간

마치 이자 계산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지연이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중간 정리

1.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위 공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손

해와 무관하게, 그만큼을 손해로 간주하는 겁니다.

2. 원본액과 기간은 쉽게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문제는 지연손해금률(rate of 

damages for delay)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입니다.

3. 결론부터 말하면, 지연손해금률은 이율(rate of interest)을 따르게 됩니

다. 이율은 원래 '이자'에 관한 것이지만, '지연손해금' 계산에도 이용하게 

됩니다.

이율

≠

활용
지연손해금률

이자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률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statutory rate)에 따릅니다. 이렇게 나

온 지연손해금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damages by statutory rate)

이라 합니다.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에 의한다. <생략>

1. 기본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따라서 기본 지연손해금률도 연 5%입니

다. 즉, 기본적인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시부터 원금에 해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2.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따라서 상사 지연손해금

률은 연 6%입니다. 즉, 상사채무에서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시부터 원금

에 해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값입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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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그러나 만약 이자 있는 채권에 약정이율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률은 

약정이율(agreed rate)에 따릅니다. 이렇게 나온 지연손해금을 약정이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damages by agreed rate)이라 합니다.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

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이자 없는 채권

법정이자 있는 채권

약정이자 있는 채권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가령, 2012. 7. 1.에 변제기를 2013. 6. 30., 이자는 월 2%로 해서 1,000만 원

을 빌려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채무자는 2013. 9. 30.에 돈을 갚게 되었습니다.

1. 여일인 2012. 7. 1.부터 변제기인 2013. 6. 30.까지는 이자가 발생합니

다. 2012. 7. 31.에 20만 원, 2012. 8. 31.에 20만 원, 2012. 9. 30.에 

20만 원 식으로 말이죠. 즉, 이자는 12번 발생하며, 이자 합계액은 240만 

원(= 1,000만 원 × 월 2% × 12회)입니다.

2.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부터 변제일인 2013. 9. 30.까지는 지연손해

금이 발생합니다. 이 때 지연손해금률에 약정이율인 월 2%를 사용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매일 발생하므로 92번(= 31일 + 31일 + 30일)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60만 원(= 1,000만 원 × 월 2% × 3개월)입니다.

2012. 7. 1. 2012. 7. 31. 2012. 8. 31. 2013. 5. 31. 2013. 9. 30.

이자 이자 이자

이자 지연손해금

1,000만 × 2% × 12회 1,000만 × 2% × 3월

₩ ₩ ₩
₩

지연손해금

대여일 변제기 변제일

2013. 6. 30.

₩

이자

₩₩₩₩₩

결국 채무자는 1,300만 원(= 원금 1,000만 원 + 이자 240만 원 + 지연손해

금 6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법정이율은 쓰지 않고, 약정이율(월 2%)만 썼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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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약정이율 < 법정이율이면,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따릅니다. 지연손해금 

자체를 합의한 건 아니므로, 최소한 법에서 정한 만큼은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민법 제397조 제1항 <생략>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된다. 즉,]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

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

하여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

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약정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률 자체를 약정(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에 관해 약정이율을 

둘 수 있는 것처럼,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도 약정지연손해금률을 둘 수 있는 거

죠. 이렇게 나온 지연손해금을 약정지연손해금(agreed damages)이라 합니다.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가령, 2012. 7. 1.에 변제기를 2013. 6. 30., 이자는 월 2%로 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값지 못하면 지연손해금은 월 2.5% 의 비율로 한다"라고 합

의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2013. 9. 30.에 돈을 갚게 되었습니다.

1. 여일인 2012. 7. 1.부터 변제기인 2013. 6. 30.까지는 이자가 발생합니

다. 2012. 7. 31.에 20만 원, 2012. 8. 31.에 20만 원, 2012. 9. 30.에 

20만 원 식으로 말이죠. 즉, 이자는 12번 발생하며, 이자 합계액은 240만 

원(= 1,000만 원 × 월 2% × 12회)입니다.

2.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부터 변제일인 2013. 9. 30.까지는 지연손해

금이 발생합니다. 이 때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월 2.5%를 사용합니다. 지연

손해금은 매일 발생하므로 92번(= 31일 + 31일 + 30일) 발생합니다. 지

연손해금 합계액은 75만 원(= 1,000만 원 × 월 2.5% × 3개월)입니다. 

2012. 7. 1. 2012. 7. 31. 2012. 8. 31. 2013. 5. 31. 2013. 9. 30.

이자 이자 이자

이자 지연손해금

1,000만 × 2% × 12회 1,000만 × 2.5% × 3월

₩ ₩ ₩
₩

지연손해금

대여일 변제기 변제일

2013. 6. 30.

₩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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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채무자는 1,315만 원(= 원금 1,000만 원 + 이자 240만 원 + 지연손해금 

75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법정이율은 쓰지 않고, 약정이율(월 2%)과 약정지

연손해금률(월 2.5%)만 썼습니다.

설령, 약정지연손해금률 < 법정이율이라도, 지연손해금은 약정지연손해금률에 

따릅니다. 당사자들이 굳이 지연손해금 자체를 적은 금액으로 합의했다면, 나

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그 합의를 존중하는 겁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

다.] 설사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약정지연손해금률에 따라

야 한다].

소결

지연손해금은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irrelevant to actual damages)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따로 정한 게 없으면: 법정이율(statutory rate of interest)에 의합니다.

2. 이자 약정을 해서 약정이율이 있다면: 약정이율(agreed rate of interest)

에 의합니다. 단, 법정이율이 더 높다면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3. 지연손해금 자체에 약정을 해서 약정지연손해금률이 있다면: 약정지연손

해금률(agreed rate of damages for delay)에 의합니다.

이자 없는 채권

법정이자 있는 채권

약정이자 있는 채권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
약정?

약정지연손해금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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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원상회복 문제

머리에

계약에 따라 금전을 받았다고 합시다. 만약 그 계약이 해제되면, 받았던 금전

을 반환해야 합니다.

받았던 때부터: 이자 가산

받았던 때부터의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이자입

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

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생략>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따라서,

1.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에 따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된다.]

2.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따릅니다.

[그리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지체시부터: 지연손해금 가산

그런데 금전의 원상회복의무 자체를 지체하면, 당연히 지연손해금이 붙습니

다.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입니다.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

구[여기서는 금전반환청구]를 받은 때[정확히는, 그 다음 날]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지

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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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 약정지연손해금률도 없고, 약정이율도 없으면, 법정이율에 따릅니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에 의한다. <생략>

2.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없지만,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에 따릅니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생략>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

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

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약정이율 < 법정이율이면, 법정이율에 따릅니다.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

전에 받은 날로부터 가산할 이자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그 금

전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리에 맞기 때문이다.

3. 약정지연손해금률이 있으면, 약정지연손해금률에 따릅니다.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설령, 약정지연손해금률 < 법정이율이라도, 약정지연손해금률에 따릅니다.

설사 그것[약정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즉,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원금에 해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고율로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일

부러 소송을 지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생략>이 채무자에게 송달

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이율[연 2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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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전부 승소 판결의 경우, 보통 원금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붙

습니다. 결국, 피고가 이유 없이 소송을 끌면 피고 본인만 손해입니다.

판결
선고일

소장 부본
송달일

연 20%연 5%

2. 채무자가 소송을 지연한 게 아니라면 그 범위에서는 고율을 적용하지 않습

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조금이라도 패소한 부분이 있다면, 결국 피고가 

소송에서 다툰 것은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원고 일부 승

소 판결의 경우, 적어도 판결선고 전 부분에는 고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법정이율)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

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

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의 경우, 보통 원금에 대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

다. 결국, 피고가 판결 내용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 피고 본인만 손해입니다. 

판결
선고일

소장 부본
송달일

연 20%연 5%

정리

문제상황

예를 들어, 2012. 7. 1.에 변제기를 2013. 6. 30., 이자는 월 1%로 해서 1,000

만 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소장 

청구취지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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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계산

여일인 2012. 7. 1.부터 변제기인 2013. 6. 30.까지 매달 10만 원씩 12회 

발생하는 금액 합계 120만 원입니다.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

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생략> 한다.

지연손해금 계산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1. 2013. 7.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월 1%(= 연 12%)의 비율에 의

해 계산한 돈입니다.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생략>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2.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해 계

산한 돈입니다.

언제 갚을지 모르니, 딱 얼마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채권자가 최 로 받을 수 있는 돈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금: 1,000만 원

2. 이자: 여일인 2012. 7. 1.부터 변제기인 2013. 6. 30.까지는 연 12% 비율

3. 지연손해금I: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비율

4. 지연손해금II: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

판결
선고일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이자

소장 부본
송달일

변제기일대여일

연 20%
연 12%연 12%

소장 청구취지에는 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최 한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

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하여 201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써서, 법원

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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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
Liquidated Damages

평안히 지낼 때에는 항상 위태로움을 생각하여야 하고, 

위태로움을 생각하게 되면 항상 준비가 있어야 한다. - 《춘추좌씨전》

머리에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본 것처럼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2.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에 액수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십상입니다.

3. 그래서 사전에 배상액을 못박아 두면 서로 편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개념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이란, 당사자가 미리 배상액을 정해 두

는 것입니다.

1.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2. 손해배상에 관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과 별개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위약벌(penalty)일 뿐, 손해배상액예정이 아닙니다. 위약벌은 이

따가 보겠습니다.

3. 채무불이행이 있기 전에 미리: 채무불이행이 있은 "후"에 합의하는 것은 손해

배상액합의(compromised damages)일뿐, 손해배상액예정이 아닙니다. 이

러한 손해배상액합의는 법적으로는 화해에 해당합니다.

4. 당사자가 계약(합의)으로

5. 손해배상 액수 또는 그 산정기준을 정해 두는 겁니다.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는 그 내용이 다르[다.]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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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이행거절 및 이행불능에 대한 배상액 예정

1. 김용완 씨가 이성준 씨로부터 중고바이올린 1 를 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

약을 체결했습니다.

2. 그런데 김용완 씨는 평소 이성준 씨가 약속을 잘 안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3. 그래서 매매계약 당시 "만약 이성준 씨가 바이올린을 주지 않으면, 이성준 씨가 

8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달라 해서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4. 이행거절, 이행불능에 관해 8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액 예정(약정지연손해금)

1. 김용완 씨는 최명군 씨에게 10억 원에 신축공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2. 그런데 김용완 씨는 최명군 씨가 제때 공사를 완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3. 그래서 도급계약 당시 "만약 최명군 씨가 약속한 날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

면, 김용완 씨에게 하루 지날 때마다 100만 원(= 10억 원의 1/1000)씩 붙는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달라 해서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4. 이행지체에 관해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지체상금 약정이라 부릅니다. 약정지연손해금(agreed damages for delay 

of performance)입니다.

예정액 청구의 요건

불이행 사실

예정한 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이행지체"에 해 배상액을 예정했다고 합시다.

1. 그러면 이행지체가 있어야 예정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행불능이 발생하면, 예정액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손해배상이 불가

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원칙으로 돌아가 채권자가 직접 손해액수를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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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한지 여부

보통은 손해 액수만 합의합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non-performance imput-

ed to debtor)어야 한다는 요건은 그 로 필요합니다. 즉, 채무자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발생이 필요한지 여부

손해배상액예정을 하는 이유 자체가 손해에 관해 다툼이 생기는 걸 미리 막기 위해

서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예정을 하면, 손해가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

이 예정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결

1. 예정한 로의

2.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으면,

3. 손해발생과 상관 없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의 결정

원칙

약정한 로 예정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의 감액

그러나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reduction)할 수도 있습니다.

조문상 증액은 안 됩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

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생략>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는 엄격하게 제

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296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예정손해배상액을 청

구함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입증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입증을 요하지 아

니한다.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

히 감액할 수 있다.

예
정
한

채
무
불
이
행

손
해

예정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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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문제

과실상계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손익상계 문제

손익상계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가 부당히 이득 보는 문제가 생기

기 때문입니다.

일방적 손해배상액예정

개념

쌍무계약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 채무불이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

방의 채무불이행에 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일방

적(one-sided) 손해배상액예정이라 합니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

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

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

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

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

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

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

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A가 채무불이행하면
배상액은 1,000만 원으로 하자.

A B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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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양 당사자 합의(계약)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

디까지나 양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되, 한 쪽의 채무불이행에 해서만 배상액예정

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효한지 여부

일방적 손해배상액예정도 유효합니다.

1. 한 쪽의 채무불이행에 해서만 정했다고 해서, 다른 한 쪽의 채무불이행에 

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2. 손해액을 증명하면 얼마든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일방적 손해배상액예정을 해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반대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반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는 예정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53759,53766 판결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

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

A B

A의 채무불이행

배상액
1,000만 원

배상액
?원

B의 채무불이행

A B

A의 채무불이행

배상액
1,000만 원

배상액
?원

B의 채무불이행

X배상액X배상액
1,000만 원X1,000만 원X O배상액O배상액

?원O?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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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

하고 계약금조로 1차 불입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생략>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 특별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위약금 약정은 두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 임차인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특별한 사정에 대한 설시도 없이 임대인에게도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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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발생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Termination

미생은 '이 다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니 이 자리를 떠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교각을 붙잡고 버텼으나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고 말았다. 

이는 신의에 얽매인 데서 오는 비극이다. - 장자

머리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강제이행을 구할 수도 있고,

2.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3. 어떤 경우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4. 언제나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제권이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지요.

개념

해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무효로 만드는 것을 해제(ter-

mination)라 합니다.

해제권

1.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해제권(right of termination)이라 합니다. 즉, 유효

하게 성립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한입니다. 

풀어서 '해제의 권리'라고도 합니다.

2. 해제권이 없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해

제할 수 없습니다. 해제권 없는 사람

이 아무리 계약을 해제한다고 해 봤자, 

해제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계약 

위반(breach)일 뿐이지, 계약이 무효

(invalid)로 되는 건 아니죠. 계약은 여

전히 유효하고, 오히려 해제가 무효죠.

3. 해제권이 있다고 해서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해제권은 해제 자체가 아니라, 

해제"할 권리"입니다.

해제권? 해제 가능

해제 가능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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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자

해제권을 가진 사람을 해제권자(person holding a right of termination)라

고 합니다.

1. 계약 당사자 중 아무도 해제권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일방만 해제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3. 쌍방 모두 해제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해제권의 종류 

약정해제권

약정(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해제권을 약정

해제권(right of termination by agree-

ment)이라 합니다. 해제권을 부여하는 약정

(계약)도 엄연히 하나의 계약입니다. 이를 원

래의 계약과 구별하기 위해, 원래의 계약을 

기본계약이라 하고, 해제권을 부여하는 계약(약정)을 해제권계약이라고 합니다.

1. 기본계약 당시 합의로 해제권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계약과 함께 해제

권계약을 해서 발생한 약정해제권입니다.

2. 기본계약 성립 후에 합의로 해제권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계약 후에 해

제권계약을 해서 발생한 약정해제권입니다.

3. 그리고 당사자들이 법을 잘 몰라서 가령 '취소', '철회', '파기' 등이라고 쓸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칭을 어떻게 적더라도, 그 본질이 해제권이라면 해제

권인 겁니다.

법정해제권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해제권을 법정해제권(right of termination by stat-

ute)이라 합니다. 법에서 "어떤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겁니

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

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로 한다.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해제권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

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

한 의사표시로 한다.

채권발생

해제권발생

A B
기본계약

해제권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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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해제권

2.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해제권

3. 수증자의 행위에 따른 해제권

4.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권

의의

이처럼 해제권이 발생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1. 약정해제권은, 계약관계(채권채무관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선택권(option)

을 넣어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생략>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

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생략>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생략>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

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

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생략>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

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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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권은, 채

무자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

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등)

에 한 채권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요건

요약

다음 4가지가 충족되면,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1. 이행지체(delay of performance): 앞서 본 이행지체 상황이어야 합니다.

2. 주된 채무(fundamentality): 이행지체가 주된 채무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최고(peremptory notice): 일단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하라고 해야 합니다.

4. 상당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그런데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이 

없어야 합니다.

이행지체 요건

"이행지체(채무불이행)" 상황이어야 합니다. 지체가 위법해야 합니다.

1. 가령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채

권자로서는 자기 의무를 다해야만 비로소 채무자가 이행지체 상황에 빠집니다.

2. 채권자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 상 방의 불이행만 들어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

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생략>

약정해제권

법정해제권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

담보책임에 따른
법정해제권

해제권 발생 규정

해제권 발생 약정

최고"이행지체"

상당기간

주된 채무

해제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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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채무 요건

1. 주된(fundamental) 채무의 불이행이어야 합니다.

2. 부수적(incidental)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최고 요건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채무자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최

고(peremptory notice)라고 합니다.

1. 최고 없이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채무자가 이행지체를 했다고 해서, 채권

자가 그 순간 곧바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이행기를 지났더라도, 채무

자에게 이행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겁니다.

2. 원래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최

고해도, 최고는 유효합니다.

상당기간 요건

그 상당기간 내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따라서 이제는 채권자가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판결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

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

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

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

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

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는 배출시설

설치계약에 있어서 그 설치업자의 주된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의무의 불이행을 사

유로 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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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최고 요건과 상당기간 요건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 이행지체 후 채무자에게 이행거절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기행위(periodic act)의 경우: 예

를 들어 결혼식용 청첩장 주문 계약

을 생각해 봅시다. 제작자가 이행기

를 넘기면, 그 뒤 이행이 돼도 채권

자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을 것입니

다. 그러므로 최고 등 없이도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요건

요약

다음 4가지가 충족되면,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1. 불완전이행(defective performance): 앞서 본 불완전이행 상황이어야 합니다.

2. 주된 채무(fundamental): 불완전이행이 주된 채무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최고(peremptory notice): 일단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추완하라고 해야 합니다.

4. 상당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그런데도 상당한 기간 내에 추완이 없어야 합니다.

문제되는 요건만 봅시다.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

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

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최고"불완전이행"

상당기간

주된 채무

해제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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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요건

불완전한 부분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추완(subsequent completion)이라 

부른다고 배웠습니다.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채무자에게 추완할 것을 요구

해야 합니다. 이것도 최고라고 합니다.

상당기간 요건

그 상당기간 내에도 채무자가 추완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예외

만약 추완이 불가능하다면,

1. 최고 요건과 상당기간 요건은 무의미합니다.

2. 이 때에는 불완전이행이 있는 순간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요건

이행불능으로 인한 법정해제권

단지 "이행불능"이 있으면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이행거절로 인한 법정해제권

"이행거절"이 있어도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특징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와 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에는 다음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이행

불능 또는 이행거절 상황에서는 그 자체로 최

고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 변제기와도 무관합니다. 가령 변제기 전이라도 이행불능이나 이행거절이 있

으면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이 점에서 변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행

지체 경우와 다릅니다.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

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변제기"이행거절"

"이행불능"

해제권
발생



284 제8강  채권의 효력 PART 2

결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다음 요건 하에 해제권을 취득합니다.

1.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2. 최고가 의미 있는 한, 최고를 해서 상당기간이 지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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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행사
The Exertion of the Right of Termination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 Lawrence Peter "Yogi" Berra

머리에

방금 전까지 해제권의 발생을 보았습니다. 말 그 로, 누군가 해제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해제권의 발생이라 합니다.

1. 그러나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해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즉, "해제권이 있

다"는 말과 "해제되었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2. 왜냐하면, 해제권을 "행사"해야만 비로소 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곧 해제

는 해제권자의 선택(option)입니다. 해제권자는 해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3.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채권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계약도 여

전히 유효합니다. 채무자는 여전히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는 거죠.

개념

1. 해제권자가 일방적으로

2. 해제권에 근거해

3.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행사 방법

해제의 의사표시

상 방에 한 의사표시(expression of 

intent)로 합니다. 즉, "해제하겠다"는 취지

를 상 방에게 보내는 겁니다.

A B

해제권자 상대방

의사표시

해제권
발생?

해제권
행사?

해제 가능

계약
소급무효

해제 불가 해제 불가

YES YES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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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권자가 채권자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 해제권자가 채무자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철회의 불가능

불가분성

"하나의 계약에서" 한 쪽 당사자가 여러 명일 수 있

습니다. 이 때는 불가분성(indivisibility) 원리에 따

릅니다.

1. 해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쪽 당사자가 5명이라

면, 5명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해제를 당하는 쪽 당사자가 3명이라면, 3명 전

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3. 양 쪽 다 위와 같이 여러 명이라면, 5명 전원이 

3명 전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행사기간

제척기간

1. 해제권은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 이 기간은 제척기간(exclusion period)입니다.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② 전항의 의사표시[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

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

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A

A

A

B

B

B

B

B

해제권 소멸해제권 발생

제척기간

10년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

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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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실효

비록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상당기간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해제권의 행사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실효의 원칙에 관해서는, 민사법 입문 제10강: 기본 사항 중 "신의성실의 원칙" 부

분을 참조하세요.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234 판결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갖기에 이르러 

그 후 새삼스럽게 이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해제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제권 실효해제권 발생

신뢰형성

상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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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의 효과
The Effect of the Right of Termination

너에게서 나온 것은 다시 너에게로 돌아간다. - 맹자

머리에

해제권을 행사하면 해제됩니다.

1. 해제는 계약의 후발적·소급적 무효라 했습니다.

2. 그 결과 계약에 근거해 발생했던 채권관계 역시 소급적으로 무효로 됩니다.

3. 또 그 결과 채권관계에 근거한 물권변동도 따라서 소급적으로 무효로 됩니다.

4. 이제 이것을 분석해 봅시다.

민사법 입문 제2강: 계약법의 기초개념을 참조하세요.

해방효

아직 이행(급부)하지 않은 채권채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해방효(effect of release)

라고 말합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된다.]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

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

계약

채권관계A B

물권변동XXXX물권변동X물권변동

X채권관계X채권관계X
X계약X계약X

물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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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무

개념

이미 이행(급부)한 것이 있다면 받은 사람이 준 사람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이러

한 의무를 원상회복의무(duty to recovery)라고 말합니다.

성격

1. 본질은 급부부당이득 반환(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입니다. 급

부의 법률상 원인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까닭에, 받은 급부를 반환하는 차원

이기 때문입니다.

2. 하지만, 부당이득반환 중에서도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원

상회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특별히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환범위

1. 받은 돈은 이자(interest)를 붙여서 돌려줘야 합니다. 말 그 로 '이자'이고, 

지연손해금이 아닙니다. 이자 발생에 관해 약정을 하지 않았어도, 이자가 붙

습니다. 즉, 법정이자입니다. 이율 약정도 없다면 여기에 법정이율(연 5% 또

는 연 6% 등)을 적용합니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

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생략>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

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② 전항[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

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이미 이행한 것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것

원상회복의무 O

이행의무 X

해제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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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받은 물건은 사용이익을 붙여서 돌려줘야 합니다.

제3자의 보호

문제점

만약 계약 당사자만 존재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서로 준 것을 서

로에게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3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컴퓨터를 매도했고, B는 컴퓨터를 인도받

은 후 다시 C에게 매도했다고 합시다.

1. 그 상태에서 A가 B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합시다.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이 소급해 무효로 됩니다. 그러면 A로부터 B로의 물권변동도 소급해 무

효가 됩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328 판결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반환하는 

금액에 법정이자를 부가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

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반환

반환

매도인 매수인
매매계약

해제A B

₩

물건

+ 사용이익

+ 이자

A B

C

반환
 청구?

계약

계약해제

물권변동

물권변동

XX물권변동X물권변동

XXX물권변동X물권변동
X계약X계약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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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결과 B는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소유권자도 아니면서 C에게 매도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C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B가 남의 물건

을 판 셈이니까요.

3. 한편, 해제의 소급효 때문에, 처음부터 소유권은 계속 A에게 남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A가 C를 상 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것인데요. C로

서는 매우 난감합니다.

4. 이런 결과가 정당할까요? 결국 해제권자 A와 제3자 C 중에서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보호 규정

물론,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보호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간략하고 추상적입니다. 누구까지가 "제3자"이고, 누구부터는 "제3자"

가 아닌가요? 결국, 제3자 보호 문제는 해석(interpretation)에 맡겨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제3자"에 해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1. 계약 이행으로 인해 생긴 모습을 신뢰하여,

2.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결과,

3. 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4.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5. 계약당사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자야 합니다. 

6.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사례(case)를 통해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1. 매수인으로부터 물권(real right)을 취득한 자(

전득자):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즉, 매매

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는 이미 취득한 물권

을 그 로 가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3자

는 소유자로 됩니다.

A B

C

물건매도인

물건전득자

물건매수인

소유권
양도

물건

계약X계약X계약계약X계약

물건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

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

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

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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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claim)을 양수한 자(채권양수인): 보호받는 제3자가 아

닙니다. 즉, 계약이 해제되면, 제3자는 더이상 채권자가 아닙니다. 해제로 채권

이 소멸하기 때문이죠.

3.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claim)을 압류하거나, 전부받은 자(압류채권자, 전부채권

자):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즉, 계약이 해제되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합니다.

4. 부동산매매계약으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 압류, 전부한 자(등

기청구권양수인):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

(claim)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생략>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

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계약상의 <생략>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A B

C

채무자

채권양수인

채권양도인

채권
양도

계약X계약X계약계약X계약

채권

A B

C

제3채무자

압류채권자

압류채무자

채권
압류

계약X계약X계약계약X계약

채권
A B

C

제3채무자

전부채권자

전부채무자

채권
전부

계약X계약X계약계약X계약

채권

A B

C

등기의무자

등기청구권
양수인

등기청구권
양도인

등기청구권
양도

계약X계약X계약계약X계약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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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건물에 관한 권

리자: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토지와 건

물은 서로 다른 부동산입니다. 그러므로 건물

에 관한 권리자는 계약 목적물(토지)에 관해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닙니다.

제3자가 선의여야 하는지

1. 이미 해제가 된 상태에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면, 제3자가 해제된 

줄 몰랐을 때만 보호를 받습니다. 즉, 제3자가 선의여야 합니다. 해제가 되

어 계약당사자가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제로 원상회복

을 하기 전을 틈타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 아직 해제 전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면, 선의 악의가 문

제되지 않습니다. 해제권(해제사

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

해제된 줄 알고 모르고"를 따질 수

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94082 판결

매매예약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하였음에 불과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l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카16761 판결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

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

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

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계

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A B

C

토지매도인

건물매수인

토지매수인

건물소유권
양도

토지

계약X계약X계약계약X계약

건
물

해제권
행사

해제권
발생

선약 불문 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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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제" 자체에 한 선의는 필요하지만, "해제사유"에 한 선의는 필요 없습니다.

해제와 손해배상

앞서 배운 내용을 종합하면 됩니다. 조문과 판례만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

해제를 하든, 해제를 하지 않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손해배상의 범위

동시이행 관계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계약이행으로 인

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

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

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신뢰이익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규정은 전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의 경우에 준용한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25138 판결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

하는데, 이 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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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제도
The Money for Breach of Contract

증명하기 위한 삶은 피곤하다. - 전병욱

의의

위약금의 개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위약금(mon-

ey for breach of contract)이라 합니다.

위약금의 종류

1. 손해배상액예정으로서의 위약금(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일 수

도 있고,

2. 위약벌(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일 수도 있고,

3. 손해보증금(security deposit for breach of contract)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예정으로서의 위약금

개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 차원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게 지급하기로 하는 돈입니다.

취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그 액수 산정이 쉽지 않으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손해전보(damages compensation) 차원입니다.

효과

1. 예정액 > 실손해액이라도, 채권자는 예정액만큼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예정액 < 실손해액이라도, 채무자는 예정액까지만 배상하면 됩니다.

= ≠지급액 예정액 실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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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개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돈을 위

약벌이라 합니다.

취지

채무불이행을 하지 말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사실상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취지입니다.

제재(sanctions) 차원입니다.

효과

1. 위약벌은 위약벌 로 내야 합니다.

2. 실손해액은 실손해액 로 배상하든

지, 채무이행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손해보증금

개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 일부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돈입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원·피고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약정 내용의 계속적인 실현을 의도하면서 이와 별도로 약정

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 어떠

한 손해의 발생을 예상하여 그 배상을 예정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약금은 원·피고가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그 배상의 법률관

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기 보다는, 원·피고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의 이행에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고 위약하였을 때에는 사

적인 제재를 가하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는 [위약벌인] 위약금과 별도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지급액 위약벌 실손해액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3101 판결

[손해배상액예정]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제손해액이 예정액을 초

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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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채권자가 실손해액의 배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도 최소 어느 정도

의 배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손해담보(damages security) 차원입니다.

효과

1. 손해보증금보다 실손해액이 더 작더라도, 채권자는 적어도 손해보증금만큼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2. 게다가 손해보증금보다 실손해액이 더 크면, 채권자는 이를 증명해 차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손해보증금을 넘어 배상하게 될 수도 있죠.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

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렇다면]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

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입증하여 수급

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

로 봄이 상당하다.

구별 방법

위약금이 위 3가지 중 무엇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당사자의 의사

1.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2.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령 "보증금"이라

는 말을 썼더라도, 내용이 손해배상액예정이면 손해

배상액예정이고, 내용이 위약벌이면 위약벌입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 + =지급액 예정액 위약벌 실손해액

위약금 예정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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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예정으로 추정

다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액으로 추정(presumption)합니다.

1. 따라서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하면, 손해배상액예정으로 처리합니다.

2. 결국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위약벌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

1. 위약금을 정해 두면, 상 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위반을 하면 그 자체로 

위약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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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제도
The Contract Deposit

돌잔치 계약금 환불받을 수 있나요? - 구 달서구의 송모씨

개념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금 중 일부를 계약 체결과

 함께 상 방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이렇게 주는 돈을 계약금(contract deposit, first payment)이라 합니다.

2. 계약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계약금계약(contract of contract deposit)이

라 합니다. 종된 계약(accessory contract)이라고도 합니다.

3. 한편, 원래의 계약을 주된 계약(principal contract)이라고도 합니다.

중도금과 잔금

금을 3번에 걸쳐 치르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첫 번째로 지급하는 돈이 방금 본 계약금입니다.

2. 두 번째로 지급하는 돈을 중도금(intermediate payment, second pay-

ment)이라 합니다.

3. 마지막에 지급하는 돈을 잔금(the balance, final payment)이라 합니다.

사례

김용완 씨는 2013. 10. 1. 정재후 씨로부터 A토지를 다음과 같이 10억 원에 매수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 매매 금 중 1억 원은 계약 당일

에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계약

금입니다.

2. 매매 금 중 4억 원은 2013. 

11. 1.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도금입니다.

3. 매매 금 중 5억 원은 2013. 12. 1.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잔금입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받기로 했습니다.

A B
주된계약

계약금계약

2013. 12. 1
등기서류 받는 날

2013. 10. 1
계약일

2013. 11. 1

계약금 중도금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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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약금

개념

증약금(money for verification)이란,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

는 돈입니다. 

계약금과 증약금의 관계

계약금은 증약금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그 자체가 적어도 어떤 계약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약계약금

개념

위약계약금(contract deposit for breach of contract)이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만큼을 지급하는 셈으로 하고 미리 주고받는 돈입니다.

1. 위약계약금을 줬던 사람이 채무불이행을 하면, 상 방이 위약계약금을 몰수

할 수 있습니다.

2. 위약계약금을 받았던 사람이 채무불이행을 하면, 상 방에게 위약계약금의 2

배를 주어야 합니다.

사례

김용완 씨는 윤경석 씨로부터 B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 위약계약금으로 김용완 씨가 윤경석 씨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3,000만 원

위약계약금
매도인 매수인윤경석 김용완

김용완 위약시
몰수

윤경석 위약시
2배로 반환받음

1. 만약 김용완 씨가 약속한 날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매매 금을 지급하지 않으

면, 윤경석 씨가 3,000만 원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윤경석 씨가 약속한 날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으면, 김용완 씨가 6,000만 원(= 3,000만 원 × 2)을 윤경석 씨에게 달라

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성질

위약계약금도 위약금(money for breach of contract)입니다. 위약금이긴 한데, 

단지 계약 체결시에 그만큼을 미리 주고받았을 뿐이죠. 한 마디로, 이미 지급한 위

약금입니다. 따라서 위약계약금은,

계약금 증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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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약벌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손해배상예정액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

다. 부분 이런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계약금과 위약금의 관계

1. 계약금이 언제나 위약금인 건 아닙니다.

2. 계약금을 위약계약금으로 보자는 합의가 있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약금 중에서도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예정으로 봐야겠죠.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151 판결

매매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계약금에 대하여 [①] 매수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이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②]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상환할 뜻의 약정이 있

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

의 예정의 성질[도 가진다.]

해약금

개념

해약금(money for holding a right of termination)이란, 임의로 해제할 수 있

도록 미리 주고 받는 돈입니다. 즉,

1. 해약금을 줬던 사람이 해제를 하고 싶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 상

방이 해약금을 몰수하면 됩니다.

2. 해약금을 받았던 사람이 해제를 하고 싶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 상

방에게 해약금의 2배를 줘야 합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생략>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

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즉, 위약금이 아니다.]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

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

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약금 예정액

위약벌드물게

추정

위약금 예정액위약벌
추정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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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김용완 씨는 최윤성 씨로부터 C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 당시  해약금으로 김용완 씨가 최윤성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1. 김용완 씨는 생각해 보니 너

무 비싸게 산 것 같다며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신, 최윤

성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순 없겠지요.

2. 최윤성 씨는 생각해 보니 너무 싸게 판 것 같다며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 

김용완 씨에게 1억 원(= 5,000만 원 × 2)을 줘야만 합니다.

법적 성격

1. 해약금을 주고받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해제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결국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해제권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해제권은 약정해제권

(right of termination by agreement)입니다.

2. 해약금에 근거한 해제를 해약

금해제라 부릅니다. 해제의 의

사표시를 보내는 겁니다.

3. 약정해제이므로, 채무불이행과는 무관합니다.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해약금해제의 요건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제3절 매매]의 규정은 매매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

한다. <생략>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

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로 한다.

제565조 (해약금) ② 제551조의 규정[해제해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전

항[해약금해제]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

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000만 원

해약금
매도인 매수인최윤성 김용완

2배로 반환하면
내가 해제 가능

몰수당하면
내가 해제 가능

해약금
매도인 매수인최윤성 김용완

약정해제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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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일방이: 상 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해약금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러면, 자기가 이행에 착수해도 해약금해제를 할 수 없을까요?

2.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행준비(preparation) < 이행착수(launch) < 이행제공(tender)

계약금과 해약금의 관계

계약금은 해약금에도 해당합니다.

계약금을 줄 때,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는 특약을 둘 수도 있습니다. 특약이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생기면, 그 특약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

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

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

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

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 이행기의 약

정이 있다 하더라도 <생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하에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도어음을 

교부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본 사례.

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

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78 판결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계약금 해약금
추정

착수

해약금해제
가능

해약금해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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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과 위약금의 비교

1. 해약금을 두는 것은, 이행 전에 계약금을 스스로 포기하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입니다.

2. 위약금을 두는 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사람에 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

해액에 한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계약당시부터 배상 금액을 예정하

는 취지입니다.

정리

계약금의 미지급

문제점

계약금을 두기로 했는데, 계약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

도 있습니다.

1. 그래도 계약금계약(종된 계약)이 성립할까요? 

2.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본다는데, 그렇다면 그 결과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

을까요?

3. 안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계약금계약의 요건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한다.]

위약금계약금 예정액

위약벌

해약금

증약금

드물게추정

당연

추정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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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계약에 대한 법정해제 가능성

주계약과 계약금계약은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금계약은 말 그 로 계약금을 지급

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계약금계약 자체는 해제할 수 있겠죠.

주된 계약에 대한 해제 가능성

이처럼 계약금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 있을까요?

1. 만약 계약금계약과 주계약이 불가분적이라면 주계약까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만약 계약금계약과 주계약이 불가분적이 아니라면, 임의로 주계약을 해

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

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금계약

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계약금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계약을 법정해제할 경우] 나아가 위 약정[계약금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

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

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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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권리가 있고 판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

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지

켜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먼저 기초개념을 살피고, 차례로 공부합시다.

채권자의 법적 조치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Effect of Obligation PART 3

제9강

Nicolas Poussin

A Dance to the Music of Time, c. 1634-1636

Oil on canvas, 82.5 × 104 cm

채권의 효력 PART 3

1.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입니다.

2.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채권자대위권입니다.

3.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앞으

   로 돌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채권자취소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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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Introduction

살갗 아래에서 끔찍한 꿈틀거림을 느꼈을 때, 남자는 깨달았다.

벌레들은 남자를 지키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새끼를 지켰던 것이다.

- DarkAlliGator

 

문제상황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김용완 씨는 심현목 씨에게 각종 채

권을 갖고 있습니다.

1. 금전채권 1,000만 원: 김용완 

씨는 심현목 씨에게 1,000만 원

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심현

목 씨는 돈이 없다면서 갚지 않고 있습니다.

2. A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김용완 씨는 심현목 씨로부터 A부동산을 매

수해서 금을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심현목 씨는 김용완 씨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3. B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김용완 씨는 심현목 씨로부터 B부동산을 매

수해서 금을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심현목 씨가 김용완 씨 앞으로 등기이

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4. 그래서 김용완 씨는 심현목 씨를 상 로 1,000만 원의 지급과 A부동산과 B

부동산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참고로, 심현목 씨에게는 각종 재산이 있습니다.

1. 금전채권 1,000만 원: 심현목 씨는 명노

관 씨로부터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

습니다.

2. A부동산: 심현목 씨는 A부동산 소유자입

니다.

3. B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B부동산

은 이주영 씨 소유입니다. 그러나 심현목 

씨는 이주영 씨로부터 B부동산을 매수해

서 금을 모두 낸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등기만 못 받았을 뿐이죠.

1,000만 원 대여금채권

A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 

B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

김용완 심현목

B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

1,000만 원
채권

심현목

명노관

A부동산

B부동산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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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처분의 유혹

눈치 9단인 심현목 씨는 소송과 강제집행을 당하느니, 어떻게든 자기 재산을 처분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금전채권

명노관 씨에 한 1,000만 원 채권을 제3자인 최수희 씨에게 넘겨야겠다(채권양

도)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A부동산을 제3자인 최수희 씨에게 넘겨야겠다(부동산 양도)는 생각을 합니다.

받을 부동산

1. B부동산을 이주영 씨로부터 받은 다음에, B부동산을 제3자인 최수희 씨에

게 넘겨야겠다(부동산 양도)는 생각을 합니다.

2. 또는, B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제3자인 최수희에게 양도하겠

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생각을 합니다.

최수희

명노관

심현목

부동산
양도

1,000만 원
채권

최수희

심현목
A부동산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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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불행사의 유혹

심현목 씨는 어차피 강제집행을 당할 재산이라며, 굳이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

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채권의 불행사

심현목 씨는 명노관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 봤

자 어차피 김용완 씨 몫이 될 거라며, 그 권

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청구권의 불행사

심현목 씨는 이주영 씨로부터 B부동산의 등

기를 경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 봤자 어차피 김용완 씨 몫이 될 거라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채무자인 심현목 씨는 여러 방법으로 채권자인 김용완 씨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김용완 씨는 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심현목 씨가 재산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야 합니다. 보전처분입니다.

2. 심현목 씨가 이미 재산처분을 했다면,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입니다.

3. 심현목 씨가 권리를 불행사하면, 신 행사해야 합니다. 채권자 위권입니다.

최수희

심현목

이주영
B부동산

B부동산

부동산
양도

부동산
양도

B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

심현목

명노관

이주영

B부동산

1,000만 원
채권

B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

불행사

불행사



311제9강  채권의 효력 PART 3

기초개념
Basic Concepts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하라. - Publilius Syrus

 

이행판결

개념

1. 이행판결(performance judgement)이란, 말 그 로 피고에게 이행을 명하

는 판결입니다.

2. 가령, 원고에게 A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행판결 주문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 하라."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

1. 금전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한 2013. 7. 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동산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3. 부동산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4. 부동산등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

방법원 2013. 9. 3. 접수 제123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집행력이 있는지 여부

1. 이행을 명령한 것이지, 자동으로 이행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의 문제

가 남습니다.

2. 여기서 이행판결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이행판결에는 집행력(executive 

force)이 있습니다.

3. 단, 의사진술을 명한 판결은 예외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순간 집행이 시작되

어 그 순간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행력이 없지요. 등기절차 

이행판결 얘깁니다.

이행의 소와 이행소송

1.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이행의 소라 합니다.

2. 이행의 소를 제기해 시작한 소송절차를 이행소송(litigation for perfor-

mance)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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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판결

개념

1. 형성판결(formation judgement)이란, 말 그 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판결

입니다. 현재의 법률관계를 판결로 변경하거나, 판결로 새로운 권리관계의 발

생시키는 겁니다.

2. 가령, 공유물 A를 어떻게 분할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형성판결 주문

주문은 가령 "… 이혼한다." "…을 취소한다.", "…을 분할한다." 등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1. 이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공유물분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0m²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

시 ㄴ, ㅁ, ㅂ, ㄷ,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m²는 피고

의 소유로 분할한다."

3. 계약취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집행력이 있는지 여부

1. 형성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분할됩니다. 형성력(for-

mation force)이 있다고 합니다. 가령 부부의 혼인관계는 종료되었고, 계약

은 취소되어 무효로 되었고, 공유물은 법적으로 분할이 됐습니다. 이혼, 취

소, 분할 자체는 끝입니다. 이혼, 취소, 분할 자체는 집행 문제가 없습니다.

2. 즉, 형성판결은 집행권원이 아니며 집행력이 없습니다.

3. 한편, 판결확정 순간 등기명의나 점유 같은 것까지 자동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

다. 이혼, 취소, 분할은 "법률상" 그렇게 됐다는 것일 뿐이니까요. 따라서 등기

명의를 바꾼다거나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긴 합니다.

4. 무언가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형성판결뿐만 아니라, 그 후 이행판결이 필

요합니다.

형성의 소와 형성소송

1.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를 형성의 소라 합니다.

2. 형성의 소를 제기햇 시작한 소송절차를 형성소송(litigation for formation)

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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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판결

개념

1. 확인판결(declaratory judgment)이란, 말 그 로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판

결입니다.

2. 가령, 원고가 A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확인판결 주문

주문은 "…을 확인한다."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1. 부동산소유권확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채무부존재확인: "별지 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

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채권확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4. 1. 

임 차계약에 의한 기간 2년, 임 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매월 300,000

원으로 된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집행력이 있는지 여부

1. 확인판결은 어떤 법률관계를 확인할 뿐입니다. 당연히 집행의 문제가 없습니다.

2. 따라서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아니며 집행력이 없습니다.

확인의 소와 확인소송

1.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를 확인의 소라 합니다.

2.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시작한 소송절차를 확인소송(litigation for decla-

ration)이라 합니다.

중복된 소제기 금지

이미 소제기를 해서 소송계속 중이면, 같은 내용으로 또 소제기할 수 없습니다.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전소로도 충분한데, 굳이 후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지요.

이행판결 형성판결 확인판결

기판력 O O O

집행력 O X X

형성력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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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전소와 후소의 구별은 소장 부본 송달의 전후, 즉 소송계속의 전후로 구별합니다.

소취하 후 소제기 금지

이미 소제기를 해 판결까지 받고 나서 취하했다면, 같은 내용으로 또 소제기할 수 

없습니다. 후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전소 판결을 받자마자 취하하는 건 결

국 법원을 농락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소를 판결을 받기 전에 취하했다면, 후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확정 후 소제기 금지

이미 소제기를 해 판결을 받고 확정까지 되었다면, 같은 내용으로 또 소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전소 판결이 청구기각(원고패소)이었다면, 후소에서도 그 로 청구기각 판결

을 내립니다. 전소 판결에 모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

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

를 제기하지 못한다.

A소제기
A소장

부본 송달

if B소제기
= 중복된 소제기

if B소제기
= 소취하 후 소제기

A판결선고 A소취하

금지 금지

A소제기
A소장

부본 송달

if B소제기
= 중복된 소제기

if B소제기
= 소취하 후 소제기

A판결선고
(예정)A소취하

금지 허용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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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소 판결이 청구인용(원고승소)이었다면, 후소에서는 소각하 판결을 내립니

다. 반복해서 승소판결을 내려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후소 제기가 부적

법하다는 거죠.

이처럼 한번 판결이 확정된 후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을 받거나 판결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전소 확정판결 때문입니다. 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기판력(res judicata)

이라 부릅니다.

무자력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1. 적극재산(positive property)이란, 보통의 재산입니다. 부동산, 동산, 채권 

등입니다.

2. 소극재산(negative property)이란, 오히려 재산감소가 되는 재산입니다. 즉, 

빚(채무)을 말합니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앞서 피고 [등을 상대로] 연대하여 금 2,325,000원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보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때] 피고[는] 원고에게 <

생략> [금 1,162,500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은 인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기각된 일

부승소의 판결을 얻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생

략> 이 사건에 미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그 승소부분에 해당하는 2분의 1부분은 권리보호의 요

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리]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2분의 1부분은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형식적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A소제기
A소장

부본 송달 A판결선고 A판결확정

if B소제기
= 중복된 소제기

금지

if B소제기
= 소취하 후 소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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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적극재산 < 소극재산"이 된 상태를 무자력

(lack of funds)이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재

산보다 빚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

람의 재산상태가 다음과 같다고 합시다.

1. 부동산 1억 원

2. 동산 3,000만 원

3. 채권 2,000만 원

4. 채무 2억 원

그러면, 적극재산이 1억 5,000만 원(= 1억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입니다. 소극재

산은 2억 원입니다. 결국 총재산은 -5,000만 

원으로서, 무자력입니다.

당사자 능력

문제상황

예를 들어, 김용완 씨가 차상원 씨를 상 로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시다. 

차상원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1. 그러면 김용완 씨가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즉, 김용완 씨에게 원고능력(당사

자능력)이 있습니다.

2. 한편, 도롱뇽, 피카츄, 이순신이 원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즉, 도롱뇽, 피카

츄, 이순신에게는 원고능력(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당사자능력의 개념

이처럼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당사자능력(admissibility)이라 합

니다. 원고든 피고든,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법 입문 제2강: 소송요건론 PART I 중 '청구인능력'을 참조하세요.

당사자능력 있는 사례 1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권리능력(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이라 합니다. 권리능력이 있으면,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적
극
재
산

소
극
재
산

+ 1억 5,000만 원

-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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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을 보면, 사람은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생

존한 사람을 말합니다. 김용완 씨, 이성준 씨, 장보예 씨 모두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2. 민법을 보면, 법인도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삼성전

자 주식회사, OO의료법인, XX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모두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권리능력에 관해서는, 민사법 입문 제12강: 사람과 법인 중 "능력", "자연인", "법

인" 부분을 참조하세요.

당사자능력 없는 사례

권리능력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1. 동물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도롱뇽, 강아지, 오랑

우탄은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2. 가상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카츄, 용가리 등은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3. 가상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궁민수, 아귀, 짝귀, 슈퍼맨, 배트맨 등도 당

사자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가상의 인물을 허무인이라고 합니다.

4. 사망한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 도요토미 히데요시, 스티브 잡스 등

도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당사자능력 있는 사례 2

그러나 권리능력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능력이 없지만,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OO종중, @@

교회는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2. 법인 아닌 재단도 권리능력이 없지만,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

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법인 아닌] 재단은 대

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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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입문 제5강: 물권의 취득과 소멸 중 "총유"를 참조하세요. 지금은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가세요.

당사자적격

문제상황

아까 사례를 다시 봅시다. 김용완 씨가 차상원 씨를 상 로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시다. 차상원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1. 그러면 김용완 씨가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즉, 김용완 씨에게 원고적격(당사

자적격)이 있습니다.

2. 한편, 김용완 씨의 친구 이성준 씨가 "김용완 씨를 위하여" 원고가 될 수는 없

습니다. 즉, 이성준 씨에게는 원고적격(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당사자적격의 개념

이처럼 당사자적격(standing to sue)란, 소송 당사자가 될 자격을 말합니다. 즉,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입니다. 소송수행권이라고도 부릅니다. 분쟁과 무

관하다든지, 판결을 해주어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사자적격(소송수행권)

이 없습니다.

1. 원고가 될 자격을 원고적격(standing to sue)이라 합니다. 권리자(holder of 

THE right)에게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2. 피고가 될 자격을 피고적격(standing to be sued)이라 합니다. 의무자(bearer 

of THE obligation)에게 피고적격이 있습니다.

공법 입문 제2강: 소송요건론 PART I 중 '청구인적격'을 참조하세요.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민사소송중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

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함이 원칙이[다.]

김용완 차상원

100만 원 채권

당사자적격 O
AND 청구 이유 O

김용완은 차상원에게 받을 돈이 있으므로
김용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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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 없는 사례

1. 이성준 씨가 원고가 되어 "피고는 김용완 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

구취지로 소제기를 했다면,

2.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합니다.

 

3. 따라서 소각하(rejection) 판결을 받습니다.

당사자적격 있는 사례

1. 이성준 씨가 원고가 되어 "피고는 원고(이성준 씨)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는 청구취지로 소제기를 했다면,

2. 당사자적격은 있어 소제기는 적법합니다. 

3. 그러나 이성준 씨는 차상원 씨에게 가진 채권이 없으므로, 결국 청구기각

(dismissal) 판결을 받습니다.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의 관계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당사자적격을 논할 수 있습니다.

1. 소가 제기되면, 제일 먼저 이 소송에서 누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지 판단합니

다. 소장에 원고라 써 있으면 원고이고, 소장에 피고라 써 있으면 피고입니다.

김용완

이성준

차상원
100만 원 채권

당사자적격 X

김용완은 차상원에게 받을 돈이 있으므로
김용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친구

김용완

이성준

차상원
100만 원 채권

당사자적격 O
BUT 청구 이유 X

이성준은 차상원에게 받을 돈이 있으므로
이성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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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능력은 이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와 상관 없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도롱뇽, 피카츄, 이순신은 어떤 소송이든 간에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이성

준 씨는 어떤 소송이든 간에 당사자능력이 있습니다.

3. 당사자적격은 어떤 소송이냐에 따라 달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성준 씨는 

어떤 소송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있고, 어떤 소송에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제3자 소송담당

머리에

이것은 당사자적격(standing to sue)의 문제입니다. 즉, 원고적격 또는 피고적격 

문제입니다.

제3자 소송담당의 개념

제3자가 소송 당사자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3자의 소송담당

(third party standing), 짧게 소송담당이라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의 권리나 의무에 관해 당사자적격(소송수행권)을 가지고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

는 경우죠.

1. 법정 소송담당: 법률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 소송담당입니다.

2. 임의적 소송담당: 원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 소송담당입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비록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

사자적격이 부여되는 경우와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

여 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이 소송은
당사자가
누구인가?

그는
당사자적격
있는가?

그는
당사자능력
있는가?

당사자가
문제됨

당사자
아님

각하 각하

당사자 문제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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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송담당의 유형

1. 가령, 권리자 아닌 자가 원고로 되기도 합니다. 

2. 또, 의무자 아닌 자가 피고가 되기도 하죠.

 

법정 소송담당

법률규정 때문에 제3자의 소송담당 관계가 생기는 경우를 법정소송담당(third 

party standing by statute)이라 합니다.

1.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을 하면, 채무자의 권리에 관해 파산관재인이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파산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법률이 정해 놓았기 때

문입니다. 

권리자

제3자

의무자
권리관계

원칙 : 당사자(피고)적격 X

예외 : 당사자(피고)전격 O

청구

제3자 소송담당

채권자

파산

관재인

채무자
채권

청구

파산

법정 소송담당

권리자

제3자

의무자
권리관계

원칙 : 당사자(원고)적격 X

예외 : 당사자(원고)전격 O

청구

제3자 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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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 예를 들면,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권리에 관해 추심채권자가 직접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법률이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임의적 소송담당

합의로 제3자의 소송담당 관계가 생기는 경우를 임의적소송담당(thir party 

standing by contract)이라 합니다.

1. 공동원고로 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권리에 관해 다른 사람이 

직접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맡기는 겁니다. 이 때 맡긴 사람

은 선정자, 맡은 사람은 선정당사자라 부릅니다. 말 그 로, 선정당사자가 소

송 당사자고, 선정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359조(당사자적격)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

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추심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피압류채권

청구추심명령

법정 소송담당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생략> 그 가운데에서 모두

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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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원고, 공동피고로 될 관계도 아니면서 임의적 소송담당을 함부로 할 수

는 없습니다.

상대효와 절대효

개념

1.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미치는 것을 절 적 효력, 줄여서 절 효(absolute 

effect)라 합니다. 예를 들어,

2. 특정한 사람에게만 효과가 미치는 것을 상 적 효력, 줄여서 상 효(relative 

effect)라 합니다. 예를 들어,

위 조항들의 의미는 차차 배울 것이니, 일단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기억해도 됩

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이와 같은 임의적 소송신탁은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그 허용되는 경우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나 탈법적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소송대리를 변호

사에 한하게 하고 소송신탁을 금지하는 것을 피하는 따위)이를 인정하는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

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

로 한다.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

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상계의 절대적 효력 등등]외에는 어느 연

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선정자

선정

당사자

채무자

공동
이해관계

B채권

A채권

선정자를 위해 A청구

선정당사자를 위해 B청구

임의적 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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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효가 있는 취소

김용완 씨가 A라는 법률행위를 취소해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었다고 합시다.

1. 김용완 씨는 A라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최병룡 씨도 A라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민원균 씨도 A라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이우지 씨도 A라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 뿐만 아니라, 그밖에 누구든지 A라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취소의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도 미치는 경우, 절 효가 있다고 합니다.

상대효만 있는 취소

김용완 씨가 A라는 법률행위를 취소해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었다고 합시다.

1. 김용완 씨는 A라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가령 최병룡 씨도 A라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민원균 씨에게는 A라는 법률행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4. 그리고 이우지 씨에게도 A라는 법률행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5. 그밖에 누구에게도 A라는 법률행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김용완

누구든최병룡

민원균 이우지

무효!

무효!

무효!무효!

무효! 취소

A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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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취소의 효과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경우, 절 효가 없다고 합니다. 

즉, 상 효만 있다고 합니다.

장단점

1. 상 효만 있는 취소는, 법률관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2. 하지만 A라는 법률행위를 유효하다고 믿은 여러 사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결

1. 민법상 취소에는 부분 절 효가 있습니다.

2. 하지만 어떤 취소에는 상 효밖에 없습니다.

말소등기

개념

말소란 원래 지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소등기라는 게 단순히 기존의 등기를 지

우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1. "말소등기(cancellation registration)"라는 새로운 등기를 경료하는 겁니다.

2. 물론, 그와 함께 기존의 등기에는 줄을 그어 말소되었다는 표시를 하죠. 기존

의 등기가 말소됩니다(canelled registration). 

김용완

누구든최병룡

민원균 이우지

무효!

유효

유효유효

무효! 취소

A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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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예를 들어 P소유 부동산에 관해 Q앞으로 어떤 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것이 잘못 

경료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무효라고 합시다.

1. 그러면 실제 권리와 등기부 사이에 불일치가 생깁니다. 이 때 "그 등기의 말소

등기"라는 걸 경료할 수 있습니다.

2. 말소등기가 경료되면서, 기본등기에 줄이 그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권리와 

등기부를 일치하게 만듭니다.

말소등기의 신청

말소등기 역시 P, Q가 등기소에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이것도 의사표시(express 

of intent)입니다.

말소등기청구권

만약 Q가 이걸 거부하면, P는 Q를 상 로 "말소등기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P의 권리를 말소등기청구권(claim for cancellation 

registration)이라 합니다. 본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입니다. P소유인

데, 명의가 Q 앞으로 되어 있어서 혼선을 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해

를 제거할 수 있게 P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16조(등기의 말소) ①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

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

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생략>)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

거를 청구할 수 있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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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청구의 소

소송도 가능합니다. P가 Q의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겁니다. 

1. P가 Q를 상 로 소제기할 때, 편의상 "등기에 관하여 의사진술을 하라"는 말

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소장 청구취지에는 "피고(Q)

는 원고(P)에게 … 부동산에 관하여 … 마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고 기재합니다.

2. 원고(P)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P는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해서 말소등기

를 경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과 등기청구소송에 관해서는, 민사법 입문 제6강: 채권의 

효력 PART 1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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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제도
The Preservative Measure

황금은 잡으려고 하면 달아난다. - 우리 속담

 

머리에

김용완 씨는 심현목 씨가 재산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야 합니다. 

1. 실제로 이행(집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만약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서 집행을 할 수 없다면, 

판결서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보전처분

개념

따라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뺏어야 합니다. 즉, 법률

관계를 일시적으로 현 상태 로 동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는 재판(trial)을 

바로 보전처분(preservative measure)이라 부릅니다.

용어

1. 채권자의 채무자에 한 채권을 피보전채권

(claim preserved)이라 합니다.

2.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처분의 상(target) 또는 

목적(objective)이라 합니다.

3.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해서 생긴 절

차를 보전소송(preservative action)이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

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

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채무자

채권자

재산

피보전채권

보전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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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표적으로 다음 2가지가 있습니다.

1. 가압류: 금전채권자가 금전채권

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처분

권을 뺏는 것입니다.

2. 가처분: 특정채권자가 특정채권

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처

분권을 뺏는 것입니다. 특정채권

을 일단 비금전채권이라 생각해

도 좋습니다.

원래 가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여기서는 그 중

에서도 처분금지가처분이라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가압류

금전채권의 보전

금전채권(monetary claim)의 보전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돈 될 만한 재산을 처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돈 될 만한 재산이라면, 어떤 재산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사례

예를 들어, 김용완 씨가 심현목 씨에 한 1,000만 원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

해, 김용완  씨가 심현목 씨의 "어떤 재산이라도" 돈 될 것이라면 동결할 수 있습

니다.

1. 채권도 재산입니다. 따라서 심현목 씨

(채무자)가 명노관 씨(제3채무자)에게 

1,000만 원 채권이 있다면, 김용완 씨는 

심현목 씨가 그 1,000만 원 채권을 처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부동산도 재산입니다. 따라서 심현목 씨

(채무자)가 A부동산 자체를 가지고 있다

면, 김용완 씨는 심현목 씨가 A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자 비금전채무자

채무자

일반재산 특정재산

보전의 대상 보전의 대상

가처분가압류

피보전채권인
금전채권

피보전채권인
비금전채권

명노관

심현목

이주영
B부동산

A부동산

1,000만 원
채권

B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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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청구권도 재산입니다. 따라서 심현목 씨(채무자)가 이주영 씨(제3채무자)

에게 B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김용완 씨는 

심현목 씨가 B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개념

1. 이처럼 금전채권자가

2. 금전채무자의 일반재산(general property) 중에서 어떤 재산을 골라

3. 그 처분권을 빼앗는 것을

4. 가압류(provisional seizure)라고 합니다. 금전채권자로서 신청하는 보전처

분입니다.

가처분

특정채권의 보전

특정채권(specific claim)의 보전을 위해서는, 특정채권의 바로 그 목적물을 처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례

예를 들어, 김용완 씨가 심현목 씨에 하여 A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김용완 씨가 심현목 씨의 "A부동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1. 동결 상이 A부동산이어

야 합니다. 김용완 씨는 심

현목 씨가 A부동산을 처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

습니다.

2. 다른 재산을 동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김용완 씨

가 A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서, 심현목 씨가 

명노관 씨에게 갖고 있는 1,000만 원 채권을 처분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

니다. 그걸 처분하지 못하게 한다 해서, 김용완 씨가 A부동산 소유권을 받는 

데 도움되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

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명노관

심현목

이주영
B부동산

A부동산

1,000만 원
채권

B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

A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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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개념

1. 이처럼 특정채권자가

2. 채무자가 가진 그 목적물(specific property)에 관해

3. 그 처분권을 빼앗는 것을

4. 가처분(provisional disposition)이라 합니다. 특정채권자로서 신청하는 보

전처분입니다.

보전절차

3면 관계

법원, 채권자, 채무자의 3면 관계입니다.

1. 보전처분도 재판이므로 법원(court)이 

내리는 겁니다.

2. 채권자가 직접 보전처분을 내리는 게 아

닙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내

려 달라고 신청(application)할 뿐입니다. 

이런 신청을 보전신청이라고 부릅니다.

3. 채무자는 그 상 방이 됩니다.

다른 절차와의 비교

이렇듯 보전신청으로 시작해서 보전처분을 받거나 거기에 불복하는 절차를 보전절

차(preservative procedures)라고 합니다. 이게 보전소송입니다.

1. 소제기로 시작해서 판결을 받거나 거기에 불복하는 절차를 소송절차(litiga-

tion procedures)라고 합니다.

2. 강제집행신청으로 시작해서 집행을 하거나 거기에 불복하는 절차를 집행절차

(execution procedures)라고 합니다.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

한다.

② 가처분으로 <생략>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생략> 명할 수 

있다.

채권자 채무자

보전절차

보전처분

보전신청

신청인 피신청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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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전처분

금전채권 보전 가압류

특정채권 보전 (처분금지)가처분

금전채권
보전?

YES

NO

가처분

가압류 금전채권
보전

특정채권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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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제도
The Subrogation Right of Creditor

갑갑한 놈이 송사한다. - 우리 속담

 

머리에

김용완 씨는 심현목 씨가 권리를 불행사하면, 신 행사해야 합니다.

1. 실제로 채권자가 이행(집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 채무자가 채무자 자신의 권리를 천년 만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한 권리도 허공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죠.

채권자대위권

개념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한 권리를 신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

다. 그렇게 권리를 신 행사할 권한을 바로 채권자 위권(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이라 부릅니다.

용어

1. 채권자의 채무자에 한 채권을 피보전채권(claim preserved)이라 합니다.

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한 권리를 피 위권리(right subrogated)라 합니

다.  채권자 위권의 목적이라고도 합니다.

3. 채권자가 채권자 위권에 근거해서 제3채무자를 상 로 소제기했을 때, 그 

소송절차를 채권자 위소송(subrogation action by creditor)이라 합니다. 

짧게 위소송이라고도 합니다.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 <생략>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
피대위권리

피보전채권

채권자
대위권



334 제9강  채권의 효력 PART 3

종류

다음 2가지가 있습니다.

1.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 위권: 채무자의 일반 재산(general prop-

erty)을 증가(increase)시켜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 위권: 채권자의 특정한 채권(specific 

claim)을 위한 것으로서, 바로 그 특정채권이 실현되려면 필요(necessity)하

다는 취지입니다. 

2가지 모두 법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문제점

채무자에게 일반 재산이 없는 것을 무자력(lack of funds) 상태라 합니다. 채권자

로서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따라서 만약 금전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신 행

사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례

심현목 씨가 무자력이라 합시다. 그러면 김용완 씨는 심현목 씨가 가진 권리를 

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금전채무자 비금전채무자

일반재산 특정재산

보전의 대상 보전의 대상

금전채권
보전

채권자대위권

비금전채권
보전

채권자대위권

피보전채권인
금전채권

피보전채권인
비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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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현목 씨는 명노관 씨에게 1,0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용

완 씨가 직접 명노관 씨보고 1,000만 원을 심현목 씨에게 지급하라고 할 권

리가 있습니다.

2. 심현목 씨는 이주영 씨로부터 B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채권이 있습

니다. 그러면 김용완 씨가 직접 이주영 씨보고 B부동산에 관하여 심현목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개념

이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채무자의 "어떤 권리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금전채권의 보전(preservation for general property)

을 위한 채권자 위권이라 합니다.

1.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 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력이 충분하다면, 채권자는 굳이 위권을 행사

하지 않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665 판결

채권자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

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무자력)

1,000만 원
채권

1,000만 원 대여금채권

B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

심현목

명노관

이주영
B부동산

금전채권
보전?

채무자
무자력?

YES YES

NO

대위권

행사 가능

대위권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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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재산이 증가하면, 채무자의 다른 모든 채권자들에게도 이익입니다. 꼭 채

권자 위권을 행사한 바로 그 채권자만 이익보는 게 아닙니다.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문제점

만약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합시다.

1. 그러면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 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만약 채권자의 채권이 특정채권이라면, 채무자 자력과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채권자는 돈 될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채권을 만족시킬 

재산이 필요합니다.

3. 이처럼 채무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만, 비로소 채권자가 특정 채권의 만족

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피보전채권과 피 위권리가 서로 접

한 관계(connection)에 있다는 거죠.

해결책

1. 이렇게 접한 관계가 있다면, 비록 채무자

가 자력이 충분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

의 권리를 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자기 채권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반 로 만약 접한 관계가 없다면, 채권자

는 채무자의 권리를 신 행사할 수 없습니

다. 신 행사해 봤자, 채권자가 자기 채권

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채권자

채권자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

재산
증가

금전채권
보전?

접한
관련성?

YES

NO

NO

특정채권

보전

대위권

행사 가능

대위권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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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심현목 씨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합시다.

1. 심현목 씨는 명노관 씨에게 1,0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도 김용

완 씨가 직접 명노관 씨보고 1,000만 원을 심현목 씨에게 지급하라고 할 권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용완 씨의 심현목 씨에 한 1,000만 원 채권과, 

심현목 씨의 명노관 씨에 한 1,000만 원 채권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2. 한편, 심현목 씨는 이주영 씨로부터 B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채권

이 있습니다. 이 때 김용완 씨는 직접 이주영 씨보고 B부동산에 관해 심현목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완 씨

가 B부동산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김용완 씨

의 채권(등기청구권)과 심현목 씨의 채권(등기청구권)은 접한 관계란 거죠.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판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

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략>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

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력충분)

1,000만 원
채권

1,000만 원 대여금채권

B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

B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

심현목

명노관

이주영
특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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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개념

이처럼 채권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한 "특정 채권(B부동산 등기청구권)"을 보

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특정 권리를(B부동산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특정재산의 보전(preservation for specific property)을 위한 채권자 위

권이라 합니다.

1. 채무자가 무자력 상황인지와 무관하게,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 위

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위권을 행사한 바로 그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351 판결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있[다.]

보전처분 채권자대위권

금전채권 보전 가압류 무자력이 요건

특정채권 보전 (처분금지) 가처분 필요성이 요건

금전채권
보전?

채무자
무자력?

접한
관련성?

YES

YES YES

NO

NO
NO

특정채권

보전

대위권

행사 가능

금전채권

보전

대위권

행사 가능

대위권

행사 불가!

대위권

행사 불가!



339제9강  채권의 효력 PART 3

채권자취소권 제도
The Revocation Right of Creditor

재물이란 도리를 어긋나서 손에 들어오게 되면 역시 도리에 어긋나게 나가는 것이다. 

-《 학》

 

머리에

김용완 씨는 심현목 씨가 이미 재산처분을 했다면,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1. 실제로 채권자가 이행(집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 재산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

는 이유로 집행을 할 수 없다면, 역시 판결서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채권자취소권

개념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취소할 권

한을 바로 채권자취소권(revocation right of a creditor)이라 부릅니다.

채권자대위권과 차이점

용어

1. 채권자의 채무자에 한 채권을 피보전채권(claim preserved)이라 합니다.

2. 취소할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fraudulent act)라 합니다.

3. 사해행위 결과 재산을 취득한 사람을 수익자(beneficiary)라 합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

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이행기에 채무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

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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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자로부터 다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을 전득자(subsequent purchaser)

라 합니다.

5.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해서 수익자를 상 로 소제기했을 때, 그 소송

절차를 채권자취소소송(revocation action by creditor)이라 합니다. 사해

취소소송이라고도 합니다. 

종류

"이론상으로는" 다음 2가지가 있습니다.

1.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금전채무자의 일반 재산(general 

property)을 증가(increase)시켜 금전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

는 취지입니다.

2.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의 특정한 채권(specific claim)

을 위한 것으로서, 바로 거기에 필요(necessity)하다는 취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률행위
(사해행위)

채권자
취소권

피보전채권

채권자

전득자

수익자채무자

채권자

금전채무자 비금전채무자

일반재산 특정재산

보전의 대상 보전의 대상

금전채권
보전

채권자대위권

비금전채권
보전

채권자대위권

피보전채권인
금전채권

피보전채권인
비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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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문제점

금전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려서 무자력(lack of funds) 상태가 되었다고 합

시다. 금전채권자로서는 금전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따라서 금전채무자의 재산 처분 결과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었다면, 금전채권자는 

채무자의 처분을 취소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

습니다.

사례

심현목 씨가 재산을 처분해서 무자력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김용완 씨는 심현

목 씨의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심현목 씨는 명노관 씨에게 1,000만 원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현목 

씨가 명노관 씨에 한 1,000만 원 채권을 제3자인 최수희 씨에게 넘겨 무자

력이 되었다면, 김용완 씨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심현목 씨는 A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현목 씨가 A부동

산을 제3자인 최수희 씨에게 넘겨 무자력이 되었다면, 김용완 씨는 이를 취

소할 수 있습니다.

3. 심현목 씨는 이주영 씨로부터 B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채권이 있습

니다. 그런데 심현목 씨가 B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인 최수희

에게 넘겨 무자력이 되었다면, 김용완 씨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자력)

채권양도
부동산

매매계약

등기청구권양도

B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

최수희

명노관

심현목

이주영

B부동산

A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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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이처럼 금전채권자가 금전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채무자의 "어떤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금전채권의 보전(preservation for general 

property)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이라 합니다.

1. 어떤 처분 때문에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어야,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재산이 증가하면, 채무자의 다른 모든 채권자들에게 이익이기도 합니다. 

꼭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바로 그 채권자만 이익보는 게 아닙니다.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문제점

만약 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합시다.

금전채권
보전?

채무자
무자력?

YES YES

NO

취소권

행사 가능

취소권

행사 불가!

채권자

채권자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채권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

재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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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재산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2. 하지만 종종 채무자의 어떤 처분을 취소해야만, 비로소 채권자가 특정 채권

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취소가 

서로 접한 관계(connection)에 있는 거죠.

3. 이런 경우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할 수 없습니다. 접한 관계가 있든 없든,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즉, 특정채권

(specific property)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례

심현목 씨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합시다.

1. 심현목 씨는 A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현목 씨가 A부동

산을 제3자인 최수희 씨에게 넘겨 최수희 씨가 소유권을 취득해 버렸습니다. 

2. 김용완 씨로서는 그걸 취소해

야만 A부동산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즉, 취소가 유

일한 수단이며, 채권과 처분취

소에 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완 씨

는 심현목 씨의 A부동산 처분

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금전채권
보전?

NO

대위권

행사 불가!
특정채권

보전

(지력 충분)

A부동산
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
매매계약

최수희

심현목

A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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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금지 이유

이러한 취소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취소는 결과적으로 취소권

을 행사한 그 채권자에게만 이익인 일인데, 그런 결과를 민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

문입니다.

결론

우리 법은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일

반재산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만 인정합니다.

1. 그 결과, "채권자취소권"이라고만 하면, 일반재산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을 말합니다.

2.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언제나 채무자의 무자력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

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

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채권자취소권]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

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보전처분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금전채권 보전 가압류 무자력이 요건 무자력이 요건

특정채권 보전 (처분금지) 가처분 필요성이 요건 (금지)

금전채권
보전?

채무자
무자력?

YES YES

NO

취소권

행사 가능

취소권

행사 불가!

NO

금전채권

보전

취소권

행사 불가!

특정채권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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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요건
The Requirement of Subrogation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취하여 그 선을 자기도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맹자》

 

머리에

어떤 경우에 채권자 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요건이 필

요합니다. 

1.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2.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

4. 피 위권리가 존재할 것

5. 피 위권리가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6.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의미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이 없으면 채권자 위권을 행사할 수 없

습니다.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생략>

채권자
대위권

보전 필요성
이행기 도래

일신전속권X

권리 불행사

피보전
채권

피대위
권리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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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의 범위

1. 채권자의 권리니까 당연히 채권을 말합니다. 조문상으로도 그렇습니다.

2. 그런데 실제로는 꼭 채권에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넓게 봅니다.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피보전채권이 언제 성립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 피보전채권이 피 위권리보다 먼저 발생했든,

2. 피보전채권이 피 위권리보다 나중에 발생했든,

3. 어느 경우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의미

보전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보전 필요성이 없으면 채권자 위권을 행사할 수

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판결

물권적 청구권[소유물 반환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

피보전
채권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보전 필요성

피보전
채권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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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피보전채권과 피 위권리가 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위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즉, 보전의 필요성이란 곧 위의 필요성 또는 관련성(relevancy)입니다.

1. 접한 관련성이 있어 위의 필요성이 있으면, 특정채권자는 채권자 위권

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접한 관련성이 없어 위의 필요성이 없다면, 특정채권자는 채권자 위권

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lack of funds)이어야 합니다. 즉, 보전의 필요성이란 곧 채무자

의 무자력입니다.

1. 금전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채권자는 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금전채무자가 자력이 충분하면, 채권자는 채권자 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외

1.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고, 

2. 금전채무자에게 자력도 충분한데도,

3. 굳이 채권자 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한 관련성 때문에 

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외입니다.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생략>

채권자

금전채무자 비금전채무자

일반재산

무자력 필요 관련성 필요

보전의 대상 보전의 대상

금전채권
보전

채권자대위권

비금전채권
보전

채권자대위권

피보전채권인
금전채권

피보전채권인
비금전채권

특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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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

의미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이행기 전에는 채권자 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외 1: 보존행위

보존행위라면,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에도 채권자 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외 2: 법원의 허가

법원 허가를 받으면,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 전에도 채권자 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보증금반환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제3채무자]의 가옥명도[가옥인

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채무자인 임대인을 대위해서] 그 명도[인도]를 구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② 채권자는 그 채권[피보전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

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생략>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

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행기 도래

피보전
채권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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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대위권리가 존재할 것

의미

피 위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피 위권리가 없으면 채권자 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피대위권리가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의미

피 위권리가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피 위권리가 일신전속권이면 채

권자 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생략>

비송사건절차법

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는 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

판상의 대위(代位)를 신청할 수 있다.

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

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49조(재판의 고지) ①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대위
권리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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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전속권의 개념

다른 사람이 신 행사할 수 없는 권리를 일신전속권이라 부릅니다. 당연히 채권

자도 신 행사할 수 없겠죠.

사례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의미

채무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 야 합니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했으면, 채권자 위

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

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

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피대위
권리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일신전속권X

피대위
권리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권리 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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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불행사의 개념

1. 채무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경우 위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습니다. 즉, 이 경우엔 위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권리행사 결과

채무자의 권리행사 결과가 어떤지는 상관 없습니다. 즉, 채무자가 이미 자기 권리

를 행사하기만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채권자 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

습니다.

채무자의 찬반

채무자가 채권자의 위권 행사를 찬성하든 반 하든 전혀 상관 없습니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9312 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함은 채

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고, <생략> 채무자가 그 권

리를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묻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뜻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

사할 당시는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아무런 

장애 없음

현실적 

장애 있음

법률상 

장애 있음

채무자가 권리행사 안 함 대위 가능 대위 불가능

채무자가 

권리행사 함

채무자가 승소
대위 불가능

채무자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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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의미

문제점

만약 요건을 못 갖추면, 위소송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해야 할까요? 물론 원

고 패소 판결로 나올 겁니다. 문제는 청구기각도 있고 소각하도 있는데, 둘 중 어

느 것인지입니다.

소송요건과 소각하의 개념은, 공법 입문 제2강: 소송요건론 PART 1을 참조하세요.

피보전채권 관련 요건

피보전채권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각하(rejection) 판결입니다.

1.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요건

2.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요건

 

3.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 요건

피대위권리 관련 요건

4. 피 위권리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청구기각(dismissal) 판결입니다.

5. 피 위권리가 존재할 것

6. 피 위권리가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다634 판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채무자가 그 행사를 반대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

어야 하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

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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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

7.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각하(rejection) 판결입니다.

8.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소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생략>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생략> 채

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것은 타당하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는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

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각하 판

결을 해야 한다.]

피대위
권리

피대위
권리

채권자

채권자

권리 불행사

보전 필요성
이행기 도래

일신전속권X

없으면

없
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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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행사
The Exercise of Subrogation Right

때가 이르면 바로 힘쓰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 도연명

 

머리에

채권자 위권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어떤 방법으로 행사해야 할까요?

개념

대리와 대위의 구별

어떤 사람(K)이 다른 사람(A)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은,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1. 하나는 리(representative)입니다. 리인(K)이 본인(A)의 이름으로 본인

(A)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가령, 원고 측에 소송 리인이 있는 소송에

서, 원고(당사자)는 본인(A)입니다.

2. 다른 하나는 위(subrogation)입니다. 위자(K)가 위자 자기(K) 이름으

로 피 위자(A)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가령, 위소송에서, 원고(당사자)

는 위자(K)입니다. 피 위자(A)는 소송 당사자가 아닙니다.

K

A B

대리 : A의 이름으로

K가 행사

A의 권리

대리인

원고 피고

K

A B

대리 : K의 이름으로

K가 행사

A의 권리

원고

소외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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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행사로서의 채권자대위권

채권자 위권은 리가 아니라 말 그 로 " 위"입니다. 즉, 채권자(K)가 자기(K)

의 이름으로 채무자(A)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행사의 상대방

제3채무자(B)를 상 로 행사합니다.

행사 방법

재판상 행사

채권자 위권을 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 위소송입니다. 

채권자 위권의 요건을 증명하면 승소할 수 있겠죠.

1. 이 때 원고(당사자)는 채권자(K)입니다.

2. 피고(당사자)는 제3채무자(B)입니다.

3. 채무자(A)는 소송 당사자가 아닙니다.

재판 외 행사

물론, 채권자 위권을 소송을 통하지 않고 행사해도 됩니다. 민법 조문상 반드시 

소송을 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사 내용 

채무자 수령의 원칙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권리를 

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1. 제3채무자(B)를 상 로 "

채무자(A)에게" 지급하라

고 청구해야 합니다. 소장 

청구취지에도 "피고(B)는 

소외 A에게 …하라." 식으

로 써야 합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250 판결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사실 

및 보전의 필요성, 기한의 도래 등을 입증하면 족한 것이[다.]

K

A B

(O)"B는 A에게 ... 하라"

(X)"B는 K에게 ...하라"

피대위권리

피보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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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채무자(B)를 상 로 채권자(K)에게 지급하라고는 할 수는 없죠.

채권자 수령(대위수령)의 예외

그런데 피 위권리가 물건인도나 금전지급채권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물건이나 돈을 수령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수

령할 거라면, 이미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게 청구를 했겠죠.

2. 따라서 이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직접 채권자 자신에게 달라고 할 수밖에 없

습니다. 소장 청구취지에도 "피고(B)는 원고(K)에게 …를 지급(인도)하라."라

고 씁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변제수령까지 채무자를 대신하는 것을 대위수령이라 합니다.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49 판결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고유권리라 하여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

지고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하는데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

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하는 것

이 원칙이다.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351 판결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채권자]은 매도인[채무자]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제3채무자]인 등

기명의자에게 매도인[채무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 자

기[채권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49 판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 목적물을 인도하라고 청구한 경우에는 만일 채무자

가 그 인도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므로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K

A B

(예외) "B는 K에게 ... 하라"

피대위권리

피보전채권

대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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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 행사

문제상황

피 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를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 부동산이 

B소유인데, B가 A에게 팔고, A는 다시 K에게 팔았다고 합시다. 모두 각각 매매

금을 지불했는데, 아직 등기는 B앞으로 남아 있다고 합시다.

1. 그러면 A(채무자)가 B(제3채무자)를 상 로 이전등기를 구한 다음에,

2. K(채권자)가 A(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아야 합니다.

3. 그런데 만약 A(채무자)가 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 K(채권자)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피대위권리의 행사

우선, 채권자 K는 채무자 A를 위해 이전등기청구를 합니다. 위소송입니다. 

1. 피고는 제3채무자(B)입니

다. 즉, 제3채무자(B)를 상

로 청구합니다.

2. 이행받을 사람은 채무자

(A)입니다. 즉, 채무자(A)

에게 이행하라고 합니다.

소장 청구취지: "피고(B)는 소외 

A에게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K

A B

"B는 A에게 이전등기... 하라"

이전등기
청구권

이전등기

청구권

원고

소외인 피고

K

A B

이전등기
청구권

이전등기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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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의 행사

다음, 채권자 K는 채무자 A를 상 로 이전등기청구합니다. 위소송은 아닙니다. 

1. 피고는 채무자(A)입니다. 

즉, 채무자(A)를 상 로 청

구합니다.

2. 이행받을 사람은 채권자

(K)입니다. 즉, 채권자(K)

에게 이행하라 합니다.

소장 청구취지: "피고(A)는 원고

(K)에게 … 부동산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동시청구

물론, 위 두 가지를 하나의 소장에 써서 동시에 청구해도 됩니다. 

1. 피고는 제3채무자(B), 채

무자(A) 모두가 됩니다. 

공동피고죠. 즉, 양자를 

상 로 청구합니다.

2. 제3채무자(B)로부터 이행

받을 사람은 채무자(A)입

니다. 즉, 채무자(A)에게 

이행하라 합니다.

3. 채무자(A)로부터 이행받을 사람은 채권자(K)입니다. 즉, 채권자(K)에게 이

행하라고 합니다.

소장 청구취지: "…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B는 피고 A에게 …, ② 피고 A는 원

고에게 …,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문제상황

피 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를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 부동산은 A 소유

인데 엉뚱하게 등기부에는 B명의로 잘못 올라가 있다고 합시다. 그 상태에서 A가 

부동산을 K에게 팔았다고 합시다. 매매 금은 모두 지불한 상태입니다. 아직 등기

는 B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K

A B

"A는 K에게

이전등기 ... 하라"

이전등기
청구권

이전등기

청구권

원고

피고 소외인

K

A

"A는 K에게

이전등기 ... 하라"
B

"B는 A에게 이전등기... 하라"

이전등기
청구권

이전등기

청구권
원고

피고2 피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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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A B
말소등기

청구

이전등기

청구권

1. 그러면 A(채무자)가 B(제3채무자)를 상 로 B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내용의 말소등기를 구해서 A(채무자) 앞으로 등기를 회복한 다음에,

2. K(채권자)가 A(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아야 하겠죠.

3. 그런데 만약 A(채무자)가 말소등기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 K(채권자)는 어떻

게 해야 할까요?

피대위권리의 행사

우선, 채권자 K는 채무자 A를 위해 말소등기청구를 합니다. 위소송입니다. 

1. 피고는 제3채무자(B)입니다. 

즉, 제3채무자(B)를 상 로 

청구합니다. 채무자(A)는 피

고가 아닙니다.

2. 이행받을 사람은 채무자(A)

입니다. 즉, 채무자(A)에게 

이행하라고 합니다.

소장 청구취지: "피고(B)는 소외 

A에게 … 부동산에 관하여 …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보전채권의 행사

다음, 채권자 K는 채무자 A를 상

로 이전등기청구를 합니다. 위

소송은 아닙니다. 

1. 피고는 채무자(A)입니다. 즉, 

채무자(A)를 상 로 청구합

니다. 당연히, 제3채무자(B)

는 피고가 아닙니다.

K

A B

"B는 A에게 말소등기 ... 하라"

말소등기
청구권

이전등기

청구권

원고

소외인 피고

K

A B

"A는 K에게

이전등기 ... 하라"

말소등기
청구권

이전등기

청구권

원고

소외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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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받을 사람은 채권자(K)입니다. 즉, 채권자(K)에게 이행하라고 합니다.

소장 청구취지: “피고(A)는 원고(K)에게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동시청구

물론, 위 두 가지를 하나의 소장에 써서 동시에 청구해도 됩니다.

1. 피고는 제3채무자(B), 채

무자(A) 모두로 됩니다. 

공동피고죠.

2. 제3채무자(B)로부터 이

행받을 사람은 채무자(A)

죠. 즉, 채무자(A)에게 이

행하라 합니다.

3. 채무자(A)로부터 이행받

을 사람은 채권자(K)죠. 

즉, 채권자(K)에게 이행

하라고 합니다.

소장 청구취지: "① 피고 B는 피고 A에게 … 부동산에 관하여 …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② 피고 A는 원고에게 …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K

A B

"B는 A에게 말소등기 ... 하라"

말소등기
청구권

이전등기
청구권

"A는 K에게
이전등기 ... 하라"

원고

피고2 피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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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의 구조
The Structure of Subrogation Right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면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Charles Franklin Kettering

 

머리에

채권자 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것이 채권자 위소송입니다. 그 구조를 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를 비교해 보죠.

1. 채무자(A)가 제3채무자(B)를 상 로 소를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편의상 "직

접소송"이라 불러 보죠.

2. 채권자(K)가 제3채무자(B)를 상 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채권

자 위소송이죠.

직접소송의 구조

1. 원고: 채무자(A)

2. 피고: 제3채무자(B)

3. 청구 내용: 채무자(A)의 제3

채무자(B)에 한 권리

채권자대위소송의 구조

1. 원고: 채권자(K)

2. 피고: 제3채무자(B)

3. 청구 내용: 채무자(A)의 제3채무자(B)에 한 권리, 즉 피보전권리

결론

이렇게 두 소송은, 당사자는 다르지만, 청구내용(matter of a lawsuit)은 정확

히 같습니다.

1. 채권자 위소송은, 제3채무자에 한 권리자는 채무자(A)인데, 채권자(K)가 

채무자 신 원고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위소송은 일단 소송담당입니다.

2. 여기서 채무자(A)가 채권자(K)에게 소송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

적 소송담당은 아닙니다.

3. 민법 제404조 규정 때문에 소송담당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 소

송담당(third party standing by statute)에 해당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대위소송

직접소송

피대위
권리

피보전
채권

K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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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비록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가 아니고 자기이름으로 원고가 되어 제소한다

고 하여도 채무자의 권리를 관리 처분할 권능을 갖고 소송을 수행하므로 이는 흡사 파

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파산관재인 또는 추심명령을 받고 채무자의 채권의 추

심소송을 하는 채권자의 경우와 같아서 타인의 권리에 관하여 그 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되는 소위 소송신탁[소송담당]의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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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The Effect of Subrogation Right

현상을 떠나 본질은 있을 수 없다. - Karl Heinrich Marx

머리에

채권자 위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위임관계

위임관계의 발생

채권자(K)와 채무자(A)는 위임관계에 있

게 됩니다. 즉, 채무자(A)가 자기 권리에 

관한 사무를 채권자(K)에게 위탁한 셈입

니다. 채무자(A)는 위임인, 채권자(K)는 

수임인입니다.

법정위임관계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둘 사이의 위임계약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단지 채권자

위권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즉, 정확히는 법정위임(delegation 

by statute) 관계입니다.

비용상환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위임인

수임인

피대위
권리

피보전
채권

채권자

대위권

K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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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처분 제한

통지의무 

채권자가 채권자 위권을 행사하

면, 채권자(K)가 채무자(A)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

으면, 채무자(A)는 자기의 권리가 

행사된 사실도 모른 채, 또 권리를 

행사하려 할테니까요.

1. 만약 피 위권리가 보존행위라면, 꼭 통지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보존행위

는 긴급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처분 제한

1. 채무자(A)가 위 통지를 받았다면, 채무자(A)는 더 이상 피 위권리를 처분

하지 못합니다.

2. 그 취지에 비추어, 채무자(A)가 비록 위 통지를 못 받았더라도 위권 행사 

사실을 어떻게든 알게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더 이상 피 위권리를 처분하

지 못합니다.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채권자대위권]의 규정에 의

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위 조항[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

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 채무자에게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

행위를 허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금지하는 데에 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통지

피대위
권리

피보전
채권

채권자

대위권

K

A B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처분

통지

피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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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권

채권자

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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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제9강  채권의 효력 PART 3

3. 어느 경우든 채무자는 처분권을 뺏깁니다.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압

류나 가압류를 한 것과 비슷합니다.

금지되는 처분행위의 범위

채무자(A)가 권리(피 위권리)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금지하는 

범위는 어떨까요? 즉,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의 처분'이란 어디까지일까요?

1. '권리 자체'에 한 처분행위는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A)는 채권포기

나 채권양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한 처분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자(A)가 해제권도 없으면서 제3채무자(B)와 계약을 합의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

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위행사한 권리의 처분을 가지

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후에는 채무자는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그 권리의 양도나 포기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

채무자[A]가 [K의 A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 A의 B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권을 피대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A와 B가] 그 부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K]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통지

금지!

허용

피대위권리

채권포기
채권양도
합의해제
법정해제
변제수령

피보전
채권채권

채권자

대위권

K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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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법정해제는 허용합니다. 여기서의 '처분'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4. 변제수령도 허용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받는 것은, 채권자가 채권자 위권을 

행사한 목적에 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효과의 귀속

개념

위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채권자(K)가 아니

라 채무자(A)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채무자(A)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

입니다.

2. 결국 채무자의 재산으로 되는 겁니다.

3. 제3채무자(B)는 채무자(A)에 한 채무 변제를 완료했습니다.

공동담보

1. 따라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L, M, N, 

…)도 위 재산에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위권을 행사한 채권자(K)와, 

다른 채권자들(L, M, N, …)은 모두 

평등한 지위에 있습니다. 채권자들끼리

는 모두 평등하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3. 이걸 " 위권 행사의 모든 효과는 채

권자 전체(K, L, M, N, …)를 위한 공동담보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법정해제]되도록 한 것을 두고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

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

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

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채무자의 변제수령은 처분행위라 할 수 없고 같은 이치에서 채무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후에도 채무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피대위
권리

피보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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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자
대위권

K

N

M
L

재산

BA

효과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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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1. A는 B에 해 부동산(시가 2억 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말고는 아무

런 재산이 없다고 합시다. 그리고 A

의 금전채권자들로 K, L, M, N(채

권액 각 1억 원)이 있다고 합시다.

2. K가 위소송을 통해 B로부터 A

앞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두었

습니다.

3. 여기서 K, L, M, N 모두 부동산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는다면, 각

각 5,000만 원씩 평등하게 받습니다.

4. K가 우선해 1억 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대위수령의 경우

1. 원칙적으로 채무자(A)가 변제수령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자(K)가 변제수

령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외를 위수령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2. 위수령한 돈( 위수령금)은 법적으로는 채무자(A)의 몫입니다.

3. 따라서 채권자(K)는 현실적으로 자신이 수령한 것을 채무자(A)에게 줘야 합

니다. 즉, 채권자(K)는 채무자(A)에게 위수령금을 인도할 채무가 있습니다.

4. 결국, 채권자(K)도 채무자(A)에게 채권(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채무자(A)도 

채권자(K)에게 채권(수령금인도채권)을 갖는 상황입니다. 상계도 가능합니다.

사례 2

1. A는 B에 해 2억 원의 금전채권 말고는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합시다. 그

리고 A의 금전채권자들로 K, L, M, N(채권액 각 1억 원)이 있다고 합시다.

2. K가 1억 원을 달라는 위소송을 통해 B로부터 1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런데 이 돈은 원래 A의 몫이므로, K는 일단은 1억 원 전액을 A에게 돌려 놓

을 의무가 있습니다.

3. 즉, 수령금 1억 원을 A의 공동담보로 만들고, 채권자들(K, L, M, N)이 평등

하게 각각 2,500만 원씩 배당받아야 하겠죠.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

게 귀속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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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런데 K로서는 꼭 수령금 1억 원을 A

에게 현실적으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A

에 해 1억 원을 돌려 놓을 의무(채무)

가 있지만, 반 로 A로부터 1억 원을 받

을 권리(채권)도 있기 때문이죠. 즉, 상계

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위수령한 채권자(K)는 다른 채권자

들(L, M, N)을 제치고, 사실상 자신의 피보

전채권을 먼저 변제받는 이익을 누립니다. 이

를 사실상의 우선변제 효과라고 부릅니다.

소송법상 효과

요약

1. 채권자 위소송은 제3자 소송담당에 해당합니다. 

2. 즉, 위소송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 로 하는 소송과 "같은 청구"로 봅니

다. 당사자는 다르지만, 소송법적 이유로 

같은 청구로 보는 겁니다.

3. 따라서 중복된 소제기 금지, 소취하 후 

소제기 금지, 판결확정 후 소제기 금지 

규정을 모두 적용합니다.

중복된 소제기 금지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

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면,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

현 제259조] 소정의 이른바[중복소제기]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미리 경료되어 있더라

도 이를 기준으로 가릴 것은 아니다.

채권자

다른
채권자

다른
채권자

다른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K

N

M

L

₩1억 원

BA

효과
귀속

1억 원
채권

수령금
인도채권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K

BA
직접소송

대위소송

청구내용 =

A의 B에 대한 권리

청구내용 =

A의 B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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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후 소제기 금지

판결확정 후 소제기 금지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618 판결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채무자]가 알게 된 이상 그 종국판결선고후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채무자]도 위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

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

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따라서 채

무자는 후소를 제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략> 우리 민사소송법 [현 제218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한 해석이

라고 할 것이다. <생략> [다만,] 속담에 날벼락에 가까운 가혹한 결과를 채무자에게 가져

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생략>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③ 다른 사람[가령, 채무자]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가령, 채권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가령,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

이 미친다.



370 제9강  채권의 효력 PART 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The Requirement of Revocation Right

긴 한 증여는 언제나 의혹을 초래한다. - 오래된 법언

머리에

어떤 경우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요건이 필

요합니다.

1.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2. 사해행위가 있을 것

3. 채무자가 악의일 것

4.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일 것

5. 제척기간 내일 것

6. 재판상 청구할 것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의미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이 없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

습니다.

피보전채권의 범위

1. 채권자의 권리니까 당연히 채권을 말합니다. 조문상으로도 그렇습니다.

2. 그 중에서도 금전채권이어야 합

니다. 가령, 3,000만 원의 손해

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은 가능합니다.

3. 특정채권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

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은 

불가능합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

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생략>

전득자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채권자
취소권

악의 악의

악의

재판상 청구

제척기간

피보권
채권

법률행위
(사해행위)

전득자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채권자
취소권

악의 악의

악의

재판상 청구

제척기간

피보권
채권

법률행위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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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채권자 위권과 달리, 채권자취소권에서는 피보전

채권의 성립시기가 중요합니다.

1. 피보전채권이 채무자의 처분 이전에 발생해

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

보전채권을 해하는 처분이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2. 피보전채권이 채무자의 처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

니다. 처분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으

로 처분이 피보전채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3.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있을 것

개념

채무자(A)의 법률행위 결과 채무자(A)의 재

산이 감소하여, 채권자(K)가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때의 법

률행위를 사해행위(fraudulent act)라 합니

다. 취소의 상이  바로 사해행위입니다.

1. 채무자(A)의 행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채무의 원인되는 법률행위[사해행위]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피보전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략>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다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

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

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

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생략>

사해행위X

법률행위 피보전채권
성립

전득자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채권자
취소권

악의 악의

악의

재판상 청구

제척기간

법률행위
(사해행위)

피보권
채권

사해행위O

법률행위피보전채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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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여야 합니다.

3. 법률행위여야 합니다.

4. 채권자를 해하는 성질, 즉 사해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행위

1. 채무자(A)와 수익자(B) 사이의 행위을 말합니다. 가령, 채무자(매도인)와 수

익자(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입니다. 이 매매계약이 취소의 

상입니다.

2. 한편, 수익자(B)와 전득자(C) 사이의 행위가 아닙니다. 가령, 채무자가 수익

자에게 매도하고, 수익자가 다시 전득자에게 매도했다고 합시다. 수익자(새로

운 매도인)와 전득자(새로운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닙니

다. 즉, 이 매매계약은 취소의 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수익자(B)와 전득자(C) 중 누구를 피고로 하든지 간에, 어느 경우든 취소의 상(

사해행위)은 언제나 채무자(A)의 처분입니다. 즉, 사해행위란 언제나 채무자(A)와 

수익자(B) 사이의 법률행위입니다.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

1. 상속포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닙니다. 즉, 상속포기가 사해행

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이혼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닙니다. 즉, 이혼 자체가 사해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3. 그러나 일단 상속을 전제로 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재산분할협의, 또는 이혼

을 전제로 한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협의는 모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입

니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요건 하에서 말이죠.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

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생략> 상속인

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

니다. <생략>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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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법률행위 자체가 취소 상입니다. 예를 들어,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에 따라 "등

기"가 경료되었다고 합시다.

1. 그러면 취소할 것은 "매매계약(법률행위)"입니다.

2. "등기"를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3. 매매계약(법률행위)이 취소되면 매매계약이 소급

해 무효로 되고, 결과적으로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사해행위는 법률행위(act)여야 합니다.

사해성

채권자를 해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 판단이 어려운데, 이따가 따로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악의일 것

개념

채무자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사해의사(fraudulent intent)라

고 합니다.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가 없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

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

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

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

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

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

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

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률행위 등기/인도

사해행위
(취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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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의", "사해" 같은 용어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누구를 괴롭히거나 곤

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2. 그저 채무자(A)가 자기 재산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을 알았다면 충분합니다.

3. 자기(A) 재산이 부족하면, 당연히 자기의 채권자(K, L, M, N)들이 변제를 받

기 어렵게 됩니다. 이 점을 인식하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판단 기준시점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판단은 그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았다면, 채권자는 채권

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

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생략>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

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

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

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전득자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채권자
취소권

악의 악의

악의

재판상 청구

제척기간

법률행위
(사해행위)

피보권
채권

사해의사
발생

법률행위

사해행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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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 그것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몰랐다면, 채권자는 채권

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이후의 사정을 가지고, 사해행위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는 있겠죠.

증명책임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규정을 보면, 사해의사가 "있어

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채무자 스스로 자신이 선의라고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2. 법원이 채무자의 선악 여부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선의로 처리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사실상 추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런 상황에서는,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법원이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

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

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생략>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사해의사]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

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사해의사
발생

법률행위

사해행위X

채무자의
악의?

YES NO 채무자는

선의

채무자는

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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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일 것

개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bad faith)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임을 안다는 말은, 곧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취소 "요건에 해당한

다"는 점을 안다는 말입니다.

수익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수익자(B)를 상 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1. 수익자(B)가

2. 채무자(A)의 처분이 사해행위라는 점(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채무자

의 악의 등)을

3. 알았어야 합니다.

전득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전득자(C)를 상 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1. 전득자(C)가

2. 채무자(A)의 처분이 사해행위(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채무자의 악의 

등)라는 점을

3. 알았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알았어야 하는 상은 "채무자(A)의 처분이" 사해행위인지입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

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

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

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한 자[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

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득자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채권자
취소권

악의 악의

악의

재판상 청구

제척기간

법률행위
(사해행위)

피보권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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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악의와 전득자의 악의 사이의 관계

한 마디로 상관 없습니다.

판단 기준시점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판단은,

1. 수익자의 경우 사해행위 당시(T1)를,

2. 전득자의 경우 전득 당시(T2)를,

각각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후의 사정을 가지고, 사해행위 당시 또는 전득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는 있겠죠.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

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단지 전득자[C]가 전득행위[B-C] 당시 채무자[A]와 수익자[B] 사이의 법률행위

[A-B]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

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전득자[C]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C]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A]와 수익자[B] 사이

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B]가 채무자[A]와 

수익자[B]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

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한 자[전득자]가 [수익자의 경우] 그 행위 또는 

[전득자의 경우 그]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득자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악의

악의

법률행위
(사해행위)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T2 때
악의!

T1 때
악의!

T1

T2

법률행위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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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문제

사해행위라는 점을 몰랐지만, 모른 데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즉, 선의지

만 과실인 경우를, 악의와 똑같이 취급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1. 과실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2. 즉, 수익자나 전득자가 비록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모른데 과실

이 있더라도, 선의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증명책임

수익자나 전득자 스스로 자신들의 선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규정을 보면, "몰랐

어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가 악의라고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2. 법원이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악 여부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악의로 처리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비추어 수익자나 전득자를 선의로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

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

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한 자[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

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

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수익자의
악의?

YES NO 수익자는

선의

수익자는

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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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내일 것

기준

다음 기간 내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기면, 채권

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2. 법률행위(사해행위) 있은 날부터 5년 내

1년의 기산점

취소원인을 알았으면, 1년 내에 청구하라는 겁니다. 기산점은 "채권자취소권의 요

건을 안 날"입니다. 정확히는, 채권자(K)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 증명해

야 할 사항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즉, 다음을 모두 안 날이 1년의 기산점입니다.

1. 피보전채권이 존재할 것

2. 사해행위가 있을 것

3. 채무자가 악의일 것(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무자(A)가 증명할 사항이 아닙니다. 수익자(B) 또

는 전득자(C) 스스로 자신들의 선의를 증명해야 하고, 증명할 수 없다면 악의로 

처리되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K)가 이 부분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2632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수인이 실수요자

로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적정한 매매대금으로 부동산을 매수

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인적 관계나 거래관계 등은 전혀 없었던 사실 등 제반 사정상 사해

행위의 수익자가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

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

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

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

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그러나] 나아가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득자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채권자
취소권

악의 악의

악의

재판상 청구

제척기간

법률행위
(사해행위)

피보권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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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성의 판단
The Determination of Fraudulence

스스로 부유한 체하여도 아무 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 《잠언》제13장 제7절

형식적 기준

유형

다음 두 경우 사해성을 인정합니다.

1. 처분 때문에 채무자가 무자력이 된 경우

2. 이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다면, 처분 때문에 무자력 정도가 심해진 경우 

무자력 형성

1.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총재산은 +5,000만 원(= 

부동산 1억 원 + 동산 3,000만 원 + 채권 2,000

만 원 - 채무 1억 원)이었다고 합시다. 아직은 무자

력이 아닙니다.

2. 이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하면, 총재산이 -5,000

만 원(= +5,000만 원 - 1억 원)이 됩니다.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3. 따라서 위 부동산 처분은 사해행위가 됩니다.

무자력 심화

1.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총재산은 -5,000만 원(= 

부동산 1억 원 + 동산 3,000만 원 + 채권 2,000

만 원 - 채무 2억 원)이었다고 합시다. 벌써 무자

력입니다.

2. 이 상태에서 200만 원 상당의 동산 일부를 처분하

면, 총재산이 -5,200만 원(= -5,000만 원 - 200

만 원)이 됩니다. 즉, 무자력 상태가 심화됩니다.

3. 따라서 위 동산 처분도 사해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

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무자력]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

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

적
극
재
산

적
극
재
산

소
극
재
산

소
극
재
산

+ 1억 5,000만 원

- 1억 원 - 1억 원

+5,000만 원

처분
시간

적
극
재
산

적
극
재
산

소
극
재
산

소
극
재
산

+ 1억 5,000만 원

- 2억 원 - 2억 원

+1억 4,100만 원

처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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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기준

판단방법

부실채권의 문제

채무자의 채권도 체로는 적극재산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부실채권이 많기 때문

에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적극재산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압류금지재산의 문제

1.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있습니다. 금전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는 물건, 채권이 있다

는 거죠. 어떤 취지인지는 조문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상식으로라도 알고 계세요.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

는 행위는 <생략>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

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

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

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

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

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

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생략>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

료·종자, <생략>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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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금지재산은 순전히 채무자만을 위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애당초 어떠한 채

권자의 몫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재산(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3. 예를 들어, 어떤 농업인이 동산이라곤 2,000만 원 상당의 농기구와 가구 등 

생활필수품만 있고, 제3자에 해 채무 1,500만 원을 지고 있다고 합시다. 

농기구와 생활필수품은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적극재산은 0원으로 

봅니다. 즉, 1,500만 원의 채무초과 상태입니다.

피보전채권이 담보부 채권일 경우

문제점

만약 피보전채권에 담보가 있다면 어떨까요?

1. 가령, 피보전채권에 담보로 보증인이 있다거나, 근저당권이 있다거나 합시다.

2. 그러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도, 어차피 채권자는 상관 없는 것 아닐까요? 

그래도 채권자는 보증인이나 저당목적물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으니까요.

3. 즉, 사해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 이런 생각이 과연 실제로도 타당한

지 살펴봅시다.

인적 담보의 경우

인적 담보(보증인 등)가 있을 뿐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즉, 여전히 사해행위가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 <생략>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전입신고를 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생략>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생략>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퇴직금의 2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은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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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담보(보증인 등)로부터는 채권자가 채권(피보전채권)의 만족을 받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보증인마저도 자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보

증인이 있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여전히 피보전채권 전액에 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적 담보의 경우

그러나 물적 담보(근저당권 등)가 있는 경우에는 타당합니다. 즉, 사해행위가 아

닙니다.

1. 물적 담보(근저당권 등)로부터는 채권자가 채권(피보전채권)의 만족을 받는 것

이 보장됩니다. 즉,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3. 만약 피보전채권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합시다. 채권자로서는 그 차

액만큼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결국 채무자의 처분은 사해행위가 됩니다. 따라

서 그 초과분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

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

를 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만약]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우선변제 범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

다고 할 것이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K와 A사이 채권액

(K의 근저당권 최고액)

사해행위 범위 = 피보전채권액 - 우선변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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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김용완 씨(K)는 심현목 씨

(A)에게 5,000만 원의 채권

을 갖고 있습니다.

2. 이용제 씨(M)가 김용완 씨

(K)를 위해 전액 보증을 섰

습니다(인적 담보).

3. 박영민 씨(N)는 김용완 씨(K)

에게 시가 1억 원의 X부동산

에 관해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

었습니다(물적 담보).

4. 이 상황에서 심현목 씨(A)가 사업이 망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Y부동산을 사촌인 최수희 씨(B)에게 증여합니다.

5. 소식을 들은 김용완 씨(K)는 깜짝 놀라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려 합니다.

6. 그런데 피보전채권(5,000만 원) 중 채권자(K)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부분(3,000

만 원)은 채권자(K)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가 있든 없든 상관 없는 일이죠.

7. 따라서 이 부분을 넘는 나머지 2,000만 원(= 5,000만 원 - 3,000만 원)에 

해서만 사해행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적 담보는 상관 없습니다.

소결

피보전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이 있다고 합시다. 피보전채권액이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사해성을 인정합니다.

사해행위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문제점

만약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주로 부동산)이 애당초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되

어 있던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처분 이전 처분 이후

3,000만 원은 X부동산으로 확보 3,000만 원은 X부동산으로 확보

나머지 2,000만 원은 Y부동산에 집행 나머지 2,000만 원은 집행할 대상이 없음

김용완

심현목 최수희

이용제

박영민
5,000만 원

채권 
(피보전채권)

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5,000만 원
전액 보증

채무자 A 수익자 B

보증인 M

물상보증인 N

처분

채권자 K

Y부동산

X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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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령, 채무자(A)가 S부동산을 

처분했는데, 원래 S부동산에 관

해 제3자 P가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다고 합시다.

2. 그러면 채무자(A)가 S부동산을 

처분해도, 어차피 채권자는 상

관 없는 것 아닐까요? S부동산

의 교환가치는 처음부터 P에게 

속했을뿐, 채권자 K, L, M, N

에게 속한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들 몫이 아니었다는 거죠.

3. 즉,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건데, 이런 생각이 과연 실제로도 타당한지 살펴봅시다.

주의사항

다음 두 가지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1. 사해행위 이전에, "피보전채권을 

위한" 담보로, 채권자(K)가 근저

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채무자나 

제3자의 부동산이 채권자(K)를 

위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입니다. 아까 공부한 사안입니다.

2. 사해행위 이전에, 사해행위의 "목

적물이" 담보에 제공되어, 누군가

(P)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위 1.과는 달리, 채무자의 부동산이 제3자(P)를 

위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사안입니다.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당합니다. 즉,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1. 채무자(A)의 채권자들(K, L, M, N)은 모두 금전채권자들일 겁니다.

2. 만약 S부동산이 경매된다면, 근저당권자 P가 전액 우선배당을 받습니다.

3. 결국 채무자(A)의 채권자들(K, L, M, N) 입장에서는, S부동산은 이미 채무자(A) 

재산으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S부동산이 처분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생략> 피담보채권액이 부동

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K L M N

P

BA

채무자

채권자들

수익자

근저당권자

피보전
채권

처분

S부동산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물상
보증인 

근저당권자피보전채권

피보전채권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담보 설정

사해행위
목적물에
담보 설정

처분

P

K

S부동산

X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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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러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1. 만약 S부동산이 경매되면(배당할 금액 s), 근저당권자 P는 피담보채권액(t)만

큼만 우선배당을 받습니다.

2. 나머지(s-t)는 S부동산 소유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평등배당될 것입니다.

3. 따라서 S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채무자(A)에게 남아 

있어야만, 채무자(A)의 채권자들(K, L, M, N)이 배당을 받을 수 있죠. 즉, 

원래 위 금액(s-t)은 채무자의 채권자들(K, L, M, N) 몫이었다는 겁니다.

4. 그러므로 S부동산의 처분은 채무자(A)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거죠. 즉, 

위 나머지(s-t)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됩니다.

피담보채권액의 의미

사례1

1. 심현목 씨(A)의 유일한 재산은 Y부동산(시가 4,000만 원)입니다.

2. Y부동산에는 처음부터 맹노광 씨(P) 앞으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

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맹노광 씨(P)의 실제 채권액이 4,000만 원을 넘

는다고 합시다.

3. 김용완 씨(K)는 심현목 씨(A)에게 5,0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s원]<생략>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t원]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

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 

S부동산의 시가

(P의 우선변제액)

사해행위 범위 = 부동산 시가 - 피담보채권액



387제9강  채권의 효력 PART 3

4. 이 상황에서 심현목 씨(A)가 사

업이 망해 빚더미에 앉았습니

다.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유

일한 재산인 Y부동산을 사촌인 

최수희 씨(B)에게 증여합니다.

5. 소식을 들은 김용완 씨(K)는 깜

짝 놀라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

려 합니다.

6. 그러나 어차피 Y부동산을 경매

하더라도 처음부터 채권자(K) 몫은 없었습니다. 경매 금이 4,000만 원이라 

해도, 전액 맹노광 씨(P)가 배당받을 겁니다. 증여가 있든 없든 상관 없죠.

7. 따라서 증여는 채권자(K)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사례2

1. 위 사례에서 맹노광 씨(P)의 실

제 채권액이 4,000만 원을 넘

지 않고, 단지 3,000만 원뿐이

라 합시다.

2. 일단 경매 금 4,000만 원 중 

우선 3,000만 원은 맹노광 씨

(P)가 배당받을 겁니다.

3. 나머지 1,000만 원이 문제입니

다. 이 돈은 만약 증여가 없었더라면, 심현목 씨(A)의 채권자들(K 등등)이 각

자의 채권액 비율로 평등하게 배당받아갈 돈이었습니다.

4. 그런데 심현목 씨(A)가 최수희 씨(B)에게 처분하는 바람에, 심현목 씨(A)의 

채권자들(K 등등)은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처분 이전 처분 이후

Y부동산 4,000만 원은 모두 P의 몫 Y부동산 4,000만원은 모두 P의 몫

K가 집행할 대상이 없음 K가 집행할 대상이 없음

처분 이전 처분 이후

Y부동산 3,000만 원은 모두 P의 몫 Y부동산 3,000만원은 모두 P의 몫

K는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집행 K가 집행할 대상이 없음

김용완
(K)

심현목
(A)

최수희
(B)

맹노광
(P)

처분

채무자

채권자

수익자

시가

4,000만 원

피보전채권

5,000만 원

피담보채권: 4,000만 원 이상

최고액: 4,500만 원

근저당권자

Y부동산

김용완
(K)

심현목
(A)

최수희
(B)

맹노광
(P)

처분

채무자 수익자

시가

4,000만 원

피보전채권

5,000만 원

피담보채권: 3,000만 원 이상

최고액: 4,500만 원

     근저당권자

Y부동산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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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증여는 1,000만 원(=4,000만 원 - 3,000만 원) 범위에서 채권자(K)

를 해하는 사해행위입니다.

소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고 합시다. 목적물 가액이 피담보채

권액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사해성을 인정합니다.

사해행위 판단 기준시

문제점

1. 사해행위가 과연 성립하는지

2. 성립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성립하는지

이걸 과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주의사항

주의할 점은, 이 문제와 취소 후 반환(원상회복)할 범위는 별개 문제라는 사실입니

다. 즉, 다음 두 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1. 어느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2. 어느 범위만큼 반환(원상회복)해야 하는가?: 나중에 볼 문제입니다.

원칙

실제 처분시(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취소 상으로서 사해행위인 법

률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1. 가령, 사해행위인 증여계약(법률행위)이 실제로는 2013. 5. 20.에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증여계약서에는 2013. 6. 1.에 계약한 것으로 썼습니다.

3. 이를 토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

서에는 등기원인인 증여계약(법률행위)일이 2013. 6. 1.으로 적혀 있습니다.

법률행위

사해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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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률행위일은 2013. 5. 20.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

합니다.

다만, 실제 법률행위일을 직접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 기재를 참

고할 수밖에 없겠죠.

무자력 판단

부동산 가액 평가

부동산 가액이 얼마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1. 피보전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이 있다고 합시다. 피보전채권액이 피담보채권

액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사해성을 인정합니다.

2.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고 합시다. 목적물 가액이 피담

보채권액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사해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액은 수시로 변하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가 문제입니

다. 이것도 처분시(사해행위시)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

을 표준으로 판정[한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생략>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에는 처분문서[계약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현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원인일

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에 그 부

동산의 평가는 경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

로 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행위

목적물 가액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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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처분의 문제

변제와 대물변제

문제점

지금까지는 증여나 매매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변제나 물변제 같은 게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입장 차이가 팽팽합니다.

1. 채권자(K) 측은, 사해행위라 주장합니다.

2. 채무자(A)나 수익자(B) 측은, 법적으로 갚아야 할 걸 갚았을 뿐이라 합니다. 

즉,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변제

1. 원칙: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2. 예외: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임의경매 등 

절차에서 환가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

산 가액의 평가는 <생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

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

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

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

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

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

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

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

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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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1. 원칙: 사해행위입니다. 물변제는, 경제적으로 보면,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

로 변제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매매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예외: 채무 본지에 따른 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3546 판결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

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

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행위목적물이 채무

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

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

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

식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변제 대물변제

원칙 사해행위 X 사해행위 O

예외 사해행위 O 사해행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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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취소
The Exercise of Revocation Right: Revocation

군자는 먼저 선택한 후에 교제하고, 소인은 먼저 교제한 후에 선택한다. -문중자

머리에

채권자취소권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채권자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어떻게 할까요?

형성소송의 문제입니다.

개념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

1. 민법에는 각종 취소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취소를 보는 겁니다.

2. 채권자(K)가 자기(K)의 이름으로 사해행위(

법률행위)를 취소합니다. 소급해 무효로 만

드려는 거죠. 판결을 통해  법률관계를 그렇

게 만드려는 것으로, 소는 형성의 소입니다.

3. 판결이 확정되면, 그 순간 사해행위(법률행위)는 취소되어 무효로 됩니다. 즉, 

판결은 형성판결입니다.

행사의 상대방

1. 수익자(B)를 상 로 행사하거나,

2. 또는, 전득자(C)를 상 로 행사합니다.

채무자(A)는 상 방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전득한 

자[전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

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유효

무효

법률행위

법률행위

취소판결확정

취소판결확정

소급

채권자
전득자

수익자채무자

채권자
취소권

법률행위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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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종류

1.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는 형성의 소입니다. 판결주문은 "…을 취

소한다."가 됩니다.

2.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재산을 원상회복하려는 소는 이행의 소입니다. 

판결 주문은 "…을 지급하라.", "…을 인도하라.",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가 됩니다.

행사 방법

재판상 행사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송(suit)을 통해 행사해야만 합니다. 바로 채권자취소

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도 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증명하면 

승소할 수 있겠죠.

1. 이 때 원고(당사자)는 채권자(K)입니다.

2. 피고(당사자)는 수익자(B) 또는 전득자(C)입니다.

3. 채무자(A)는 소송 당사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상 행사란, 소제기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다른 소송에서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

한 적이 있다 해도, 소용 없습니다. 소제기한 

적이 없는 이상 아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재판 외 행사 금지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 행사해야 합니다. 즉, 재판 외 행사는 불가능

합니다. 민법 조문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

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생략>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

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채권자
전득자

수익자채무자

법률행위
(사해행위)

원고 피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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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채권자 위권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행사해도 됩니다.

행사 내용

사해행위,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해야 합니다.

수익자를 피고로 할 경우

1. 수익자(B)를 피고로 하되, "채무자(A)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도록 청구해야 합니다.

2. 취소는 법원이 합니다. 즉, 법원이 피고(B)에게 어떤 이행(performance)을 

"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법원이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

겠다는 겁니다.

3. 따라서 소장 청구취지에도 "피고(B)와 소외 A 사이에 … 체결된 … 계약을 취

소한다." 식으로 써야 합니다.

전득자를 피고로 할 경우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

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생략>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생략>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생략> 그 법률행위[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

서는, <생략> 전득자[C]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A]와 수익자[B] 사이의 사해행위

를 취소하는 청구를 [해야 한다.]

채권자

수익자채무자

원고

형성소송 피고

법률행위
(사해행위)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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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득자(C)가 있으면 전득자(C)를 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역시 취

소 상은 어디까지나 "채무자(A)의" 법률행위입니다.

2. 즉, 전득자(C)가 피고라도, 수익자(B)의 법률행위는 아예 취소 상이 아닙니다.

3. 따라서 소장 청구취지에도 위 1.과 같이 "소외 B와 소외 A 사이에 … 체결된 

… 계약을 취소한다." 식으로 써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택

1. 수익자(B)도 악의, 전득자(C)도 악의인 경우: 둘 다 공동피고로 해도 되고, 한 

명만 피고로 선택해도 됩니다.

2. 수익자(B)만 악의인 경우: 수익자(B)만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3. 전득자(C)만 악의인 경우: 전득자(C)만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

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

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

전득자

수익자채무자

피고

법률행위
(사해행위)

채권자

원고

형성소송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396 제9강  채권의 효력 PART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원상회복청구
The Exercise of Revocation Right: Restitution

들어온 로 그 로 내보내야 합니다. 거기에 아무런 물도 묻히지 마십시오. 

붉은 물도 묻히지 말고 푸른 물도 묻히지 말고 그 로 내보내야 합니다. - 우룡스님

머리에

채권자취소권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채권자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상회복도 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은 어떻게 할까요?

이행소송의 문제입니다.

원상회복의 필요성

1. 만약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구했다면, 원고인 채권자(K)가 전부 승소를 하더

라도 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형성의 소를 제기해서 형성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력까지는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가령, 취소는 법률행위(증여계약)를 무효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수익자(B)의 

등기명의를 자동으로 채무자(A) 앞으로 돌려놓진 못합니다.

3.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채권자(K)로서는 사해행위로 넘어간 

재산의 반환까지 구해야 합니다. 처분한 부동산에 관해 도로 채무자(A) 앞으

로 등기명의를 회복시켜야 하겠죠.

개념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원상회복

1. 민법에는 각종 원상회복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원상

회복을 보는  겁니다.

2. 사해행위가 취소까지 되면, 채

권자(K)는 수익자(B)로부터 채

무자(A) 앞으로 재산 원상회복

을 합니다. 수익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해야겠죠? 이 

소는 이행의 소입니다.

3. 그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순간 

원상회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판결은 이행판결입니다.

채권자

수익자채무자

원상회복

취소

법률행위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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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청구

1. 이처럼 사해행위로 일탈했던 채무자의 재산을 도로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는 

것을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원상회복(restitution)이라 합니다.

2. 원상회복은 취소를 전제로 합니다. 즉, 취소가 돼야 원상회복도 가능합니다. 

취소 없이는 아직 법률행위(계약)가 유효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3. 결국 전체적으로 보아 채권자가 취소라는 형성(formation)의 소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이라는 이행(performance)의 소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행

력을 받아 집행할 수 있겠죠.

행사 내용 

수익자를 피고로 할 경우

1. 수익자(B)를 피고로 하되, 수익

자(B)가 "채무자(A)에게" 원상회

복하도록 청구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2. 이행은 수익자(B)가 합니다. 즉, 

법원이 피고(B)에게 어떤 이행

(performance)을 "하라"고 명하

는 판결을 받겠다는 거죠.

3. 따라서 소장 청구취지에도 "피고(B)는 소외 A에게 … 이행하라." 식으로 써야 합니다.

전득자를 피고로 할 경우 

1. 전득자(C)가 있으면 전득자(C)를 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A)와 수익

자(B) 사이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결과 전득자(C)로의 물권변동도 무효

가 됩니다.

2. 따라서 채권자(K)는 전득자(C)가 

"수익자(B)에게" 원상회복을 하도

록 청구해야 합니다.

3. 이행은 전득자(C)가 합니다. 즉, 

법원이 피고(C)에게 어떤 이행

(performance)을 "하라"고 명하

는 판결을 받겠다는 거죠.

채권자

수익자채무자

원고

피고
이행소송

법률행위
(사해행위)

"피고는 ...을
  이행하라"

전득자

수익자채무자

피고

법률행위
(사해행위)

채권자

원고
이행소송

"피고는 ...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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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소장 청구취지에도 "피고(C)는 소외 B에게 … 이행하라." 식으로 써야 

합니다.

원상회복청구의 순서

취소 후 청구

취소청구를 먼저 하고, 취소가 되면 그 다음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의 소(형성의 소)를 제기합니다.

2. 형성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됩니다. 그러면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무효로 됩니다.

3. 그러면 원상회복청구의 소(이행의 소)를 제기합니다.

4. 이행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됩니다. 그러면 원상회복의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동시청구(병합청구)

절차가 번거로우니, 처음부터 원상회복청구를 취소청구와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형성의 소 및 이행의 소)를 제기합니다. 두 

소를 병합하여 청구하는 겁니다.

2.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됩니다. 그러면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무효로 됩니다. 또한 

원상회복의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병합청구 사례

소장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써야 합니다.

수익자를 상대로 한 병합청구

1. 취소청구: "피고(B)와 소외 A 사이에 … 체결된 … 계약을 취소한다."

2. 원상회복: "피고(B)는 소외 A에게 … 이행하라."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

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

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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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를 상대로 한 병합청구

1. 취소청구: "소외 B와 소외 A 사이에 … 체결된 … 계약을 취소한다."

2. 원상회복: "피고(C)는 소외 B에게 … 이행하라."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를 상대로 한 병합청구

1. 취소청구: "피고 B와 소외 A 사이에 … 체결된 … 계약을 취소한다."

2. 전득자에 한 원상회복: "피고 C는 피고 B에게 … 이행하라."

3. 수익자에 한 원상회복: "피고 B는 소외 A에게 … 이행하라."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647 판결

채권자가 수익자 및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

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이상 전득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도 이에 포

함되어 있[다.]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원고

피고

이행소송

형성소송

법률행위
(사해행위)

"피고는 ...을
  이행하라"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법률행위
(사해행위)

채권자

전득자

수익자채무자

원고

피고

이행소송

형성소송

"피고는 ...을
  이행하라"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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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의 방법

원물반환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방법입니다.

1. 사해행위로 채무자(A)가 수익자(B)에게 시가 1억 원의 물건을 처분했다고 합시다. 

2. 그러면 수익자(B)는 채무자(A)에게 물건 자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3. 동산이라면 점유를 회수하면 됩니

다. 인도받으면 된다는 거죠. 물론, 

채무자(A)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K)가 직접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죠.

4. 부동산이라면 말소등기를 경료받으

면 됩니다.

가액반환(가액배상)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그 신 돈을 반환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목적

물의 시가 상당액이 되겠죠.

1. 사해행위로 채무자(A)가 수익자(B)에게 시가 1억 원의 물건을 처분했다고 합시다.

2. 그런데 그 후 물건이 완전히 파손되었다고  합시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

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률행위
(사해행위)

채권자

전득자

수익자채무자

원고

피고

피고

이행소송

이행소송

형성소송

형성소송

"피고는 ...을
  이행하라"

"피고는 ...을
  이행하라"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채권자

수익자채무자

원고

피고

1억 물건 처분

"피고는 ... 물건을
  ... 인도하라"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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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면 수익자(B)는 채무자(A)에게 물

건을 반환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 물건 

신 1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4. 물론, 채무자(A)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K)가 직접 자신

에게 1억 원을 반환하라고 할 수도 있

다고 했죠.

둘 사이의 관계

1. 원물반환이 곤란하지도 않고 가능하다면, 반드시 원물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

다. 가액반환은 금지됩니다.

2. 원물반환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면, 가액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원물반환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가액반환 청구를 할 사안인데도, 원고가 원

물반환을 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4. 원물반환이 곤란하여 가액반환 청구를 할 사안인데도, 굳이 원고가 원물반

환을 구하고 있다며 어떨까요?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

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

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

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

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원물의 실제 가치가 감소하여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채권자가 스

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된다.] <생략> [이 

때]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채권자

수익자채무자

원고

피고

멸실

1억 물건 처분

"피고는 ... 1억 원을
  ... 지급하라"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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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문제상황

A가 소유자이고 P가 근저당권자인 Y

부동산이 있습니다.

1. Y부동산의 가액은 s입니다.

2. P의 피담보채권액은 t입니다.

3. 그런데 A가 무자력 상태에서 Y부

동산을 B에게 처분했습니다.

4. 그런데, 그 후 근저당권이 소멸했

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소의 범위

1. 일단 앞서 본 바 로 Y부동산 가액(s)이 피담보채권액(t)을 초과하는 한도

(s-t)에서, 사해성을 인정합니다.

2. 왜냐하면 Y부동산 가액(s) 모두가 A의 채권자들 몫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

담보채권액(t)은 P의 몫이고, 그 나머지(s-t)만 A의 채권자들 몫이니까요.

원상회복 방법

1. 만약 사해행위를 취소한 후 원물반환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근저당권 없는 

부동산(s)이 그 로 회복됩니다.

2. 사해행위 전에는 s-t만큼만 A의 채권자들 몫이었지만, 이렇게 되면 s만큼

이 A의 채권자들 몫이 됩니다. 채무자(A)로서는 사해행위로 빠져나간 재산

(s-t)보다도 사해취소로 들어온 재산(s)이 더 크게 된다는 말인데, 이건 문

제가 있습니다.

처분 이전 처분 이후

Y부동산 s원은 모두 P의 몫 Y부동산 s원은 모두 P의 몫

K는 (s-t)원에 대해 집행 K가 집행할 대상이 없음

K

A B

P

채권자

채무자

피담보채권 t원
근저당권자

수익자

피보전채권

처분

시가
s원

Y부동산

사해행위 범위 = 부동산 시가 - 피담보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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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취소권 제도는 빠져나간 만큼만 회복하게 하는 건데, 과잉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4.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부적합하다고 보아, 가액배상을 택합니다.

소결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1. 과잉회복이 되지 않도록 가액배상을 합니다.

2. 사해행위 "당시의" 실제 가치는 (s-t)입니다.

3. 따라서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s-t)만큼 가액배상을 합니

다.

사례 2: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문제상황

A가 소유자인 Z부동산이 있습니다.

1. Z부동산의 가액은 s입니다.

2. 그런데 A가 무자력 상태에서 Z부동산을 B에게 처분했습니다.

3. 그런데, 그 후 P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합시다.

4. P의 피담보채권액은 t입니다.

그러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분 이전 처분 이후 IF 원물반환

Y부동산 s원은 모두 P의 몫 Y부동산 s원은 모두 P의 몫 Y부동산 s원은 A재산

K는 (s-t)원에 대해 집행 K가 집행할 대상이 없음 K는 s원에 대해 집행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

동산의 가액[s]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t]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s-t] 내에서만 성립한

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

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s]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

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t]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

로, 그 부동산의 가액[s]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t]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

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s-t]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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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범위

1. 사해행위 성립 범위는 사해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Z부동산의 처분이 사해행위이며, 액수로 따지면 Z부동산 가액(s)만큼입니다.

원상회복 방법

1. 만약 사해행위를 취소한 후 원물반환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근저당권이 설정

된 채로 부동산(s-t)이 회복됩니다.

2. 사해행위 전에는 s만큼만 A의 채권자들 몫이었지만, 이렇게 되면 (s-t)만큼이 A

의 채권자들 몫이 됩니다. 채무자(A)로서는 사해행위로 빠져나간 재산(s)보다도 

사해취소로 들어온 재산(s-t)이 더 작게 된다는 말인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제도는 빠져나간 만큼만 회복하게 하는 건데, 과소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4.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부절하다고 보아, 가액배상을 택합니다.

처분 이전 처분 이후 근저당권설정 후

Z부동산 s원은 A재산 Z부동산 t원은 모두 P의 몫

K는 s원에 대해 집행 K는 집행할 대상이 없음

처분 이전 처분 이후 근저당권설정 후 IF 원물반환

Z부동산 s원은 A재산 Z부동산 t원은 모두 P의 몫 Z부동산 (s-t)원만 A재산

K는 s원에 대해 집행 K가 집행할 대상이 없음 K는 (s-t)원에 대해 집행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사해행위[s]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피담보채권액 t] <생략> 등의 권리를 취득

한 경우에는 <생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을 하게 되면 (s-t)만큼만 회복될 뿐이어

서 과소회복이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실질 가치는 s-t에 불과한] 원물반환 

대신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 부동산의 실질 가치인] 그 가액 상당[s]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K

A B

P

채권자

채무자

피담보채권 t원
근저당권자

수익자

피보전채권

처분

시가
s원

Z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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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1. 과소회복이 되지 않도록 가액배상을 합니다.

2. 사해행위 "당시의" 실제 가치는 s입니다.

3. 따라서 부동산 가액(s)만큼 가액배상을 합니다.

배상액수의 산정

기준시

원상회복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피담보채무액

다른 (근)저당권은 없다고 합시다. 계산과정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공제할 액수란,

1.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말합니다.

2. 채권최고액이 아닙니다.

사례

채무자(A)가 사해행위(증여)로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원래 P 앞으

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합시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생략>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생략>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으

로] 가액[s-t]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K

A B

P

채권자

채무자

근저당권자

수익자

피보전채권

처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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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해행위(증여)일인 2013. 7. 1. 부동산 시가는 5억 원이었습니다.

2. 변론종결일인 2013. 12. 1. 부동산 시가는 7억 원입니다.

3. 근저당권은 원래 P의 3억 원 출채권을 위해 설정됐던 것입니다.

4.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4억 원입니다.

5. 사해행위(증여)일인 2013. 7. 1. 피담보채권액은 이자 포함 3억 1,000만 원

이었습니다.

6. 근저당권 소멸 당시 피담보채권액은 이자 포함 3억 2,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원물반환은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변론종결시 부동산 가

액은 7억 원입니다.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가액배상액

은 3억 8,000만 원(= 7억 원 - 3억 2,000만 원)입니다.

취지

가액반환은 원물반환 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물반환이 되었을 때를 가정해 

그와 똑같은 경제적 효과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위 사례에서 만약 근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원물, 즉 

부동산 자체를 반환할 것입니다.

2. 채무자(A)가 돌려받은 부동산 가액은 물론 7억 원입니다.

3. 그러나 그 중 3억 2,000만 원 부분은 채무자(A)의 일반 채권자들(K, L, M, …) 

몫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오로지 P만의 몫입니다.

4. 따라서 일반 채권자들 몫은 3억 8,000만 원(= 7억 원 - 3억 2,000만 원)입니다.

5. 이렇듯, 일반 채권자들 몫은 3억 8,000만 원이기 때문에, 가액반환도 이 금액

에 맞춰야 하는 겁니다.

7억 원

시간

5억 원

3억 1,000만 원
3억 2,000만 원

2013. 7. 1.
사해행위

2013. 12. 1.
변론종결

시가

시가

피담보
채권액

피담보
채권액

피담보
채권액

사해행위
성립범위

가액배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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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가 있을 때 원상회복방법

문제점

만약 전득자(C)까지 있다면, 채권자(K)가 누구를 상 로 어떠한 청구를 해야 할

까요? 가령,

1. 채무자(A)가 수익자(B)에게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 수익자(B)가 전득자(C)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습니다. B의 처분이란, C에

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거나,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수익자(B)와 전득자(C) 모두 악의인 경우

1. 전득자(C)를 상 로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B)를 상 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득자(C)를 상 로 

사해행위를취소하지 않는 한, 수익자(B)를 상 로 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

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채권자가 <생략>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B]로부터 전득자[C]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

생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K]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상회복 방법은 가액배상이다.]

법률행위
(사해행위)

채권자
전득자

수익자채무자

악의

악의

취소 및 원물반환

법률행위
(사해행위)

채권자
전득자

수익자채무자

악의

악의

취소 및
가액배상



408 제9강  채권의 효력 PART 3

수익자(B)만 악의인 경우

1. 전득자(C)를 상 로는 아예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득자(C)는 선의이기 때문

이죠. 즉,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 수익자(B)를 상 로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득자(C)가 선

의라서, 전득자(C)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즉,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액반환만 가능합니다.

전득자(C)만 악의인 경우

1. 수익자(B)를 상 로는 아예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2. 전득자(C)를 상 로 원물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생략>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

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K]는 수익자[B]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법률행위
(사해행위)

채권자

전득자

수익자채무자

선의

악의

취소 및
가액배상

법률행위
(사해행위)

채권자

전득자

수익자채무자

악의

선의

취소 및 원물반환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B]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더라도 그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생략>를 이전받은 피

고[C] 회사는 악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생략> 정당[하다. 따라서 채권

자[K]는 전득자[C]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전득자[C]

는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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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상대방

채무자 앞으로 회복의 원칙

어디까지나 채무자로부터 일탈했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이므로,

1. 수익자(B)를 상 로 “채무자(A)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소장 

청구취지에도 “피고(B)는 소외 A에게 …하라.” 식으로 써야 합니다.

2. 제3채무자(B)를 상 로 채권자(K)에게 이행하라고는 할 수는 없죠. 등기명의

도 수익자(B)로부터 채무자(A) 앞으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채권자 수령의 예외

일탈재산이 물건이면 문제입니다. 원상회복을 가액반환 방식으로 할 때도 마찬가

지이고요.

1. 채무자가 수익자로부터 물건이나 돈을 수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

다. 애당초 사해행위로 재산을 처분한 것이 바로 채무자(A)이기 때문이죠.

2. 따라서 이 경우엔 직접 채권자(K) 자신에게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 

청구취지에도 “피고(B)는 원고(K)에게 …를 지급(인도)하라.”라고 씁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채권자취소권은 <생략>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

권자이어야 한다.



410 제9강  채권의 효력 PART 3

채권자취소소송의 구조
The Structure of Litigation of Revocation

우리가 무엇을 거둘지는 생각이 결정한다. - Andrew Matthews

머리에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것이 채권자취소소송입니다. 그 구조를 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곧 채

권자취소소송입니다.

고유권으로서의 채권자취소권

원래 취소할 권리는 채권자(K) 자신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1. 애당초 채무자(A)가 자기의 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K)가 채무자(A)의 취소권을 위한다거나 리하는 것이 전

혀 아닙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의 구조

1. 원고: 채권자(K)

2. 피고: 수익자(B)

3. 청구 내용: 채무자(A)의 수익자(B)에 한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취소

결론

1.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즉 취소권자는 채권자(K)입니다.

2. 채권자(K)는 이러한 고유권에 근거해 스스로 원고가 됩니다.

3.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은 소송담당이 아닙니다.

대리 대위 채권자취소권 

개념 
본인(A)을 위하여 

법률행위

채무자(A)의 

권리를 행사

채무자(A) 

법률행위를 취소

본질 본인(A)에 효과귀속 채무자(A)의 권리 채권자(K)의 고유권

명의 본인(A)의 이름으로 채권자(K) 이름으로 채권자(K) 이름으로

행위자 대리인(K) 채권자(K) 채권자(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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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The Effect of Revocation

관점만큼 많은 현실이 있다. - Jose Ortega y Gasset

머리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1.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므로,

2. 이것은 채권자가 승소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

수익자만 있는 경우

채무자(A)와 수익자(B) 사이의 사해행위(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로 됩니다.

1. 이렇게 취소되어 무효로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률행위"입니다.

2. 물론, 사해행위인 법률행위(증여계약, 

매매계약 등)로 등기가 되었다면, 법

률행위가 무효로 되면서 등기까지 무

효로 되죠.

3.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인 법률행위로 

등기나 인도가 이루어져 물권이 변동

했다면,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면서 그 

물권변동 역시 무효로 되죠.

전득자도 있는 경우

이 때에도 역시 "채무자(A)와 수익자(B) 

사이의" 사해행위(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로 되는 겁니다.

1. 채무자(A)와 수익자(B) 사이의 법률

행위가 취소되어 무효로 됩니다.

2. 그러면 수익자(B) 앞으로의 물권변동

도 무효로 됩니다.

3. 그 결과 수익자(B)로부터 전득자(C) 사

이의 물권변동도 따라 무효로 됩니다.

A B

물권변동

채권관계

법률행위

법률행위
(사해행위)

채무자 A 수익자 B

전득자 C

물권변동 무효

물권변동 무효
취소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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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귀속: 상대효

개념

그런데 방금 본 효과는 상 적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에는 오직 상 효

만 있습니다.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따라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2. 그 소송 당사자에게만 위와 같은 효력이 미칩니다.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를 상대로 한 취소소송 결과

수익자(B)와 전득자(C)를 모두 피고로 삼아, 채무자(A)의 법률행위를 취소했다고 합시다. 

1. 원고인 채권자(K)와 소외인인 채무자(A) 사이: 채무자(A)의 법률행위는 여

전히 유효

2. 원고인 채권자(K)와 피고인 

수익자(B) 사이: 채무자(A)

의 법률행위는 취소되어 무효

3. 원고인 채권자(K)와 피고인 

전득자(C) 사이: 채무자(A)

의 법률행위는 취소되어 무효

4. 원고인 채권자(K)와 소외인

인 제3자 사이:   채무자(A)

의 법률행위는 여전히 유효

전득자만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 결과

전득자(C)만을 피고로 삼아, 채무자(A)의 법률행위를 취소했다고 합시다.

1. 원고인 채권자(K)와 소외인인 채무자(A) 사이: 채무자(A)의 법률행위는 여전히 유효

2. 원고인 채권자(K)와 소외인인 수익자(B) 사이: 채무자(A)의 법률행위는 여전히 유효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

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생략> 사해행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

은 사해행위 취소채권자[K]와 수익자[B] 그리고 제3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

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행위
(사해행위)

제3자

채권자 K

채무자 A 수익자 B

전득자 C

"법률행위는
   유효"

"법률행위는
   유효" "법률행위는

   무효!"

"법률행위는
   무효!"

원고

피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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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인 채권자(K)와 피고인 전득자(C) 사이: 채무자(A)의 법률행위는 취소되어 무효

4. 원고인 채권자(K)와 소외인인 제3자 사이: 채무자(A)의 법률행위는 여전히 유효

수익자만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 결과

수익자(B)만을 피고로 삼아, 채무자(A)의 법률행위를 취소했다고 합시다.

1. 원고인 채권자(K)와 소외인인 채무자(A) 사이: 채무자(A)의 법률행위는 여전히 유효

2. 원고인 채권자(K)와 피고인 수익자(B) 사이: 채무자(A)의 법률행위는 취소되어 무효

3. 원고인 채권자(K)와 소외인인 전득자(C) 사이: 채무자(A)의 법률행위는 여전히 유효

4. 원고인 채권자(K)와 소외인인 제3자 사이: 채무자(A)의 법률행위는 여전히 유효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비록 채권자[K]가 수익자[B]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

무자[A]와 수익자[B]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

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C]에게는 미칠 수 없[다.]

법률행위
(사해행위)

제3자

채권자 K

채무자 A 수익자 B

전득자 C

"법률행위는
   유효"

"법률행위는
   유효" "법률행위는

   무효!"

"법률행위는
   유효"

원고

피고

피고

법률행위
(사해행위)

제3자

채권자 K

채무자 A 수익자 B

전득자 C

"법률행위는
   유효"

"법률행위는
   유효" "법률행위는

   유효"

"법률행위는
   무효!"

원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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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권자(K)로서는, 전득자(C)를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결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는, 채권자취소소송의 피

고(수익자 B 또는 전득자 C)만 집니다.

2. 채무자(A) 입장에서는 법률행위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효과

개념

채무자(A)의 모든 채권자들(K, 

L, M, N)은 취소의 효력을 받습

니다.

1.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K)

는 물론 취소의 효력을 받습

니다.

2. 게다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들(L, M, N 등)

도 취소의 효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K]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C]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

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

한 기간 안에 전득자[C]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A]와 수익자[B] 사이의 사해행위

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

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

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은 모

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법률행위
(사해행위)

다른
채권자

다른
채권자 다른

채권자채권자

수익자채무자

채권자
취소권

피보전
채권

A B

N

K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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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분배

따라서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K)도, 다른 채권자들(L, M, N 등)도, 모두 자기

의 채권액에 비례해 평등분배를 받습니다.

1. 예를 들어,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액이 4,000만 원이라 합시다.

2. 취소채권자(K)는 채무자(A)에 한 채권이 1억 원입니다.

3. 채무자(A)에 해 L은 2억 

원, M은 5,000만 원, N도 

5,0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말고는 다른 

채권자는 없다고 합시다.

4. 채무자(A)의 채권자들(K, 

L, M, N)은 자기 채권액

에 비례해 2:4:1:1(= 1억 원 

: 2억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평등하게 받아

야 합니다.

5. 따라서 가액배상액 4,000만 원에 해, K는 1,000만 원을, L은 2,000만 원

을, M은 500만 원을, N은 500만 원만큼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

하려면 L, M, N도 각각 채무자(A)을 상 로 한 2억 원, 5,000만 원, 5,000

만 원의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의 우선변제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원상회복에서, 채권자(K)가 수익자(B)로부터 직접 수

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즉, "수익자(B)는 채권자(K)에게 …하라"는 식으로 청

구하는 거죠. 그러면,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907 판결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K]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

여 그 절차가 개시되면 [다른] 채권자[L, M, N]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절차에

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

다른
채권자

다른
채권자 다른

채권자채권자

수익자

1억 원
채권

2억 원
채권

5,000만 원
채권

5,000만 원
채권

4,000만 원

효과
귀속

B

N

K

L

A

M

가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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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채권자(K)는 수익자(B)로부터 일단 4,000만 원을 직접 수령합니다.

2. 법적으로 1,000만 원만 취소채권자(K)의 몫이므로, 나머지 3,000만 원은 채

무자(A)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000만 원은 다른 채권자들(L, M, N)이 채

권액에 비례해 평등하게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3. 그런데 취소채권자(K)로서는 위 1,000만 원을 받아도, 채무자(A)에게는 아

직 받을 돈이 9,000만 원(= 1억 원 - 1,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2. 정리하면, 취소채권자(K)는 채무자(A)에게 9,000만 원 채권이 남아 있고, 채

무자(A)는 취소채권자(K)에게 3,000만 원 반환채권이 있는데, 이 둘은 상계

적상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취소채권자(K)는 3,000만 원 범위에서 상계를 합니다. 그러면 취소채

권자(K)가 채무자(A)에게 반환할 돈은 없고, 채무자(A)에 한 6,000만 원

(= 9,000만 원 - 6,000만 원)만 남게 됩니다.

4. 이렇게 되면, 채권자(K)는 위 가액배상액 전액인 4,000만 원 모두에 해 사

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셈이 됩니다.

[L, M, N 같은 다른 채권자들도]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A]의 책임재산으로

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L, M, N]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

고 취소채권자[K]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

나, 취소채권자[K]에게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K]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생략>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생

략>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다.

채무자

다른
채권자

다른
채권자

다른
채권자채권자

수익자

9,000만 원
채권

수령금
인도채권

3,000만 원

B

N

K

L

A

M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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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에 대한 효과

문제점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B)가 취득했던 재산이 도로 채무자(A)에게 돌아갑

니다. 수익자(B)로서는 낭패가 될 수 있지요. 어떤 구제수단이 있는지 수익자(B) 

입장에서 봅시다.

증여받은 경우

사해행위가 증여계약이고, 그에 따라 수익자(B)가 소유권을 취득했었다면 어떨까요?

1.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수익자(B)는 소유권을 빼앗깁니다.

2. 어차피 무상으로 받았던 것이므로, 수익자(B)로서는 채무자(A)에게 청구할 

게 없습니다.

매수한 경우

사해행위가 매매계약이고, 그에 따라 수익자(B)가 소유권을 취득했었다면 어떨까요?

1.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수익자(B)는 소유권을 빼앗깁니다.

2. 수익자(B)가 채무자(A)에게 매매 금까지 지불하고 취득한 것인데 이걸 빼앗

겼다면, 그만큼 손해를 입은 거죠.

3. 채무자(A)는 자기 채무를 수익자(B)의 재산으로 변제한 셈이어서, 그만큼 이

익을 입었죠.

4. 따라서 수익자(B)는 채무자(A)에게 그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물변제를 받은 경우

수익자(B)가 채무자(A)에 해 원래 1억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채무자(A)가 사해

행위로 물변제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해행위가 물변제이고, 그에 따

라 수익자(B)가 소유권을 취득했었다면 어떨까요?

법률행위
(사해행위)

채권자

수익자채무자

채권자
취소권

소유권



418 제9강  채권의 효력 PART 3

1. 당초 수익자(B)도 채무자(A)에 한 채권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2. 물변제 결과 수익자(B)의 채무자(A)에 한 1억 원의 채권이 소멸했습니다.

3. 그런데 사해행위인 물변제가 취소되어, 이제 수익자(B)의 채무자(A)에 

한 1억 원의 채권이 부활합니다. 즉, 수익자(B)도 다시 채무자(A)의 채권자

들 중 한 사람입니다.

4. 따라서 평등분배 원리에 따라, 채무자(A)의 모든 채권자들(K, L, M, N, B)

이 배당을 받으면 됩니다. 수익자(B)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익자가 상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907 판결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

이 있는 것인바, 채무자[A]가 다수의 채권자들[K, L, M, N, B, …] 중 1인(수익자[B])

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K, L, M, N]에 대한 사해

행위가 되어 채권자들 중 1인[K]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

복이 확정된 [사안이다.]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B]는 그의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

거나 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결과 본래의 채권자로서

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들[K, L, M, N]과 함께 민법 제407조

에 의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

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등[K]이 원상회복된 채무자[A]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면 수익자인 채권자[B]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수익자[B]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A]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

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B]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K, L, M, N]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B]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할 때에 채무자[A]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A]에 대하

여 가지는 자기[B]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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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효과

요약

1. 채권자취소소송은 제3자 소

송담당이 아닙니다. 채권자

마다 자기 고유의 권리를 행

사하는 겁니다.

2.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채권자가 다르면 "다른 

청구"로 봅니다. 당사자(원고)

가 다르고, 청구내용도 다르

므로, 다른 청구입니다.

3. 따라서 중복된 소제기 금지, 

소취하 후 소제기 금지, 판결확정 후 소제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복된 소제기 금지 적용 대상 아님

소취하 후 소제기 금지 적용 대상 아님

판결확정 후 소제기 금지 적용 대상 아님

1. 어느 채권자(K)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2. 다른 채권자(L)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더 나아가 채권자(K)가 실제로 원상회복 집행까지 마쳤다면, 또 청

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K, L]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A]의 재산처분 행

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K, L]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어느 한 채권자[K]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

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L]의 동일

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채권자가 다른 이상, 같은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채권자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B

K

L

취소소송

취소소송

직접소송
A

청구내용 =
K의 B에 대한 권리

청구내용 =
A의 B에 대한 권리

청구내용 =
L의 B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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